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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이란 무엇인가
요?
AWS CloudFormation은 AWS 리소스를 모델링하고 설정하여 리소스 관리 시간을 줄이고 AWS에서 실행되
는 애플리케이션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도록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필요한 모든 AWS 리소스(예: Amazon
EC2 인스턴스 또는 Amazon RDS DB 인스턴스)를 설명하는 템플릿을 생성하면 CloudFormation이 해당 리
소스의 프로비저닝과 구성을 담당합니다. AWS 리소스를 개별적으로 생성하고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어떤
것이 무엇에 의존하는지 파악할 필요도 없습니다. CloudFormation에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다음 시나리
오는 CloudFormation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보여줍니다.

인프라 관리 간소화
확장 가능한 웹 애플리케이션에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Auto Scaling 그룹, Elastic Load
Balancing 로드 밸런서 및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각 개별 서비스를 사용하여 이러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으며 리소스를 생성한 후에는 함께 작동
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애플리케이션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신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생성하거나 기존 템플릿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에
는 모든 리소스와 해당하는 속성이 설명됩니다. 템플릿을 사용하여 CloudFormation 스택을 생성할 경우
CloudFormation에서 Auto Scaling 그룹, 로드 밸런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합니다. 스택
이 생성된 이후에 AWS 리소스가 실행됩니다. 스택을 쉽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스택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삭제하면 됩니다.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리소스 모음을 단일 단위로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인프라 복제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확대해야 하는 경우 여러 리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리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리전의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
플리케이션을 복제할 때 리소스도 복제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기록해야 할 뿐 아니라, 각 리전에서 해당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재사용하여 리소스를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재사용
하려면 리소스를 한 번만 설명하고 여러 리전에서 동일한 리소스를 반복적으로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변경 사항을 쉽게 제어 및 추적
기본 리소스를 증분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uto Scaling 시작 구성에서
더 우수한 성능의 인스턴스 유형으로 변경하여 Auto Scaling 그룹의 최대 인스턴스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완료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프라를 원래 설정으로 롤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동으로 수행하려면 변경된 리소스를 기억하고 원래 설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할 경우 프로비저닝되는 리소스와 해당 설정이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정확히 설명됩니다. 템플릿은 텍스트 파일이므로 템플릿에서 차이점을 추적하여
인프라 변경 사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자가 소스 코드에 대한 개정 사항을 제어하는 방식과 비슷
합니다. 예를 들어 버전 제어 시스템을 템플릿과 함께 사용하여 변경된 내용, 변경한 사람, 변경 시간 등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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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인프라에 대한 변경 사항을 되돌려야 하는 경우 이전 버전의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CloudFormation 스택 및 템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개념 (p. 2) 섹션을 참조
하세요.
• CloudFormation 사용 방법에 대한 개요는 AWS CloudFormation 작동 방식 (p. 5) 섹션을 참조하세요.
• 요금 정보는 AWS CloudFormation 요금을 참조하세요.

AWS CloudFormation 개념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템플릿 및 스택으로 작업합니다. 템플릿을 생성하여 AWS 리소
스와 해당 속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스택을 생성할 때마다 CloudFormation에서 템플릿에 설명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합니다.
주제
• 템플릿 (p. 2)
• 스택 (p. 4)
• 변경 세트 (p. 4)

템플릿
CloudFormation 템플릿은 JSON 또는 YAML 형식의 텍스트 파일입니다. .json, .yaml, .template 또
는 .txt 등 모든 확장명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템플릿을 AWS 리소스 구
축을 위한 블루프린트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템플릿에서 인스턴스 유형, AMI ID, 블록 디바이스 매핑,
Amazon EC2 키 페어 이름 등과 같은 Amazon EC2 인스턴스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택을 생성할 때마다
CloudFormation에서 템플릿에 설명된 항목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템플릿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한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ami-0ff8a91507f77f867
AMI ID, t2.micro 인스턴스 유형, testkey 키 페어 이름 및 Amazon EBS 볼륨을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프
로비저닝합니다.

Example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Description" : "A sample template",
"Resources" : {
"MyEC2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ImageId" : "ami-0ff8a91507f77f867",
"InstanceType" : "t2.micro",
"KeyName" : "testkey",
"BlockDeviceMappings" : [
{
"DeviceName" : "/dev/sdm",
"Ebs" : {
"VolumeType" : "io1",
"Iops" : 200,
"DeleteOnTermination" : false,
"VolumeSize"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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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mple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 sample template
Resources:
My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ami-0ff8a91507f77f867"
InstanceType: t2.micro
KeyName: testkey
BlockDeviceMappings:
DeviceName: /dev/sdm
Ebs:
VolumeType: io1
Iops: 200
DeleteOnTermination: false
VolumeSize: 20

단일 템플릿에서 여러 리소스를 지정하고 해당 리소스를 함께 작동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예제와 같이 탄력적 IP(EIP)를 포함하도록 이전 템플릿을 수정한 후 Amazon EC2 인스턴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mple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Description" : "A sample template",
"Resources" : {
"MyEC2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ImageId" : "ami-0ff8a91507f77f867",
"InstanceType" : "t2.micro",
"KeyName" : "testkey",
"BlockDeviceMappings" : [
{
"DeviceName" : "/dev/sdm",
"Ebs" : {
"VolumeType" : "io1",
"Iops" : 200,
"DeleteOnTermination" : false,
"VolumeSize" : 20
}
}
]
}
},
"MyEIP" : {
"Type" : "AWS::EC2::EIP",
"Properties" : {
"InstanceId" : {"Ref": "MyEC2Instan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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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 sample template
Resources:
My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ami-0ff8a91507f77f867"
InstanceType: t2.micro
KeyName: testkey
BlockDeviceMappings:
DeviceName: /dev/sdm
Ebs:
VolumeType: io1
Iops: 200
DeleteOnTermination: false
VolumeSize: 20
MyEIP:
Type: AWS::EC2::EIP
Properties:
InstanceId: !Ref MyEC2Instance

이전 템플릿은 단일 Amazon EC2 인스턴스를 기반으로 하지만 CloudFormation 템플릿은 복잡한 리소스 세
트를 구축하는 데 사용 가능한 추가 기능이 있으며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템플릿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CloudFormation 스택을 생성할 때 값이 지정되는 입력 파라미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템
플릿을 생성할 때가 아니라 스택을 생성할 때 인스턴스 유형과 같은 값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
서 템플릿을 더 쉽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생성 및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 구조 (p. 24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특정 리소스 선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리소스 및 속성 유형 참조 (p. 72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Designer로 자체 템플릿 설계를 시작하려면 https://console.aws.amazon.com/
cloudformation/designer로 이동합니다.

스택
CloudFormation을 사용할 경우 스택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관련 리소스를 관리합니다. 스택을 생성, 업데이
트, 삭제하여 리소스 모음을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합니다. 스택의 모든 리소스는 스택의 CloudFormation
템플릿으로 정의합니다. Auto Scaling 그룹, Elastic Load Balancing 로드 밸런서 및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포함하는 템플릿을 생성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러한 리소스를 생성하려면 생성한 템플릿을 제출하여 스택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CloudFormation에서 모든
리소스를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합니다. CloudFormation 콘솔, API 또는 AWS CLI를 사용하여 스택 작업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스택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작업 (p. 9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변경 세트
스택에서 실행 중인 리소스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스택을 업데이트합니다. 리소스를 변경하기 전에 제안된
변경 사항이 요약된 변경 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변경 세트를 사용하면 변경 사항을 구현하기 이전에 해
당 변경이 실행 중인 리소스 특히, 중요 리소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이름을 변경한 경우 CloudFormation에서 새 데이터베이
스를 생성하고 이전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합니다. 아직 백업하지 않은 경우 이전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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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됩니다. 변경 세트를 생성한 경우 변경 후 데이터베이스가 교체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스택을 업데
이트하기 이전에 적절히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스택 업데이트 (p. 131)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 CloudFormation 작동 방식
스택을 생성할 때 AWS CloudFormation에서는 AWS로 기본 서비스 호출을 전송하여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하고 구성합니다. CloudFormation은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작업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려면 인스턴스를 생성할 권한이 필요합니다. 인스
턴스가 포함된 스택을 삭제하는 경우에도 인스턴스를 종료할 유사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를 사용하여 권한을 관리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 실행하는 호출은 모두 템플릿으로 선언됩니다. 예를 들어 t2.micro 인스턴스 유형으
로 EC2 인스턴스를 설명하는 템플릿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템플릿을 사용해 스택을 생성하는 경
우 CloudFormation에서는 Amazon EC2 인스턴스 생성 API를 생성하고 인스턴스 유형을 t2.micro로 지정
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CloudFormation의 스택 생성 워크플로우를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1. AWS CloudFormation Designer 또는 자체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JSON 또는 YAML 형식으로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도 있습니다. CloudFormation 템플릿에는 필요한 리소스와 해당하는 설정이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예에서처럼 템플릿에서 Amazon EC2 인스턴스
를 선언하고 해당 인스턴스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mple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Description" : "A simple EC2 instance",
"Resources" : {
"MyEC2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ImageId" : "ami-0ff8a91507f77f867",
"InstanceType" : "t2.micro"
}
}
}

Example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 simple EC2 instance
Resources:
My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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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ImageId: ami-0ff8a91507f77f867
InstanceType: t2.micro

2. 템플릿을 로컬에 또는 S3 버킷에 저장합니다. 템플릿을 생성한 경우 .json, .yaml 또는 .txt와 같은 파
일 확장명으로 저장합니다.
3. 템플릿 파일의 위치(예: 로컬 컴퓨터의 경로 또는 Amazon S3 URL)를 지정하여 CloudFormation 스택을
생성합니다. 템플릿에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스택을 생성할 때 입력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통해 템플릿을 값을 전달하여 스택을 생성할 때마다 리소스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 콘솔 (p. 101), API 또는 AWS CLI를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Note
템플릿 파일을 로컬에 저장하도록 지정한 경우 CloudFormation은 해당 파일을 AWS 계정의 S3
버킷에 업로드합니다. CloudFormation은 템플릿 파일을 업로드하는 리전별로 버킷을 생성합니
다. AWS 계정에서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가 버
킷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에서 생성한 버킷이 이미 있는 경우, 해당 버킷에 템
플릿이 추가됩니다.
템플릿을 Amazon S3에 수동으로 업로드하여 자체 버킷을 사용하고 버킷의 권한을 관리할 수 있
습니다. 그런 다음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마다 템플릿 파일의 Amazon S3 URL을 지정
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템플릿에 설명된 AWS 서비스를 호출하여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및 구성합니다.
모든 리소스가 생성된 후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이 생성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스택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택 생성에 실패하면 CloudFormation에서는 생성한 리소스를 삭제하여 변경 사항을
롤백합니다.

변경 세트로 스택 업데이트
스택의 리소스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스택의 템플릿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새 스택을 만들고 이전 스택
은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택을 업데이트하려면 원본 스택 템플릿의 수정된 버전, 다른 입력 파라미터 또
는 둘 다를 제출하여 변경 세트를 생성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수정된 템플릿을 원본 템플릿과 비교
해 변경 세트를 생성합니다. 변경 세트에는 제안된 변경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검토한 후
변경 세트를 시작해 스택을 업데이트하거나 새 변경 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스택 업
데이트 워크플로우를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Important
업데이트 시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중인 리소스 및 속성에 따라 업데이트 시 기
존 리소스가 중단되거나 대체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
트 (p. 12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1. AWS CloudFormation Designer 또는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CloudFormation 스택 템플릿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C2 인스턴스에 대한 인스턴스 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본 스택의 템플릿에서
InstanceType 속성의 값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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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스택 템플릿 수정 (p. 129) 섹션을 참조하세요.
2. CloudFormation 템플릿을 로컬 또는 S3 버킷에 저장합니다.
3. 업데이트하려는 스택과 수정된 템플릿의 위치(예: 로컬 컴퓨터의 경로 또는 Amazon S3 URL)를 지정하여
변경 세트를 생성합니다. 템플릿에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 세트를 생성할 때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세트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스택 업데이트 (p. 131)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Note
로컬 컴퓨터에 저장되는 템플릿을 지정한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해당 템플릿을 AWS 계정
의 S3 버킷에 템플릿을 자동으로 업로드합니다.
4. 변경 세트를 보고 기대하는 변경을 CloudFormation에서 수행할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CloudFormation
에서 중요한 스택 리소스를 대체할지 확인합니다. 원하는 변경 사항을 포함할 때까지 변경 세트는 필요한
만큼 생성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변경 세트는 스택 업데이트에 성공했는지 여부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변경 세트는 계
정 할당량 (p. 8)을 초과하는 경우,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리소스 (p. 721)를 업데이트
하는 경우 또는 리소스를 수정할 권한 (p. 59)이 불충분한 경우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스택 업데이트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스택에 적용하려는 변경 세트를 시작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수정한 리소스만 업데이트하여
스택을 업데이트하고 스택 업데이트에 성공했다는 신호를 전송합니다. 스택 업데이트에 실패하면
CloudFormation에서는 변경 사항을 롤백해 스택을 알려진 마지막 작동 상태로 복원합니다.

스택 삭제
스택을 삭제하는 경우 삭제할 스택을 지정하면 CloudFormation에서는 해당 스택과 스택 내 모든 리소스를
삭제합니다. CloudFormation 콘솔 (p. 115), API 또는 AWS CLI를 사용하여 스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스택은 삭제하지만 해당 스택 내 일부 리소스는 보존하려는 경우 삭제 정책 (p. 6498)을 사용하여 해당 리소
스는 보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리소스가 삭제된 후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이 성공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신호를 전송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를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스택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삭제되지 않은 모든 리
소스는 스택을 성공적으로 삭제할 수 있을 때까지 보존됩니다.

추가 리소스
• CloudFormation 템플릿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 구조 (p. 246) 섹션을 참조하세요.
• 스택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작업 (p. 9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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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 설정
AWS CloudFormation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IAM 권한, AWS CloudFormation API 호출 로깅을 시작하는
방법 또는 사용할 엔드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AWS CloudFormation을 시작할 수 있
도록 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제
• AWS 계정 가입 및 요금 (p. 8)
• AWS CloudFormation 할당량 (p. 8)
• AWS CloudFormation 엔드포인트 (p. 11)
• AWS CloudFormation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 설정 (p. 12)

AWS 계정 가입 및 요금
AWS CloudFormation 또는 Amazon Web Services를 사용하려면 먼저 AWS 계정에 가입해야 합니다.

AWS 계정에 가입하려면
1.

https://portal.aws.amazon.com/billing/signup을 엽니다.

2.

온라인 지시 사항을 따릅니다.
등록 절차 중 전화를 받고 전화 키패드를 사용하여 확인 코드를 입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AWS 계정에 가입하면 AWS Management Console, AWS CloudFormation API 또는 AWS CLI를 통해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AWS CloudFormation이 무료 서비스이긴 하지만 스택에 포함하는 AWS 리소스에 대해서는 리소스별 현재
시세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AWS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aws.amazon.com에서 각 제품에 대한 세
부 정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할당량
AWS 계정에는 템플릿을 작성하고 스택을 생성할 때 알아야 하는 AWS CloudFormation 할당량이 있습니다.
이러한 할당량을 이해하면 템플릿 또는 스택을 재설계해야 하는 제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할당량
할당량

설명

값

튜닝 전략

cfn-signal 대기 조건 데
이터 (p. 6581)

cfn-signal에서 전달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용량입
니다.

4,096 bytes

많은 양을 전달하려면 데
이터를 Amazon S3 버킷
에 보낸 다음 cfn-signal
을 사용하여 Amazon S3
URL을 해당 버킷에 전달
합니다.

사용자 지정 리소스 응답

사용자 지정 리소스 공급
자가 전달할 수 있는 최
대 데이터 용량입니다.

4,096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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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량

할당량

설명

값

튜닝 전략

매핑 (p. 246)

AWS CloudFormation 템 200개 매핑
플릿에서 선언할 수 있는
최대 매핑 수입니다.

더 많은 매핑을 지정하려
면 중첩 스택 등을 사용
하여 템플릿을 여러 템플
릿으로 분리합니다.

매핑 속성 (p. 246)

AWS CloudFormation 템 200개 속성
플릿에서 선언할 수 있는
각 매핑의 최대 매핑 속
성 수입니다.

더 많은 매핑 속성을 지
정하려면 속성을 여러 매
핑으로 분리합니다.

매핑 이름 및 매핑 속성
이름 (p. 246)

각 매핑 이름의 최대 크
기입니다.

255자

모듈 (p. 631)

계정 및 리전별로
CloudFormation 레지스
트리에 등록할 수 있는
최대 모듈 수입니다.

모듈 100개

모듈 버전 (p. 631)

지정된 모듈에 대해
CloudFormation 레지스
트리에 등록할 수 있는
최대 버전 수입니다.

버전 100개

출력 (p. 246)

AWS CloudFormation 템 200개 출력
플릿에서 선언할 수 있는
최대 출력 수입니다.

출력 이름 (p. 246)

출력 이름의 최대 크기입
니다.

파라미터 (p. 246)

AWS CloudFormation 템 200개 파라미터
플릿에서 선언할 수 있는
최대 파라미터 수입니다.

파라미터 이름 (p. 246)

파라미터 이름의 최대 크
기입니다.

255자

파라미터 값 (p. 246)

파라미터 값의 최대 크기
입니다.

4,096 bytes

프라이빗 리소
스 (p. 711)

계정 및 리전별로
CloudFormation 레지스
트리에 등록할 수 있는
프라이빗 리소스의 최대
개수입니다.

프라이빗 리소스 50개

프라이빗 리소스 버
전 (p. 711)

지정된 프라이빗 리소스
에 대해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에 등록할 수
있는 최대 버전 수입니
다.

프라이빗 리소스 50개

새 버전을 등록하려면 먼
저 DeregisterType을 사
용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버전을 해제하세요.

25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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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파라미터를 지정
하려면 매핑 또는 목록을
사용하여 단일 파라미터
에 여러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더 큰 파라미터 값을
사용하려면 여러 파라
미터를 생성한 다음
Fn::Join을 사용하여
여러 값을 단일 값으로
추가합니다.

새 버전을 등록하려면 먼
저 DeregisterType을 사
용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버전을 해제하세요.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할당량

할당량

설명

값

리소스 (p. 246)

AWS CloudFormation 템 500개 리소스
플릿에서 선언할 수 있는
최대 리소스 수입니다.

동시 스택 작업의 리소
스 (p. 246)

지정된 시간에 리전에서
스택 작업(생성, 업데이
트 또는 삭제 작업)에 포
함할 수 있는 최대 리소
스 수입니다.

DescribeAccountLimits
API를 사용하여 특정 리
전의 계정에 대한 현재
한도를 결정합니다.

리소스 이름 (p. 246)

리소스 이름의 최대 크기
입니다.

255자

스택 (p. 99)

생성할 수 있는 최대
CloudFormation 스택 수
입니다.

2,000개 스택

스택 이름 (p. 103)

스택 이름의 최대 크기입
니다.

128자

StackSets (p. 655)

관리자 계정에서 생
성할 수 있는 AWS
CloudFormation 스택 세
트의 최대 수입니다.

스택 세트 100개

더 많은 스택 세트를 생
성하려면 필요 없는 스택
세트를 삭제하거나 AWS
계정의 최대 스택 세트
수를 늘리도록 요청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AWS
General Reference의
AWS 서비스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스택 인스턴스 (p. 655)

스택 세트당 생성할 수
있는 스택 인스턴스의 최
대 수입니다.

스택 세트당 2,000개의
스택 인스턴스

더 많은 스택 인스턴스를
생성하려면 필요 없는 스
택 인스턴스를 삭제하거
나 AWS 계정의 최대 스
택 인스턴스 수를 늘리
도록 요청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AWS General
Reference의 AWS 서비
스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StackSets 인스턴스 작
업 (p. 655)

관리자 계정당 동시에 각
리전에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스택 세트
에서 최대 스택 인스턴스
수입니다.

3,500개 작업

이 한도는 리전에 관련된
모든 스택 세트에 적용됩
니다. 스택 인스턴스의
직접 생성, 업데이트 또
는 삭제는 물론 스택 세
트 생성 및 업데이트 작
업의 영향을 받는 스택
인스턴스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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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전략
더 많은 리소스를 지정하
려면 중첩 스택 등을 사
용하여 템플릿을 여러 템
플릿으로 분리합니다.

더 많은 스택을 생성하려
면 필요 없는 스택을 삭
제하거나 AWS 계정의
최대 스택 수를 늘립니
다. 자세한 내용은 AWS
General Reference의
AWS 서비스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기능 가용성

할당량

설명

값

튜닝 전략

요청의 템플릿 본문 크
기 (p. 246)

CreateStack,
UpdateStack 또는
ValidateTemplate 요
청에서 전달할 수 있는
최대 템플릿 본문 크기입
니다.

51,200 bytes

더 큰 템플릿 본문을 사
용하려면 중첩 스택 등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여러
템플릿으로 분리합니다.
또는 템플릿을 Amazon
S3 버킷에 업로드합니
다.

Amazon S3 객체의 템플
릿 본문 크기 (p. 246)

Amazon S3 객체에
서 Amazon S3 템
플릿 URL을 사용하
여 CreateStack,
UpdateStack,
ValidateTemplate 요
청에 대해 전달할 수 있
는 최대 템플릿 본문 크
기입니다.

1MB

더 큰 템플릿 본문을 사
용하려면 중첩 스택 등
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여
러 템플릿으로 분리합니
다. 또는 축소를 사용하
여 CloudFormation 템플
릿 크기를 줄입니다.

템플릿 설명 (p. 246)

템플릿 설명의 최대 크기
입니다.

1,024 bytes

기능 가용성
일부 리전에서는 CloudFormation의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AWS 리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글로벌 인프라 리전 표를 참조하세요.
• 현재 다음 리전에서는 드리프트 감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시아 태평양(오사카)
• 현재, 다음 리전에서는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CodeDeploy를 통한 ECS 블루/그린 배포 수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프리카(케이프타운)
• 아시아 태평양(오사카)
• 유럽(밀라노)

StackSets 및 매크로
StackSets는 현재 매크로가 포함된 템플릿에서 서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
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AWS CloudFormation에서 호스트하는 매크로인 변환이 포함됩니다.
매크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 매크로 (p. 61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엔드포인트
애플리케이션에서의 데이터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대부분의 Amazon Web Services 제품에서 요청을
작성할 리전 엔드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는 웹 서비스의 진입점인 URL입니다.
명령줄 인터페이스 또는 API 작업을 사용하여 스택 작업을 수행할 경우 리전 엔드포인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AWS CloudFormation 리전 및 엔드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Web Services 일반 참조의 리
전 및 엔드포인트를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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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 설정

AWS CloudFormation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 설정
interface VPC endpoint을 사용하도록 AWS CloudFormation을 구성하여 VPC의 보안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
니다.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는 프라이빗 IP 주소를 사용하여 CloudFormation API에 비공개로 액세스할 수
있는 기술인 PrivateLink로 구동됩니다. PrivateLink는 VPC 및 CloudFormation 간의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Amazon 네트워크로 제한합니다. 또한 인터넷 게이트웨이, NAT 디바이스 또는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가
필요 없습니다.
PrivateLink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PrivateLink 및 VPC 엔드포인트에 대
한 자세한 정보는 PrivateLink를 통한 AWS 서비스 액세스를 참조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CloudFormation에 대해 VPC 엔드포인트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고려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VPC 엔드포인트 기능을 사용할 때 사용자 지정 리소스 요청 또는 대기 조건에 응답해야 하는 VPC의 리소
스에 대해 CloudFormation용 S3 버킷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VPC 엔드포인트가 있는 VPC에서 리소스를 생성할 경우 특정 S3 버킷에 대
한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IAM 엔드포인트 정책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 (p. 588) 요청 또는 대기 조건 (p. 415)에 대한 응답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각 리전에 S3 버킷을 갖추고 있습니다. 템플릿에 VPC의 사용자 지정 리소스 또는 대기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 VPC 엔드포인트 정책은 사용자가 다음 버킷에 대한 응답을 전송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경우 cloudformation-custom-resource-response-region 버킷에 대한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리전 이름에 대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uswest2.
• 대기 조건의 경우 cloudformation-waitcondition-region 버킷에 대한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대
기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리전 이름에 대시가 포함됩니다. 예: us-west-2.
엔드포인트 정책이 이러한 버킷에 대한 트래픽을 차단하는 경우 CloudFormation은 응답을 수신하지 않으
며 스택 작업이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 조건에 응답해야 하는 us-west-2 리전의 VPC에 리소스가
있는 경우 리소스는 cloudformation-waitcondition-us-west-2 버킷에 응답을 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 지원하는 리전 목록은 Amazon Web Services 일반 참조의 리전 및 엔드포인트를 참
조하세요.
• VPC 엔드포인트는 교차 리전 요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CloudFormation에 대한 API 호출 발급을 계획
하는 리전과 동일한 리전에 엔드포인트를 생성하는지 확인하세요.
• VPC 엔드포인트는 Route 53를 통해 Amazon 제공 DNS만 지원합니다. 자신의 DNS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조건적인 DNS 전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DHCP 옵션 세
트를 참조하세요.
• VPC 엔드포인트에 연결된 보안 그룹은 VPC의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443 포트로 들어오는 연결을 허용해
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 생성
CloudFormation 서비스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하려면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인터페이스 엔
드포인트 생성 절차를 사용하여 다음 엔드포인트를 생성하세요.
com.amazonaws.region.cloudformation
##은 미국 동부(오하이오) 리전의 us-east-2 같이 CloudFormation가 지원하는 AWS 리전의 리전 식별자
를 나타냅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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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 시작하기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많은 유형의 리소스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작하기 연습에서는
AWS CloudFormation 사용 방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간단한 몇 가지 개념만을 다룹니다.
이 섹션에서는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샘플 템플릿 라이브러리의 예
제 템플릿에서 스택을 생성해 보고 템플릿 생성의 기본 사항을 알아봅니다.
다음 연습에서는 샘플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을 시작, 업데이트 및 삭제합니다. 기초 정보를 배우고 나면 보
다 복잡한 템플릿 및 스택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Amazon Web Services(AWS) 리소스 세트를 템플릿을 제출하는 것만큼 간단
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은 그룹으로 함께 배포하려는 AWS 리소스 모음인 스택을 설명하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에서 원하는 모든 AWS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인스턴스,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DB 인스턴스 및 기타 리소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유형의 목록은 AWS 리소스 및 속성 유형 참조 (p. 72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시작하기 (p. 13)
• 템플릿 기본 사항 알아보기 (p. 20)
• 연습: 스택 업데이트 (p. 35)

시작하기
올바른 템플릿을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모든 AWS 리소스를 한 번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
에서는 WordPress 블로그에 필요한 리소스를 선언하고, WordPress 블로그를 스택으로 생성하고, 스택 생성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스택에서 해당 리소스를 검사한 다음 스택을 삭제하는 템플릿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러한 작업은 을 사용하여 완료합니다.

1단계: 템플릿 선택
먼저, 스택에 필요한 리소스를 지정하는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준비된 샘플 템플릿을 사
용합니다. 샘플 템플릿은 저장을 위해 로컬 MySQL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있는 단일 Amazon EC2 인스턴스
를 사용하는 기본 WordPress 블로그를 생성합니다. 또한 이 템플릿은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한 방화벽
설정을 제어하기 위해 Amazon EC2 보안 그룹도 생성합니다.

Important
AWS CloudFormation은 무료이지만 CloudFormation에서 생성하는 AWS 리소스는 라이브입니다
(샌드박스 내에서 실행되지 않음). 이 자습서의 마지막 작업에서 이러한 리소스를 종료하지 않으면
해당 리소스에 대한 표준 사용 요금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총 요금은 매우 적습니다. 요금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방법은 http://aws.amazon.com/free/를 참조하십시오.

템플릿을 보려면
•

JSON 또는 YAML WordPress 샘플 템플릿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의 후반부에서는 템플릿 URL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템플릿을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템플릿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형식 (p. 24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템플릿은 JSON 또는 YAML 텍스트 파일로, 스택에서 생성하려는 AWS 리소스에 대한 구성 정보가 들어 있
습니다. 이 연습을 위해 샘플 템플릿에는 AWSTemplateFormatVersion, Description, Parameters,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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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s, Resources 및 Outputs, 이렇게 6개의 최상위 섹션이 포함되어 있지만 Resources 섹션만 필
수입니다.
리소스 섹션에는 이 템플릿으로 생성하려는 AWS 리소스에 대한 정의가 포함됩니다. 각 리소스는 개별적으
로 나열되며 특정 리소스를 생성하는 데 필수인 속성을 지정합니다. 다음 리소스 선언은 EC2 인스턴스에 대
한 구성으로, 이 예에서는 논리적 이름 WebServer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mple JSON
"Resources" : {
...
"WebServer":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ImageId" : { "Fn::FindInMap" : [ "AWSRegionArch2AMI", { "Ref" : "AWS::Region" },
{ "Fn::FindInMap" : [ "AWSInstanceType2Arch", { "Ref" :
"InstanceType" }, "Arch" ] } ] },
"InstanceType"
: { "Ref" : "InstanceType" },
"SecurityGroups" : [ {"Ref" : "WebServerSecurityGroup"} ],
"KeyName"
: { "Ref" : "KeyName" },
"UserData" : { "Fn::Base64" : { "Fn::Join" : ["", [
"#!/bin/bash -xe\n",
"yum update -y aws-cfn-bootstrap\n",
"/opt/aws/bin/cfn-init -v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 ",
"
--configsets wordpress_install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
},
...

"/opt/aws/bin/cfn-signal -e $?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
...
"WebServerSecurityGroup" : {
"Type" :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 "Enable HTTP access via port 80 locked down to the load balancer
+ SSH access",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 "tcp", "FromPort" : 80, "ToPort" : 80, "CidrIp" : "0.0.0.0/0"},
{"IpProtocol" : "tcp", "FromPort" : 22, "ToPort" : 22, "CidrIp" : { "Ref" :
"SSHLocation"}}
]
}
},
...
},

Example YAML
Resources:
...
WebServer: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FindInMap [AWSRegionArch2AMI, !Ref 'AWS::Region', !FindInMap
[AWSInstanceType2Arch, !Ref InstanceType, 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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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KeyName:
Ref: KeyName
SecurityGroups:
- Ref: WebServerSecurityGroup
UserData:
Fn::Base64: !Sub |
#!/bin/bash -xe
yum update -y aws-cfn-bootstrap
/opt/aws/bin/cfn-init -v --stack ${AWS::StackId} --resource WebServer -configsets wordpress_install --region ${AWS::Region}
/opt/aws/bin/cfn-signal -e $? --stack ${AWS::StackId} --resource WebServer -region ${AWS::Region}
...
...
WebServer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Enable HTTP access via port 80 locked down to the load balancer +
SSH access"
SecurityGroupIngress:
- CidrIp: 0.0.0.0/0
FromPort: 80
IpProtocol: tcp
ToPort: 80
- CidrIp: !Ref SSHLocation
FromPort: 22
IpProtocol: tcp
ToPort: 22
...

이전에 EC2 인스턴스를 만든 경우에는 해당 인스턴스의 구성을 결정하는 ImageId, InstanceType 및
KeyName과 같은 속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선언은 한 번에 모든 구성 설정을 지정할 수 있는 효율
적인 방법입니다. 템플릿에 리소스 선언을 삽입하면 스택을 생성하는 템플릿을 사용하여 선언된 모든 리소스
를 생성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템플릿을 사용하여 리소스의 동일한 구성을 시작하는 새 스택을 생성
합니다.
리소스 선언은 리소스의 논리적 이름을 지정하는 문자열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살펴볼 것처럼 논리적 이름은
템플릿 내에서 리소스를 참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섹션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할 때 템플릿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값을 선언합니다. 파라미터는 템플
릿 자체에 저장하지 않으려는 사용자 이름 및 암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지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
다. 또한 배포 중인 특정 애플리케이션 또는 구성에 고유할 수 있는 정보(예: 도메인 이름 또는 인스턴스 이
름)을 지정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단원의 후반부에서 WordPress 스택을 생성하면 템플릿에 선언된 파
라미터 세트가 스택 생성 마법사의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여기서 스택을 생성하기 전에 파라
미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라미터는 템플릿에서 EC2 인스턴스의 속성에 사용되는 값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mple JSON
"Parameters" : {
...
"KeyName": {
"Description" :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instances",
"Type": "AWS::EC2::KeyPair::KeyName",
"ConstraintDescription" : "must be the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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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Type" : {
"Description" : "WebServer EC2 instance type",
"Type" : "String",
"Default" : "t2.small",
"AllowedValues" : [ "t1.micro", "t2.nano", "t2.micro", "t2.small", "t2.medium",
"t2.large", "m1.small", "m1.medium", "m1.large", "m1.xlarge", "m2.xlarge", "m2.2xlarge",
"m2.4xlarge", "m3.medium", "m3.large", "m3.xlarge", "m3.2xlarge", "m4.large", "m4.xlarge",
"m4.2xlarge", "m4.4xlarge", "m4.10xlarge", "c1.medium", "c1.xlarge", "c3.large",
"c3.xlarge", "c3.2xlarge", "c3.4xlarge", "c3.8xlarge", "c4.large", "c4.xlarge",
"c4.2xlarge", "c4.4xlarge", "c4.8xlarge", "g2.2xlarge", "g2.8xlarge", "r3.large",
"r3.xlarge", "r3.2xlarge", "r3.4xlarge", "r3.8xlarge", "i2.xlarge", "i2.2xlarge",
"i2.4xlarge", "i2.8xlarge", "d2.xlarge", "d2.2xlarge", "d2.4xlarge", "d2.8xlarge",
"hi1.4xlarge", "hs1.8xlarge", "cr1.8xlarge", "cc2.8xlarge", "cg1.4xlarge"],
"ConstraintDescription" : "must be a valid EC2 instance type."
},
...

Example YAML
Parameters:
...
KeyName: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the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Description: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instances
Type: AWS::EC2::KeyPair::KeyName
InstanceType:
AllowedValues:
- t1.micro
- t2.nano
- t2.micro
- t2.small
- t2.medium
- t2.large
- m1.small
- m1.medium
- m1.large
- m1.xlarge
- m2.xlarge
- m2.2xlarge
- m2.4xlarge
- m3.medium
- m3.large
- m3.xlarge
- m3.2xlarge
- m4.large
- m4.xlarge
- m4.2xlarge
- m4.4xlarge
- m4.10xlarge
- c1.medium
- c1.xlarge
- c3.large
- c3.xlarge
- c3.2xlarge
- c3.4xlarge
- c3.8xlarge
- c4.large
- c4.xlarge
- c4.2xlarge
- c4.4xlarge
- c4.8xlarge
- g2.2xlarge
- g2.8xlarge
- r3.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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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3.xlarge
- r3.2xlarge
- r3.4xlarge
- r3.8xlarge
- i2.xlarge
- i2.2xlarge
- i2.4xlarge
- i2.8xlarge
- d2.xlarge
- d2.2xlarge
- d2.4xlarge
- d2.8xlarge
- hi1.4xlarge
- hs1.8xlarge
- cr1.8xlarge
- cc2.8xlarge
- cg1.4xlarge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EC2 instance type.
Default: t2.small
Description: WebServer EC2 instance type
Type: String

WebServer 리소스 선언에는 KeyName 파라미터로 지정된 KeyName 속성이 있습니다.

Example JSON
"WebServer" : {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
"KeyName" : { "Ref" : "KeyName" },
...
}
},

Example YAML
WebServer: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KeyName:
Ref: KeyName
...

중괄호에는 KeyName이 입력인 Ref (p. 6562) 함수에 대한 호출이 들어 있습니다. Ref 함수는 자신이 참조하
는 객체의 값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Ref 함수는 스택 생성 시 KeyName에 대해 지정된 값으로 KeyName 속
성을 설정합니다.
또한 Ref 함수는 리소스의 속성을 다른 리소스의 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소스 선언
WebServer에는 다음 속성 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mple JSON
"WebServer" : {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
...
"SecurityGroups" : [ {"Ref" : "WebServerSecurityGrou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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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YAML
WebServer: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SecurityGroups:
- Ref: WebServerSecurityGroup
...

SecurityGroups 속성은 EC2 보안 그룹의 목록을 가져옵니다. Ref 함수는 템플릿에서 보안 그룹의 논
리적 이름인 WebServerSecurityGroup의 입력을 포함하고, WebServerSecurityGroup 속성에
SecurityGroups의 이름을 추가합니다.
이 템플릿에는 매핑 섹션도 있습니다. 매핑을 사용하여 조회 테이블 문과 유사한 방식으로 평가되는 조건 값
을 선언합니다. 이 템플릿에서는 매핑을 사용하여 인스턴스 유형의 리전 및 아키텍처 유형에 올바른 Amazon
머신 이미지(AMI)를 선택합니다. [출력(Outputs)]은 스택 생성 후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 명령 및 CloudFormation 콘솔의 [출력(Outputs)] 탭을 통해 반환되는 사용자 지정 값을 정의합니다.
출력 값을 사용하여 스택 내 리소스의 정보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예: 템플릿에서 생성된 웹 사이트의 URL).
매핑, 출력 및 템플릿에 대한 기타 항목은 템플릿 기본 사항 알아보기 (p. 20) 단원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지금은 템플릿에 대해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럼, 스택 생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단계: 스택에 필요한 항목을 준비했는지 확인
템플릿에서 스택을 생성하기 전에 템플릿에 필요한 모든 종속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
다. 템플릿은 기존 AWS 리소스 및 템플릿 자체에서 선언된 리소스를 둘 다 사용하거나 참조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템플릿 내 리소스에 대한 참조를 확인하고 기존 리소스에 대한 참조도 확인해 이러한
리소스가 스택을 생성하려는 리전에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템플릿이 존재하지 않는 종속 리소스를 참조하
는 경우 스택 생성에 실패합니다.
WordPress 예제 템플릿에는 템플릿에서 선언된 Amazon EC2 인스턴스에 사용되는 키 페어를 지정하는 입
력 파라미터 KeyName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템플릿에서 스택을 생성하여 KeyName 파라미터
에 유효한 Amazon EC2 키 페어를 제공하는 사용자에게 종속됩니다. 유효한 키 페어 이름을 제공하면 스택
이 성공적으로 생성됩니다. 유효한 키 페어 이름을 제공하지 못하면 스택이 롤백됩니다.
스택을 생성하기 전에 유효한 Amazon EC2 키 페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키 페어 이름을 기록해 둡니다.
키 페어를 보려면 Amazon EC2 콘솔을 연 다음 탐색 창에서 [키 페어(Key Pairs)]를 선택합니다.

Note
Amazon EC2 키 페어가 없는 경우 스택을 생성하는 리전과 동일한 리전에서 키 페어를 생성해야
합니다. 키 페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
서의 SSH 키 페어 가져오기를 참조하세요.
이제 유효한 키 페어가 있으므로 WordPress 템플릿을 사용해 스택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3단계: 스택 생성
앞서 언급한 WordPress-1.0.0 파일을 기반으로 스택을 생성합니다. 이 템플릿에는 EC2 인스턴스와 같은 여
러 AWS 리소스가 들어 있습니다.

WordPress 스택을 생성하려면
1.
2.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다음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새 CloudFormation 계정인 경우 [새 스택 생성(Create New Stack)]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스
택 생성을 선택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1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4단계: 스택 생성 진행 상황 모니터링

3.

[템플릿(Template)] 섹션에서 [Amazon S3 템플릿 URL 지정(Specify an Amazon S3 Template URL)]을
선택해 샘플 WordPress 템플릿의 URL을 입력하거나 붙여 넣은 후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https://s3.us-west-2.amazonaws.com/cloudformation-templates-us-west-2/
WordPress_Single_Instance.template

Note
S3 버킷에 저장된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은 스택을 생성하는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어
야 하며 생성 중인 스택과 동일한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us-east-2 리전에 S3 버킷이
있다면 해당 스택도 us-east-2에 생성해야 합니다.
4.

세부 정보 지정 섹션의 이름 필드에 스택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예에서는 MyWPTestStack를 +사용합
니다. 스택 이름에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5.

파라미터 지정 페이지에 템플릿의 파라미터 섹션에서 가져온 파라미터가 보입니다. DBUser,
DBPassword, DBRootPassword 및 KeyName을 포함하여 기본값이 없는 모든 파라미터에 값을 제공해
야 합니다. KeyName 필드에 스택을 생성하는 리전과 동일한 리전에 있는 유효한 Amazon EC2 페어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Next]를 선택합니다.

6.
7.
8.

이 시나리오에서는 어떠한 태그도 추가하지 않습니다. [Next]를 선택합니다. 태그(키-값 페어임)는 스택
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스택에 태그 추가를 참조하세요.
스택에 대한 정보를 검토합니다. 설정에 만족하면 [생성(Create)]을 선택합니다.

스택이 생성될 때까지 몇 분 가량 소요될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답답할 것입니다. 따라
서 스택 생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4단계: 스택 생성 진행 상황 모니터링
[스택 생성(Create Stack)] 마법사를 완료하면 CloudFormation에서는 템플릿에 지정된 리소스를 생성하기 시
작합니다. CloudFormation 콘솔의 윗부분에 있는 목록에 새로운 스택 MyWPTestStack이 나타납니다. 이 스
택의 상태는 CREATE_IN_PROGRESS여야 합니다. 스택의 이벤트를 보고 스택에 대한 자세한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스택에 대한 이벤트를 보려면
1.

CloudFormation 콘솔의 목록에서 스택 MyWPTestStack을 선택합니다.

2.

스택 세부 정보 창에서 [이벤트(Events)] 탭을 선택합니다.
콘솔은 60초마다 최신 이벤트로 이벤트 목록을 자동으로 새로 고칩니다.

이벤트 탭에는 스택을 생성하는 각 주요 단계가 각 이벤트의 시간 순으로 정렬되어 표시됩니다. 즉, 최신 이
벤트가 맨 위에 표시됩니다.
(이벤트 목록의 맨 아래 있는) 첫 번째 이벤트가 스택 생성 프로세스의 시작입니다.
2013-04-24 18:54 UTC-7 CREATE_IN_PROGRESS AWS::CloudFormation::Stack
MyWPTestStack User initiated
다음은 각 리소스의 생성 시작 및 완료를 표시하는 이벤트입니다. 예를 들어, EC2 인스턴스가 생성되면 다음
항목이 나타납니다.
2013-04-24 18:59 UTC-7 CREATE_COMPLETE AWS::EC2::Instance...
2013-04-24 18:54 UTC-7 CREATE_IN_PROGRESS AWS::EC2::Instance...
CREATE_IN_PROGRESS 이벤트는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 생성이 시작되었다고 보고할 때 로깅됩니다.
CREATE_COMPLETE 이벤트는 리소스를 성공적으로 생성한 경우에 로깅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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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ormation에서 스택을 성공적으로 생성하면 [이벤트(Events)] 탭 맨 위에 다음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2013-04-24 19:17 UTC-7 CREATE_COMPLETE AWS::CloudFormation::Stack MyWPTestStack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를 생성할 수 없는 경우 CREATE_FAILED 이벤트를 보고하고 기본적으로 스택
을 롤백한 다음 생성된 리소스를 모두 삭제합니다. 상태 사유 열에는 실패를 일으키는 문제가 표시됩니다.

5단계: 스택 리소스 사용
MyWPTestStack 스택의 상태가 CREATE_COMPLETE이면 CloudFormation에서 스택 생성을 완료한 것이므
로 해당 스택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 WordPress 스택은 WordPress 웹 사이트를 생성합니다. WordPress 설치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WordPress 설치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WordPress 설치를 완료하려면
1.

[출력(Outputs)] 탭의 [WebsiteURL] 행에서 [값(Value)] 열에 있는 링크를 선택합니다.
WebsiteURL 출력 값은 이 스택으로 생성한 WordPress 웹 사이트에 대한 설치 스크립트의 URL입니다.

2.

WordPress 설치 웹 페이지에서 화면에 표시되는 지침에 따라 WordPress 설치를 완료합니다.
WordPress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ordpress.org/support/article/how-to-install-wordpress/를
참조하세요.
설치를 완료한 다음 로그인하면 대시보드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WordPress 블로그에 대한 추가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생성한 블로그에 게시물
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정리
CloudFormation 시작하기 작업을 마쳤습니다. 불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려면 스택
및 리소스를 삭제하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택 및 스택의 리소스를 삭제하려면
1.
2.
3.

CloudFormation 콘솔에서 MyWPTestStack 스택을 선택합니다.
[Delete Stack]을 선택합니다.
나타나는 확인 메시지에서 [예, 삭제합니다.(Yes, Delete)]를 선택합니다.

MyWPTestStack의 상태를 DELETE_IN_PROGRESS로 변경합니다. 스택 생성을 모니터링했던 것과 같은 방
법으로 이벤트 탭을 사용하여 삭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에서 스택 삭제를 완료하면
목록에서 해당 스택이 제거됩니다.
축하합니다! 성공적으로 템플릿을 선택하고, 스택을 생성하고, 스택의 리소스를 보고 사용하고, 스택과 스택
의 리소스를 삭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 WordPress 블로그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템플릿은 AWS CloudFormation 샘플 템플릿 라이브러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쉽게 기존 템플릿을 수정하거나 고유한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도록 템플릿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차례
입니다. 템플릿 기본 사항 알아보기 (p. 20)

템플릿 기본 사항 알아보기
주제
•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이란 무엇인가요?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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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s: Hello Bucket! (p. 21)
•
•
•
•
•

리소스 속성과 여러 리소스를 함께 사용 (p. 22)
입력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입력 수신 (p. 27)
매핑을 사용하여 조건 값 지정 (p. 29)
구성된 값과 출력 값 (p. 31)
다음 단계 (p. 34)

시작하기 (p. 13)에서는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템플릿에 선언된 리소스
와 이들 리소스를 스택의 리소스로 매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입력 파라미터와 템플릿에서 스택
생성 시 이러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특정 값을 전달하는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리소스와
파라미터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성 요소를 함께 사용하여 원하는 AWS 리소스
를 생성하는 템플릿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템플릿의 다양한 구성 요소도 살펴보겠습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이란 무엇인가요?
템플릿이란 스택을 구성하는 AWS 리소스를 선언한 것입니다. 템플릿은 JavaScript Object Notation(JSON)
또는 YAML 표준을 준수하는 형식의 텍스트 파일로 저장됩니다. 템플릿은 텍스트 파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텍
스트 편집기에서 작성 및 편집하고 소스 코드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소스 제어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
다. 템플릿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형식 (p. 24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생성 및 구성할 AWS 리소스를 템플릿에서 선언합니다. 객체를 이름-값 페어 또는 이름과 포함된 자식 객체
세트 페어로 선언합니다. 구문은 사용하는 형식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 구조 (p. 246)를 참
조하세요. 필요한 최상위 객체는 Resources 객체뿐이며, 하나 이상의 리소스를 선언해야 합니다. Resources
객체만을 포함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템플릿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템플릿에는 단일 리소스 선언만 들
어 있습니다.

Resources: Hello Bucket!
Resources 객체에는 리소스 객체 목록이 포함됩니다. 리소스 선언에는 리소스의 속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속성은 자식 객체로 자체 선언됩니다. 리소스에는 Type 속성이 지정되어야 하며, 이 속성은 생성할 AWS 리
소스의 종류를 정의합니다. Type 속성은 특수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AWS::ProductIdentifier::ResourceType

예를 들면 Amazon S3 버킷의 리소스 유형은 AWS::S3::Bucket입니다. 전체 리소스 유형 목록은 템플릿 참
조 (p. 72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템플릿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템플릿은 HelloBucket 이름을 사용하여 AWS::S3::Bucket: 형식의
단일 리소스를 선언합니다.

JSON
{

}

"Resources" : {
"HelloBucket" : {
"Type" : "AWS::S3::Bucket"
}
}

YAML
Resources:
Hello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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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S3::Bucket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할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Amazon S3 버킷을 생성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기본 설정을 사용하여 버킷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버킷을 간단히 생성할 수 있습니
다. Amazon EC2 Auto Scaling 그룹이나 EC2 인스턴스 같은 기타 리소스의 경우 CloudFormation은(는) 추가
정보를 요구합니다. 리소스 선언에서는 Properties 속성을 사용하여 리소스 생성을 위한 정보를 지정합니
다.
리소스 유형에 따라, AWS::EC2::Instance 리소스의 경우 ImageId 등 일부 속성은 필수 속성이고 그 밖
의 속성은 선택적 속성입니다. AWS::S3::Bucket 리소스의 AccessControl 등 일부 속성에는 기본값
이 있으므로, 이러한 속성에는 선택적으로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속성은 필수는 아니지만,
AWS::S3::Bucket 리소스의 WebsiteConfiguration 속성과 같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속성에 대한 값은 반드시 지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지정하면 됩니다. 위의 예제에서
AWS::S3::Bucket 리소스에는 선택적 속성만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에게는 선택적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
므로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Properties 속성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각 리소스 유형에 대한 속성을 보려면 AWS 리소스 및 속성 유형 참조 (p. 721) 단원의 주제를 참조하십시
오.

리소스 속성과 여러 리소스를 함께 사용
일반적으로 리소스 속성은 단순 문자열 값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 템플릿은 버킷의 AccessControl 속성에 대
해 미리 준비된 ACL(PublicRead)을 지정합니다.

JSON
{

}

"Resources" : {
"HelloBucket" : {
"Type" : "AWS::S3::Bucket",
"Properties" : {
"AccessControl" : "PublicRead"
}
}
}

YAML
Resources:
Hello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PublicRead

일부 리소스에는 여러 속성을 지정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일부 속성에는 하나 이상의 하위 속성을 지정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WS::S3::Bucket 리소스에는 AccessControl 속성과 WebsiteConfiguration 속성이라
는 두 가지 속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WebsiteConfiguration 속성에는 IndexDocument 및 ErrorDocument라
는 두 가지 하위 속성이 있습니다. 다음 템플릿은 추가 속성이 지정된 원래 버킷 리소스를 표시합니다.

JSON
{

"Resources" : {
"HelloBucket" : {
"Type" : "AWS::S3::Bucket",
"Proper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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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ccessControl" : "PublicRead",
"WebsiteConfiguration" : {
"IndexDocument" : "index.html",
"ErrorDocument" : "error.html"
}

YAML
Resources:
Hello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PublicRead
WebsiteConfiguration:
IndexDocument: index.html
ErrorDocument: error.html

템플릿 및 CloudFormation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함께 작동하는 리소스 세트를 만들어서 애플리케이
션이나 솔루션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템플릿 내 리소스에 사용되는 이름은 논리적 이름입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리소스 생성 시 논리적 이름, 스택 이름 및 고유 ID의 조합에 기초한 물리적 이름을 생
성합니다.
다른 리소스의 이름이나 속성에 기초하여 한 리소스에 대한 속성을 설정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예
를 들면 S3 버킷이 지원하는 CloudFront 배포 또는 EC2 보안 그룹을 사용하는 EC2 인스턴스와 이러한 모든
리소스를 동일한 템플릿 안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에는 다른 리소스와 관련 속성을 참조하
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Ref 함수 (p. 6562)를 사용하여 리소스의 식별 속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 속성은 리소스의 물리적 이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AWS::EC2::EIP 리소스용 IP 주소
나 Amazon SNS 주제에 대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 등 식별자일 수도 있습니다. Ref 함수에서 반환되
는 값 목록은 Ref 함수 (p. 6562)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템플릿에는 AWS::EC2::Instance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리소스의 SecurityGroups 속성은 Ref 함수를 호출하여 AWS::EC2::SecurityGroup 리소스
InstanceSecurityGroup을 참조합니다.

JSON
{

"Resources": {
"Ec2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
"SecurityGroups": [
{
"Ref": "InstanceSecurityGroup"
}
],
"KeyName": "mykey",
"ImageId": ""
}
},
"Instance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Enable SSH access via port 22",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tcp",
"FromPor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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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ToPort": 22,
"CidrIp": "0.0.0.0/0"

YAML
Resources: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SecurityGroups:
- !Ref InstanceSecurityGroup
KeyName: mykey
ImageId: ''
Instance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Enable SSH access via port 22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0.0.0.0/0

SecurityGroups 속성은 보안 그룹 목록이며, 이전 예제에서는 이 목록에 항목이 하나만 들어 있었습니다. 다
음 템플릿에는 SecurityGroups 속성 목록에 추가 항목이 있습니다.

JSON
{

"Resources": {
"Ec2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
"SecurityGroups": [
{
"Ref": "InstanceSecurityGroup"
},
"MyExistingSecurityGroup"
],
"KeyName": "mykey",
"ImageId": "ami-7a11e213"
}
},
"Instance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Enable SSH access via port 22",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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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Resources: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SecurityGroups:
- !Ref InstanceSecurityGroup
- MyExistingSecurityGroup
KeyName: mykey
ImageId: ami-7a11e213
Instance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Enable SSH access via port 22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0.0.0.0/0

MyExistingSecurityGroup은 템플릿에 선언된 보안 그룹 대신에 기존 EC2 보안 그룹을 참조하는 문자열입니
다. 리터럴 문자열을 사용하여 기존 AWS 리소스를 참조합니다.
위의 예제에서 AWS::EC2::Instance의 KeyName 속성은 리터럴 문자열 mykey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
mykey를 포함하는 키 페어가 스택을 생성 중인 리전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키 페어가 존재하지
않아서 스택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키 페어는 스택을 생성 중인 리전마다 다르거나, 다른 사람과 템
플릿을 공유하여 그들의 AWS 계정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입력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스택 생성 시 키 페어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f 함수는 스택 생성 시 지정되는 입력 파라미터를 참조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템플릿은 KeyName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Parameters 객체를 추가합니다. KeyName
파라미터는 AWS::EC2::Instance 리소스의 KeyName 속성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라미터 유형은
AWS::EC2::KeyPair::KeyName으로, 사용자가 스택을 생성 중인 리전과 자신의 계정에서 유효한 키 페
어 이름을 지정하는지 확인합니다.

JSON
{

"Parameters": {
"KeyName": {
"Description": "The EC2 Key Pair to allow SSH access to the instance",
"Type": "AWS::EC2::KeyPair::KeyName"
}
},
"Resources": {
"Ec2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
"SecurityGroups": [
{
"Ref": "InstanceSecurityGroup"
},
"MyExistingSecurityGroup"
],
"KeyName": {
"Ref": "Key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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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ageId": "ami-7a11e213"
}
},
"Instance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Enable SSH access via port 22",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0.0.0.0/0"
}
]
}
}

YAML
Parameters:
KeyName:
Description: The EC2 Key Pair to allow SSH access to the instance
Type: 'AWS::EC2::KeyPair::KeyName'
Resources: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SecurityGroups:
- !Ref InstanceSecurityGroup
- MyExistingSecurityGroup
KeyName: !Ref KeyName
ImageId: ami-7a11e213
Instance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Enable SSH access via port 22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0.0.0.0/0

Ref 함수는 리소스에 대해 반환되는 파라미터나 값이 정확히 원하는 값인 경우에 유용하지만, 리소스의 다른
속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3 오리진을 사용하여 CloudFront 배포를 생성하려는 경우 DNS 스
타일 주소를 사용하여 버킷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일부 리소스에는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값이 지정
되는 추가 속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가져오려면 Fn::GetAtt (p. 6542) 함수를 사용합니다. 다음 템플
릿은 Fn::GetAtt 함수를 사용하여 버킷의 DomainName 속성을 가져옴으로써 S3 버킷 리소스의 DNS 이름을
지정하는 CloudFront 배포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JSON
{

"Resources": {
"myBucket": {
"Type": "AWS::S3::Bucket"
},
"myDistribution": {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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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perties": {
"DistributionConfig": {
"Origins": [
{
"DomainName": {
"Fn::GetAtt": [
"myBucket",
"DomainName"
]
},
"Id": "myS3Origin",
"S3OriginConfig": {}
}
],
"Enabled": "true",
"DefaultCacheBehavior": {
"TargetOriginId": "myS3Origin",
"ForwardedValues": {
"QueryString": "false"
},
"ViewerProtocolPolicy": "allow-all"
}
}
}

YAML
Resources:
myBucket:
Type: 'AWS::S3::Bucket'
my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Origins:
- DomainName: !GetAtt
- myBucket
- DomainName
Id: myS3Origin
S3OriginConfig: {}
Enabled: 'true'
DefaultCacheBehavior:
TargetOriginId: myS3Origin
ForwardedValues:
QueryString: 'false'
ViewerProtocolPolicy: allow-all

Fn::GetAtt 함수는 두 개 파라미터, 리소스의 논리적 이름, 그리고 검색할 속성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리소스
에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속성 목록은 Fn::GetAtt (p. 6542)를 참조하십시오. Fn::GetAtt 함수는 두 파라미터를
어레이 형태로 나열합니다. 여러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함수의 경우 어레이를 사용하여 파라미터를 지정합니
다.

입력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입력 수신
지금까지는 리소스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템플릿 내에서 리소스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 살펴보았습니
다. 입력 파라미터를 참조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입력 파라미터를 자체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파라미터 선언과 사용자 입력을 제한하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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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는 템플릿의 Parameters 객체에서 선언합니다. 파라미터에는 해당 값과 값에 대한 구속 조건을
정의하는 속성 목록이 포함됩니다. 유일한 필수 속성은 Type으로, String, Number 또는 AWS 특정 유형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지정해야 하는 값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는 Description 속성을 추가할 수
도 있습니다. 파라미터의 이름과 설명은 사용자가 [Create Stack] 마법사에서 템플릿을 사용할 때 [Specify
Parameters]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다음 템플릿 조각은 위의 [Specify Parameters] 페이지에 사용된 파라미터를 선언하는 Parameters 객체입니
다.

JSON
"Parameters": {
"KeyName": {
"Description" :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into the
WordPress web server",
"Type": "AWS::EC2::KeyPair::KeyName"
},
"WordPressUser": {
"Default": "admin",
"NoEcho": "true",
"Description" : "The WordPress database admin account user name",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16",
"AllowedPattern" : "[a-zA-Z][a-zA-Z0-9]*"
},
"WebServerPort": {
"Default": "8888",
"Description" : "TCP/IP port for the WordPress web server",
"Type": "Number",
"MinValue": "1",
"MaxValue": "65535"
}
}

YAML
Parameters:
KeyName:
Description: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into the WordPress
web server
Type: AWS::EC2::KeyPair::KeyName
WordPressUser:
Default: admin
NoEcho: true
Description: The WordPress database admin account user name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16
AllowedPattern: "[a-zA-Z][a-zA-Z0-9]*"
WebServerPort:
Default: 8888
Description: TCP/IP port for the WordPress web server
Type: Number
MinValue: 1
MaxValue: 65535

기본값이 있는 파라미터의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사용자가 다른 값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이 사
용됩니다. 기본 속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파라미터에 대해 값을 지정해야 하지만, 사용자가
값을 입력한다고 해서 값이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파라미터 값을 검증하려는 경우 제약을 선언하거
나 AWS 특정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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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ame 파라미터에는 Default 속성이 없지만 다른 파라미터에는 있습니다. WordPressUser 파라미터
에는 Default: admin 속성이 없지만 KeyName 파라미터에는 있습니다. 사용자는 스택 생성 시 키 이름 값
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하지 않을 경우 CloudFormation에서 스택을 생성할 수 없으며 예외(Parameters:
[KeyName] must have values)가 발생합니다.
AWS 특정 파라미터 유형의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사용자가 스택 리소스를 생성하기 전에 사용자
가 스택을 생성 중인 리전과 사용자의 AWS 계정에서 기존 값과 대조하여 입력 값을 검증합니다. 동일한
템플릿에서 KeyName 파라미터는 AWS::EC2::KeyPair::KeyName의 AWS 특정 파라미터 유형입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사용자가 스택 생성 전에 유효한 EC2 키 페어 이름을 지정하는지 확인합니다. AWS
특정 유형의 또 한 가지 예는 AWS::EC2::VPC::Id이며 사용자는 유효한 VPC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선행
검증에 더해 AWS 콘솔은 사용자가 [스택 생성(Create Stack)] 마법사를 사용할 때 유효한 EC2 키 페어 이름
이나 VPC ID 같은 AWS 특정 파라미터 유형에 대한 유효 값의 드롭다운 목록을 표시합니다.
String 유형의 경우 MinLength, MaxLength, Default, AllowedValues 및 AllowedPattern 속성을
사용하여 제약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제에서 WordPressUser 파라미터에는 세 가지 제약으로, 파
라미터 값 길이는 1 ~ 16자여야 하며(MinLength, MaxLength), 문자로 시작하고 그 뒤에 문자와 숫자의 조
합(AllowedPattern)이 이어져야 합니다.
Number 유형의 경우 MinValue, MaxValue, Default 및 AllowedValues 제약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숫
자는 정수 또는 부동 소수점 값일 수 있습니다. 위의 예제에서 WebServerPort 파라미터는 1에서 65535 사
이(포함)의 정수여야 합니다(MinValue, MaxValue).
이 섹션 앞부분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템플릿에 자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을 암호나 사용자 이름 같은 중
요 또는 구현 관련 데이터를 지정하기에 파라미터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NoEcho 속성
을 true로 설정한 경우, 아래 지정된 위치에 저장된 정보를 제외하고 CloudFormation은 스택 또는 스택 이
벤트를 설명하는 모든 호출에 대해 별표(*****)로 마스킹 처리된 파라미터 값을 반환합니다. 위의 예제에서
WordPressUser 파라미터 값은 스택 설정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표시되지 않으며, 해당 값이 별표로 반환
됩니다.

Important
NoEcho 속성을 사용해도 다음에 저장된 정보는 마스킹되지 않습니다.
• Metadata 템플릿 섹션입니다. CloudFormation은 Metadata 섹션에 포함된 정보를 변환,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십시오.
• Outputs 템플릿 섹션. 자세한 내용은 출력을 참조하십시오.
• 리소스 정의의 Metadata 속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타데이터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암호나 보안 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Important
AWS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스토어 또는 AWS Secrets Manager와 같이 CloudFormation 외
부에서 저장 및 관리되는 민감한 정보를 참조하려면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직접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대신 스택 템플릿에 있는 동적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을 참조하십시오.

매핑을 사용하여 조건 값 지정
파라미터는 사용자가 스택 리소스의 속성에서 사용해야 할 고유하거나 중요한 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리전에 따라 설정이 달라지거나 다른 조건 또는 종속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이해하
기에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보다 간단한 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또는 전혀 지정할 필요가 없도록( 템플릿에 자체적으로 논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앞의 예제에
서는 EC2 인스턴스의 ImageId 속성에 대한 AMI ID를 하드코딩했습니다. 이 설정은 원하는 AMI를 표현하는
미국 동부 리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다른 리전에서 스택을 구성하려고 하면 잘못
된 AMI를 받거나 AMI를 아예 받지 못합니다. AMI ID가 리전마다 고유하여 다른 리전의 동일 AMI ID는 AMI를
나타내지 않거나 전혀 다른 AMI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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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조건부 입력(이 예제에서는 스택이 생성되는 리전)에 따라 올바른 AMI ID를 지정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템플릿 기능 두 가지가 있으며, 각각 Mappings 객체와 AWS::Region
가상 파라미터입니다.
CloudFormation 가상 파라미터는 AWS::Region에서 스택이 생성되는 리전으로 확인되는 값입니다. 가상
파라미터는 스택 생성 시 CloudFormation에서 확인됩니다. 매핑을 사용하면 다른 값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서 입력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witch 문과 마찬가지로, 매핑은 값 세트 하나를 다른 세트와 연결합니다.
AWS::Region 파라미터와 매핑을 함께 사용하면 리전에 해당하는 AMI ID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템플
릿에는 AMI ID를 해당 리전으로 매핑하는 데 사용되는 RegionMap이라는 매핑이 지정된 Mappings 객체가
들어 있습니다.

JSON
{

"Parameters": {
"KeyName": {
"Description":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instance",
"Type": "String"
}
},
"Mappings": {
"RegionMap": {
"us-east-1": {
"AMI": "ami-76f0061f"
},
"us-west-1": {
"AMI": "ami-655a0a20"
},
"eu-west-1": {
"AMI": "ami-7fd4e10b"
},
"ap-southeast-1": {
"AMI": "ami-72621c20"
},
"ap-northeast-1": {
"AMI": "ami-8e08a38f"
}
}
},
"Resources": {
"Ec2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
"KeyName": {
"Ref": "KeyName"
},
"ImageId": {
"Fn::FindInMap": [
"RegionMap",
{
"Ref": "AWS::Region"
},
"AMI"
]
},
"UserData": {
"Fn::Base64": "8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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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Parameters:
KeyName:
Description: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instance
Type: String
Mappings:
RegionMap:
us-east-1:
AMI: ami-76f0061f
us-west-1:
AMI: ami-655a0a20
eu-west-1:
AMI: ami-7fd4e10b
ap-southeast-1:
AMI: ami-72621c20
ap-northeast-1:
AMI: ami-8e08a38f
Resources: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KeyName: !Ref KeyName
ImageId: !FindInMap
- RegionMap
- !Ref 'AWS::Region'
- AMI
UserData: !Base64 '80'

RegionMap에서 각 리전은 이름-값 페어로 매핑됩니다. 이름-값 페어는 레이블과, 매핑할 값입
니다. RegionMap에서 AMI는 레이블이며 AMI ID는 값입니다. 맵을 사용하여 값을 반환하려면
Fn::FindInMap (p. 6540) 함수를 사용하여 맵의 이름, 매핑된 값을 찾는 데 사용되는 값, 그리고 반환할 매핑
된 값의 레이블을 전달합니다. 위의 예제에서 리소스 Ec2Instance의 ImageId 속성은 Fn::FindInMap 함수를
사용하여 RegionMap을 사용할 맵으로, AWS::Region을 매핑할 소스 입력 값으로, 그리고 AMI를 매핑할 값
을 식별할 레이블로 지정하여 값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 템플릿이 미국 서부(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리
전에서 스택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 경우 ImageId은(는) ami-655a0a20(으)로 설정됩니다.

Tip
AWS::Region 가상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스택이 생성되는 리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AWS::EC2::Instanc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및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같은 일부 리소스에는 가용 영역을 지정하는 속성이 있
습니다. Fn::GetAZs 함수 (p. 6545)를 사용하여 리전에서 모든 가용 영역의 목록을 가져올 수 있습
니다.

구성된 값과 출력 값
파라미터와 매핑은 스택 생성 시간에 특정 값을 전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파라미터의
값이나 기타 리소스 속성이 필요한 값의 일부일 뿐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ordPress 템
플릿의 다음 조각에서 Fn::Join 함수는 필요한 값을 만들기 위해 WebServerPort 파라미터를 다른 리터럴
문자열과 연결하여 ElasticLoadBalancer 리소스에 대한 HealthCheck 속성의 Target 하위 속성을 구
성합니다.

JSON
{

"Resources": {
"ElasticLoadBalanc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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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perties": {
"AvailabilityZones": {
"Fn::GetAZs": ""
},
"Instances": [
{
"Ref": "Ec2Instance1"
},
{
"Ref": "Ec2Instance2"
}
],
"Listeners": [
{
"LoadBalancerPort": "80",
"InstancePort": {
"Ref": "WebServerPort"
},
"Protocol": "HTTP"
}
],
"HealthCheck": {
"Target": {
"Fn::Join": [
"",
[
"HTTP:",
{
"Ref": "WebServerPort"
},
"/"
]
]
},
"HealthyThreshold": "3",
"UnhealthyThreshold": "5",
"Interval": "30",
"Timeout": "5"
}
}

YAML
Resources:
Elastic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AvailabilityZones: !GetAZs ''
Instances:
- !Ref Ec2Instance1
- !Ref Ec2Instance2
Listeners:
- LoadBalancerPort: '80'
InstancePort: !Ref WebServerPort
Protocol: HTTP
HealthCheck:
Target: !Join
- ''
- - 'HTTP:'
- !Ref WebServerPo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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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Threshold: '3'
UnhealthyThreshold: '5'
Interval: '30'
Timeout: '5'

Fn::Join 함수는 연결할 값을 구분하는 구분 기호와 표시될 순서대로 나열된 값 어레이, 이렇게 두 파라미터
를 사용합니다. 위의 예제에서 Fn::Join 함수는 빈 문자열을 구분 기호로 지정하고 HTTP:를 WebServerPort
파라미터로, / 문자를 연결할 값으로 지정합니다. WebServerPort의 값이 8888인 경우 Target 속성은 다음 값
으로 설정됩니다.
HTTP:8888/

Fn::Join 함수는 스택의 출력 값을 선언할 때도 유용합니다. 템플릿의 Outputs 객체에는 스택이 생성된 후 사
용 가능하도록 설정할 값에 대한 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력은 리소스 또는 입력 파라미터에 대한 중요
한 정보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WordPress 템플릿에서 다음 Outputs 객체를 선언
합니다.

JSON
"Outputs": {
"InstallURL": {
"Value": {
"Fn::Join": [
"",
[
"http://",
{
"Fn::GetAtt": [
"ElasticLoadBalancer",
"DNSName"
]
},
"/wp-admin/install.php"
]
]
},
"Description": "Installation URL of the WordPress website"
},
"WebsiteURL": {
"Value": {
"Fn::Join": [
"",
[
"http://",
{
"Fn::GetAtt": [
"ElasticLoadBalancer",
"DNSName"
]
}
]
]
}
}
}

YAML
Outputs:

API 버전 2010-05-15
3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다음 단계
InstallURL:
Value: !Join
- ''
- - 'http://'
- !GetAtt
- ElasticLoadBalancer
- DNSName
- /wp-admin/install.php
Description: Installation URL of the WordPress website
WebsiteURL:
Value: !Join
- ''
- - 'http://'
- !GetAtt
- ElasticLoadBalancer
- DNSName

각 출력 값에는 이름, 출력 값으로 반환된 값의 선언을 포함하는 Value 속성, 그리고 값에 대한 설명(선택 사
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 예제에서 InstallURL은 Fn::Join 함수 호출에 의해 반환되는 문자열로, http://,
ElasticLoadBalancer 리소스의 DNS 이름, 그리고 /wp-admin/install.php가 연결됩니다. 출력 값은 다음과 비
슷합니다.
http://mywptests-elasticl-1gb51l6sl8y5v-206169572.us-east-2.elb.amazonaws.com/wp-admin/
install.php

Get Started 자습서에서는 이 링크를 사용하여 우리가 생성한 WordPress 블록의 설치 페이지로 편리하게 이
동했습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 생성이 완료된 후 출력 값을 생성합니다. CloudFormation 콘솔의
출력 탭이나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 명령을 사용하여 출력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조금 전에는 템플릿의 기본적인 부분과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템플릿에 대
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 리소스 및 해당 속성 선언입니다.
• Ref 함수를 사용한 다른 리소스 참조와 Fn::GetAtt 함수를 사용한 리소스 속성을 참조합니다.
•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스택 생성 시 값을 지정하도록 허용하고 제약을 사용하여 파라미터 입력을
확인하도록 허용합니다.
• 매핑을 사용하여 조건 값을 결정합니다.
• Fn::Join 함수를 사용하여 파라미터, 리소스 속성 및 기타 문자열에 기초한 값을 구성합니다.
• 출력 값을 사용하여 스택의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과 Description이라는 템플릿의 최상위 객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살펴보
지 않았습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은 단순히 템플릿 형식의 버전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CloudFormation에서 최신 버전이 사용됩니다.
Description은 유효한 JSON 또는 YAML 문자열입니다. 이 설명은 [Create Stack] 마법사의 Specify
Parameters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맷 버전 (p. 249) 및 설명 (p. 249)을(를) 참조하세요.
물론, 더 전문적인 템플릿과 스택 기능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몇 가지 중요 항목입니다.
리소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속성:
• DependsOn 속성 (p. 6500)을 사용하면 한 리소스 다음에 다른 리소스 하나를 생성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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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etionPolicy 속성 (p. 6498)을 사용하면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 삭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Metadata (p. 6505) 속성을 사용하면 리소스와 함께 구조화된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CloudFormation::Stack을 사용하면 다른 스택을 템플릿 내에서 리소스로 중첩할 수 있습니다.

연습: 스택 업데이트
AWS CloudFormation에서는 기존 스택의 리소스 속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CloudWatch 경보의 경보 임계값 업데이트 같은 단순 구성 변경부터,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 중인
Amazon Machine Image(AMI) 업데이트 같은 복잡한 변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템플릿에 포함된 여러
AWS 리소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다른 리소스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실행 중인 스택의 간단한 업데이트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에 버
전 제어를 사용하듯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AWS 인프라 구성에 버전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
니다. 다음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초기 스택 생성 (p. 42)— 기본 Amazon Linux AMI를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하고, AWS CloudFormation
헬퍼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Apache Web Server 및 간단한 PHP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p. 42) —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파일 중 하나를 업데이
트하고 소프트웨어를 배포합니다.
3. 인스턴스 유형 업데이트 (p. 45) - 기존 Amazon EC2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유형을 변경합니다.
4.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AMI 업데이트 (p. 47) - 스택에서 Amazon EC2 인스턴스용 Amazon 머신
이미지(AMI)를 변경합니다.
5. 인스턴스에 키 페어 추가 (p. 48) — Amazon EC2 키 페어를 인스턴스에 추가한 다음, 인스턴스에 대한
SSH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보안 그룹을 업데이트합니다.
6. 스택의 리소스 변경 (p. 49) - 스택에서 리소스를 추가 및 제거하고, 템플릿을 업데이트하여 이러한 스
택을 자동 조정 및 로드 밸런싱된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환합니다.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이 단원의 나머지 내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택을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템플릿 하나를
제공했으며, 이 템플릿은 Apache Web Server에 호스팅되고 Amazon Linux AMI에서 실행 중인 단일 인스턴
스 PHP 웹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합니다.
Apache Web Server, PHP 및 간단한 PHP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Amazon Linux AMI에 설치되는
CloudFormation 헬퍼 스크립트를 통해 모두 설치됩니다. 다음 템플릿 코드 조각에서는 설치할 패키지와 파
일(여기서는 Amazon Linux AMI용 Yum 리포지토리의 Apache Web Server 및 PHP 인프라)을 설명하는 메타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이 코드 조각에서는 Apache Web Server가 실행 중임을 보장하는 Services 섹션도 보
여줍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 정의의 Properties 섹션에서 UserData 속성에는 cfn-init를 호출하여 패키
지 및 파일을 설치하는 CloudInit 스크립트가 들어 있습니다.

"WebServerInstance": {
"Type" : "AWS::EC2::Instance",
"Metadata" : {
"AWS::CloudFormation::Init" : {
"config" : {
"packages" : {
"yum" : {
"httpd"
: [],
"ph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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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es" : {
"/var/www/html/index.php" : {
"content" : { "Fn::Join" : ["", [
"<?php\n",
"echo '<h1>AWS CloudFormation sample PHP application</h1>';\n",
"echo '<p>", { "Ref" : "WelcomeMessage" }, "</p>';\n",
"?>\n"
]]},
"mode"
: "000644",
"owner"
: "apache",
"group"
: "apache"
},

},
:

}
},

}

"services" : {
"sysvinit" : {
"httpd"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 "true" }
}
}

"Properties": {
:
"UserData"
: { "Fn::Base64" : { "Fn::Join" : ["", [
"#!/bin/bash\n",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n",
:

}

"# Install the files and packages from the metadata\n",
"/opt/aws/bin/cfn-init -v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Instance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
]]}}

},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전체가 템플릿 안에 정의되어 있는 "Hello, World" 예제입니다. 실제 애플리케이션
의 경우, 파일이 Amazon S3, GitHub 또는 다른 리포지토리에 저장되어 템플릿에서 참조될 수도 있습니다.
CloudFormation은 패키지(예: RPM 또는 RubyGems)를 다운로드하고 개별 파일을 참조하며 .zip 및 .tar
파일의 압축을 풀어서 Amazon EC2 인스턴스에 애플리케이션 아티팩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cfn-hup 데몬이 Amazon EC2 인스턴스용 메타데이터에 정의된 구성의 변경 내용을 수신하도록
구성하고 활성화합니다. cfn-hup 데몬을 사용하여 Apache 또는 PHP 버전 등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업
데이트하거나, 에서 PHP 애플리케이션 파일 자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에 들어 있는 동일 리소
스의 다음 코드 조각은 메타데이터에 대한 변경 내용이 감지되는 경우 cfn-hup를 호출하여 소프트웨어를 업
데이트하도록 cfn-hub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보여줍니다.
"WebServerInstance": {
"Type" : "AWS::EC2::Instance",
"Metadata" : {
"AWS::CloudFormation::Init" : {
"conf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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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s" : {
:
"/etc/cfn/cfn-hup.conf" : {
"content" : { "Fn::Join" : ["", [
"[main]\n",
"stack=", { "Ref" : "AWS::StackName" }, "\n",
"region=", { "Ref" : "AWS::Region" }, "\n"
]]},
"mode"
: "000400",
"owner"
: "root",
"group"
: "root"
},
"/et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 {
"content": { "Fn::Join" : ["", [
"[cfn-auto-reloader-hook]\n",
"triggers=post.update\n",
"path=Resources.WebServerInstance.Metadata.AWS::CloudFormation::Init\n",
"action=/opt/aws/bin/cfn-init -s ", { "Ref" : "AWS::StackId" }, " -r
WebServerInstance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runas=root\n"
]]}
}
},
:
},
"Properties": {
:
"UserData"

: { "Fn::Base64" : { "Fn::Join" : ["", [

:
"# Start up the cfn-hup daemon to listen for changes to the Web Server metadata\n",
"/opt/aws/bin/cfn-hup || error_exit 'Failed to start cfn-hup'\n",

}

:
]]}}

},

이 템플릿은 스택을 완성하기 위해 Amazon EC2 보안 그룹을 생성합니다.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Description" :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Sample template that can be used to
test EC2 updates. **WARNING** This template creates an Amazon Ec2 Instance. You will be
billed for the AWS resources used if you create a stack from this template.",
"Parameters" : {
"InstanceType" : {
"Description" : "WebServer EC2 instance type",
"Type" : "String",
"Default" : "t2.small",
"AllowedValu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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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micro",
"t2.nano",
"t2.micro",
"t2.small",
"t2.medium",
"t2.large",
"m1.small",
"m1.medium",
"m1.large",
"m1.xlarge",
"m2.xlarge",
"m2.2xlarge",
"m2.4xlarge",
"m3.medium",
"m3.large",
"m3.xlarge",
"m3.2xlarge",
"m4.large",
"m4.xlarge",
"m4.2xlarge",
"m4.4xlarge",
"m4.10xlarge",
"c1.medium",
"c1.xlarge",
"c3.large",
"c3.xlarge",
"c3.2xlarge",
"c3.4xlarge",
"c3.8xlarge",
"c4.large",
"c4.xlarge",
"c4.2xlarge",
"c4.4xlarge",
"c4.8xlarge",
"g2.2xlarge",
"g2.8xlarge",
"r3.large",
"r3.xlarge",
"r3.2xlarge",
"r3.4xlarge",
"r3.8xlarge",
"i2.xlarge",
"i2.2xlarge",
"i2.4xlarge",
"i2.8xlarge",
"d2.xlarge",
"d2.2xlarge",
"d2.4xlarge",
"d2.8xlarge",
"hi1.4xlarge",
"hs1.8xlarge",
"cr1.8xlarge",
"cc2.8xlarge",
"cg1.4xlarge"

}

],
"ConstraintDescription" : "must be a valid EC2 instance type."

},

"Mappings" : {
"AWSInstanceType2Arch" : {
"t1.micro"
: { "Arch"
"t2.nano"
: { "Arch"
"t2.micro"
: { "Arch"
"t2.small"
: { "Arch"
"t2.medium"
: { "Arch"

:
:
:
:
: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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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large"
"m1.small"
"m1.medium"
"m1.large"
"m1.xlarge"
"m2.xlarge"
"m2.2xlarge"
"m2.4xlarge"
"m3.medium"
"m3.large"
"m3.xlarge"
"m3.2xlarge"
"m4.large"
"m4.xlarge"
"m4.2xlarge"
"m4.4xlarge"
"m4.10xlarge"
"c1.medium"
"c1.xlarge"
"c3.large"
"c3.xlarge"
"c3.2xlarge"
"c3.4xlarge"
"c3.8xlarge"
"c4.large"
"c4.xlarge"
"c4.2xlarge"
"c4.4xlarge"
"c4.8xlarge"
"g2.2xlarge"
"g2.8xlarge"
"r3.large"
"r3.xlarge"
"r3.2xlarge"
"r3.4xlarge"
"r3.8xlarge"
"i2.xlarge"
"i2.2xlarge"
"i2.4xlarge"
"i2.8xlarge"
"d2.xlarge"
"d2.2xlarge"
"d2.4xlarge"
"d2.8xlarge"
"hi1.4xlarge"
"hs1.8xlarge"
"cr1.8xlarge"
"cc2.8xlarg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G2"
"HVMG2"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AWSRegionArch2AMI" : {
"us-east-1"
: {"HVM64"
"ami-0a584ac55a7631c0c"},
"us-west-2"
: {"HVM64"
"us-west-1"
: {"HVM64"
"ami-066ee5fd4a9ef77f1"},
"eu-west-1"
: {"HVM64"
"ami-0a7c483d527806435"},
"eu-west-2"
: {"HVM64"
"eu-west-3"
: {"HVM64"
"eu-central-1"
: {"HVM64"
"ami-06223d46a6d0661c7"},
"ap-northeast-1"
: {"HVM64"
"ami-053cdd503598e4a9d"},
"ap-northeast-2"
: {"HVM64"
"ap-northeast-3"
: {"HVM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mi-0ff8a91507f77f867", "HVMG2" :
: "ami-a0cfeed8", "HVMG2" : "ami-0e09505bc235aa82d"},
: "ami-0bdb828fd58c52235", "HVMG2" :
: "ami-047bb4163c506cd98", "HVMG2" :
: "ami-f976839e", "HVMG2" : "NOT_SUPPORTED"},
: "ami-0ebc281c20e89ba4b", "HVMG2" : "NOT_SUPPORTED"},
: "ami-0233214e13e500f77", "HVMG2" :
: "ami-06cd52961ce9f0d85", "HVMG2" :
: "ami-0a10b2721688ce9d2", "HVMG2" : "NOT_SUPPORTED"},
: "ami-0d98120a9fb693f07", "HVMG2" : "NOT_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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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southeast-1"
:
"ami-0be9df32ae9f92309"},
"ap-southeast-2"
:
"ami-0a9ce9fecc3d1daf8"},
"ap-south-1"
:
"ami-097b15e89dbdcfcf4"},
"us-east-2"
:
"ca-central-1"
:
"sa-east-1"
:
"cn-north-1"
:
"cn-northwest-1"
:
}
},

{"HVM64" : "ami-08569b978cc4dfa10", "HVMG2" :
{"HVM64" : "ami-09b42976632b27e9b", "HVMG2" :
{"HVM64" : "ami-0912f71e06545ad88", "HVMG2" :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
:
:
:
:

"ami-0b59bfac6be064b78", "HVMG2" : "NOT_SUPPORTED"},
"ami-0b18956f", "HVMG2" : "NOT_SUPPORTED"},
"ami-07b14488da8ea02a0", "HVMG2" : "NOT_SUPPORTED"},
"ami-0a4eaf6c4454eda75", "HVMG2" : "NOT_SUPPORTED"},
"ami-6b6a7d09", "HVMG2" : "NOT_SUPPORTED"}

"Resources" : {
"WebServerInstance": {
"Type" : "AWS::EC2::Instance",
"Metadata" : {
"Comment" : "Install a simple
"AWS::CloudFormation::Init" :
"config" : {
"packages" : {
"yum" : {
"httpd"
:
"php"
:
}
},

PHP application",
{

[],
[]

"files" : {
"/var/www/html/index.php" : {
"content" : { "Fn::Join" : ["", [
"<?php\n",
"echo '<h1>AWS CloudFormation sample PHP application</h1>';\n",
"?>\n"
]]},
"mode"
: "000644",
"owner"
: "apache",
"group"
: "apache"
},
"/etc/cfn/cfn-hup.conf" : {
"content" : { "Fn::Join" : ["", [
"[main]\n",
"stack=", { "Ref" : "AWS::StackId" }, "\n",
"region=", { "Ref" : "AWS::Region" }, "\n"
]]},
"mode"
: "000400",
"owner"
: "root",
"group"
: "root"
},
"/et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 {
"content": { "Fn::Join" : ["", [
"[cfn-auto-reloader-hook]\n",
"triggers=post.update\n",
"path=Resources.WebServerInstance.Metadata.AWS::CloudFormation::Init\n",
"action=/opt/aws/bin/cfn-init -s ", { "Ref" : "AWS::StackId" }, " -r
WebServerInstance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runas=root\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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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s" : {
"sysvinit" : {
"httpd"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 "true" },
"cfn-hup"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 "true",
"files" : ["/etc/cfn/cfn-hup.conf", "/et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
}
}
}
},
"Properties": {
"ImageId" : { "Fn::FindInMap" : [ "AWSRegionArch2AMI", { "Ref" : "AWS::Region" },
{ "Fn::FindInMap" : [ "AWSInstanceType2Arch", { "Ref" :
"InstanceType" }, "Arch" ] } ] },
"InstanceType"
: { "Ref" : "InstanceType" },
"SecurityGroups" : [ {"Ref" : "WebServerSecurityGroup"} ],
"UserData"
: { "Fn::Base64" : { "Fn::Join" : ["", [
"#!/bin/bash -xe\n",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n",
"# Install the files and packages from the metadata\n",
"/opt/aws/bin/cfn-init -v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Instance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 Start up the cfn-hup daemon to listen for changes to the Web Server

metadata\n",

"/opt/aws/bin/cfn-hup || error_exit 'Failed to start cfn-hup'\n",
"# Signal the status from cfn-init\n",
"/opt/aws/bin/cfn-signal -e $?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Instance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
},
"CreationPolicy" : {
"ResourceSignal" : {
"Timeout" : "PT5M"
}
}
},

"WebServerSecurityGroup" : {
"Type" :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 "Enable HTTP access via port 80",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 "tcp", "FromPort" : "80", "ToPort" : "80", "CidrIp" :
"0.0.0.0/0"}
]
}
}
},
"Outputs" : {
"WebsiteURL" : {
"Description" : "Application URL",
"Value" : { "Fn::Join" : ["", ["http://", { "Fn::GetAtt" : [ "WebServerInstance",
"PublicDnsNam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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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예제에서는 단일 Amazon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지만, Elastic Load Balancer 및 Auto Scaling 그룹을 사
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버 모음을 관리하는 복잡한 솔루션에서도 이와 동일한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Auto Scaling 그룹의 경우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uto Scaling 그룹
업데이트 (p. 44) 섹션을 참조하세요.

초기 스택 생성
이 예제에서는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동일 템플릿에서 초기 스택을 생성합니다.

Warning
이 절차를 완료하면 라이브 AWS 서비스가 배포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실행되는 동안은 표준 사
용 요금이 부과됩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스택을 생성하려면
1.

이전 템플릿을 복사하여 텍스트 파일로서 시스템에 로컬로 저장합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이 파일을 사용
해야 하므로 이 위치를 적어둡니다.

2.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CloudFormation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3.

[Create New Stack]을 선택합니다.

4.

새 스택 생성 마법사의 템플릿 선택 화면에서 이름 필드에 UpdateTutorial을 입력합니다. 동일한 페
이지에서 [Amazon S3에 템플릿 업로드(Upload a template to Amazon S3)]를 선택하고 첫 번째 단계에
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찾은 후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5.

파라미터 지정(Specify Parameters) 화면의 인스턴스 유형 상자에 t1.micro를 입력합니다. 다음을 선
택합니다.

6.

[옵션(Options)] 화면에서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7.

[검토(Review)] 화면에서 모든 설정이 원하는 대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나서 [생성(Create)]을 선택합
니다.

스택 상태가 CREATE_COMPLETE가 된 후에는 출력 탭에 웹 사이트의 URL이 표시됩니다. WebsiteURL 출
력 값을 선택하면 새 PHP 애플리케이션의 작동이 표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이제 스택을 배포했으며,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출력되는 텍스트를 조금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이 템플릿 코드 조각에 표시된 대로 index.php 파일에 echo 명령을 추
가하겠습니다.
"WebServerInstance": {
"Type" : "AWS::EC2::Instance",
"Metadata" : {
"AWS::CloudFormation::Init" : {
"config" : {
:
"files" : {
"/var/www/html/index.php" : {
"content" : { "Fn::Join" : ["", [
"<?php\n",
"echo '<h1>AWS CloudFormation sample PHP application</h1>';\n",
"echo '<p>Updated version via UpdateStack</p>';\n ",
"?>\n"

API 버전 2010-05-15
4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
"mode"
"owner"
"group"

},

: "000644",
: "apache",
: "apache"

:
}
},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로컬로 저장한 템플릿 파일을 수동으로 편집합니다.
이제 스택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스택을 업데이트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AWS CloudFormation 대시보드에서 이전에 생성한 스택을 선택한 다음 [스택 업데이트(Update Stack)]
를 선택합니다.
[스택 업데이트(Update Stack)] 마법사의 [템플릿 선택(Select Template)] 화면에서 [Amazon S3에 템
플릿 업로드(Upload a template to Amazon S3)]를 선택한 다음, 수정한 템플릿을 선택하고 나서 [다음
(Next)]을 선택합니다.

3.
4.
5.

[옵션(Options)] 화면에서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스택에 스택 정책이 없으므로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재정의 정책 없이 모든 리소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6.

[검토(Review)] 화면에서 모든 설정이 원하는 대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한 후 [업데이트(Update)]을 선택
합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스택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초기 스택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 파라미터가 스
택 업데이트 마법사의 파라미터 페이지에 미리 채워집니다. aws cloudformation update-stack 명령
을 사용하는 경우 처음에 스택을 생성하는 데 사용했던 파라미터에 대해 동일한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스택이 UPDATE_COMPLETE 상태이면 WebsiteURL 출력 값을 다시 선택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적용한 변
경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cfn-hup 데몬은 15분마다 실행되므로 스택이 업데이트되고 나서 애플리
케이션이 변경하는 데 최대 15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세트를 확인하려면 AWS CloudFormation 콘솔로 이동합니다. 이벤트 탭에서 스
택 이벤트를 살펴봅니다. 이 특수한 경우에는 Amazon EC2 인스턴스 WebServerInstance의 메타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어 변경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AWS CloudFormation에서 다른 리소스
(WebServerSecurityGroup)를 다시 평가했습니다. 다른 스택 리소스는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AWS
CloudFormation은 스택 내에서 스택 변경에 영향을 받는 리소스만 업데이트합니다. 이러한 변경에는 속성이
나 메타데이터 변경과 같은 직접적인 변경도 있고, Ref, GetAtt 또는 기타 내장 템플릿 함수를 통한 데이터 흐
름이나 종속성으로 인한 간접적인 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업데이트가 이 과정을 보여주지만, Amazon EC2 인스턴스로 배포되는 파일 및 패키지에 대한 보
다 복잡한 변경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MySQL에 대한 PHP 지원과 함께 인스턴스에 MySQL을 추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추가 서비스와 함께 추가적인 패키지 및 파일을 구성에 추가하고 나서 변경
내용을 배포하도록 스택을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템플릿 코드 조각에서는 변경 내용이 빨간색으
로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WebServerInstance": {
"Type" : "AWS::EC2::Instance",
"Metadata" : {
"Comment" : "Install a simple PHP application",
"AWS::CloudFormation::Init" : {
"config" : {
"pack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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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 : {
"httpd"
"php"
"php-mysql"
"mysql-server"
"mysql-libs"
"mysql"
}
},

:
:
:
:
:
:

[],
[],
[],
[],
[],
[]

:
"services" : {
"sysvinit" : {
"httpd"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 "true" },
"cfn-hup"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 "true",
"files" : ["/etc/cfn/cfn-hup.conf", "/et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mysqld"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 "true" }
}
}
}
}
},

}

"Properties": {
:
}

CloudFormation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패키지의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
다. 이전 예제에서는 각 패키지의 버전 속성이 비어 있어서 cfn-init가 패키지의 최신 버전을 설치해야 했습니
다.
"packages" : {
"yum" : {
"httpd"
"php"
}

: [],
: []

원할 경우 패키지의 버전 문자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업데이트 스택 호출에서 버전 문자열을 변경하
는 경우 패키지의 새 버전이 배포됩니다. 다음은 RubyGems 패키지의 버전 번호를 사용하는 예입니다. 버전
관리를 지원하는 패키지마다 특정 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packages" : {
"rubygems" : {
"mysql"
"rubygems-update"
"rake"
"rails"
}
}

:
:
:
:

[],
["1.6.2"],
["0.8.7"],
["2.3.11"]

Auto Scaling 그룹 업데이트
템플릿에서 Auto Scaling 그룹을 사용하는 경우, Amazon EC2 인스턴스 리소스와 반대로, 애플리케이션 업
데이트는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AWS CloudFormation에서 Auto Scaling 그룹의 Amazon EC2 인스턴
스에 대해 동기화나 직렬화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각 호스트의 cfn-hup 데몬은 독립적으로 실행되며 고유 일
정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합니다. cfn-hup를 사용하여 인스턴스의 구성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각
인스턴스는 고유의 일정에 따라 cfn-hup 후크를 실행합니다.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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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n-hup 변경이 Auto Scaling 그룹의 모든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동시에 실행되는 경우, 업데이트하
는 동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fn-hup 변경이 서로 다른 시간에 실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이전 및 새 버전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Auto Scaling 그룹 내 인스턴스에 대한 강제 롤링 업데이트를 고려해 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UpdatePolicy 속성 (p. 6506) 섹션을 참조하세요.

리소스 속성 변경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스택 내 기존 리소스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업데이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지만 스택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리소스의 속성을 필
요 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유형 업데이트
지금까지 생성한 스택에는 t1.micro Amazon EC2 인스턴스가 사용됩니다. 새로 생성한 웹 사이트의 트래픽
양이 t1.micro 인스턴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m1.small 인스턴스 유형으로 이
동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유형의 아키텍처가 변경되는 경우 다른 AMI로 인스턴스가 생성
됩니다. 템플릿에서 매핑을 살펴보면 t1.micro 및 m1.small 둘 다 동일한 아키텍처이며 동일한 Amazon Linux
AMI가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Mappings" : {
"AWSInstanceType2Arch" : {
"t1.micro"
: { "Arch"
"t2.nano"
: { "Arch"
"t2.micro"
: { "Arch"
"t2.small"
: { "Arch"
"t2.medium"
: { "Arch"
"t2.large"
: { "Arch"
"m1.small"
: { "Arch"
"m1.medium"
: { "Arch"
"m1.large"
: { "Arch"
"m1.xlarge"
: { "Arch"
"m2.xlarge"
: { "Arch"
"m2.2xlarge" : { "Arch"
"m2.4xlarge" : { "Arch"
"m3.medium"
: { "Arch"
"m3.large"
: { "Arch"
"m3.xlarge"
: { "Arch"
"m3.2xlarge" : { "Arch"
"m4.large"
: { "Arch"
"m4.xlarge"
: { "Arch"
"m4.2xlarge" : { "Arch"
"m4.4xlarge" : { "Arch"
"m4.10xlarge" : { "Arch"
"c1.medium"
: { "Arch"
"c1.xlarge"
: { "Arch"
"c3.large"
: { "Arch"
"c3.xlarge"
: { "Arch"
"c3.2xlarge" : { "Arch"
"c3.4xlarge" : { "Arch"
"c3.8xlarge" : { "Arch"
"c4.large"
: { "Arch"
"c4.xlarge"
: { "Arch"
"c4.2xlarge" : { "Arch"
"c4.4xlarge" : { "Arch"
"c4.8xlarge" : { "Arch"
"g2.2xlarge" : { "Arch"
"g2.8xlarge" : { "Arch"
"r3.large"
: { "Arc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G2"
"HVMG2"
"HVM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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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xlarge"
: { "Arch" : "HVM64" },
"r3.2xlarge" : { "Arch" : "HVM64" },
"r3.4xlarge" : { "Arch" : "HVM64" },
"r3.8xlarge" : { "Arch" : "HVM64" },
"i2.xlarge"
: { "Arch" : "HVM64" },
"i2.2xlarge" : { "Arch" : "HVM64" },
"i2.4xlarge" : { "Arch" : "HVM64" },
"i2.8xlarge" : { "Arch" : "HVM64" },
"d2.xlarge"
: { "Arch" : "HVM64" },
"d2.2xlarge" : { "Arch" : "HVM64" },
"d2.4xlarge" : { "Arch" : "HVM64" },
"d2.8xlarge" : { "Arch" : "HVM64" },
"hi1.4xlarge" : { "Arch" : "HVM64" },
"hs1.8xlarge" : { "Arch" : "HVM64" },
"cr1.8xlarge" : { "Arch" : "HVM64" },
"cc2.8xlarge" : { "Arch" : "HVM64" }
},
"AWSRegionArch2AMI" : {
"us-east-1"
: {"HVM64" : "ami-0ff8a91507f77f867", "HVMG2" :
"ami-0a584ac55a7631c0c"},
"us-west-2"
: {"HVM64" : "ami-a0cfeed8", "HVMG2" : "ami-0e09505bc235aa82d"},
"us-west-1"
: {"HVM64" : "ami-0bdb828fd58c52235", "HVMG2" :
"ami-066ee5fd4a9ef77f1"},
"eu-west-1"
: {"HVM64" : "ami-047bb4163c506cd98", "HVMG2" :
"ami-0a7c483d527806435"},
"eu-west-2"
: {"HVM64" : "ami-f976839e", "HVMG2" : "NOT_SUPPORTED"},
"eu-west-3"
: {"HVM64" : "ami-0ebc281c20e89ba4b", "HVMG2" : "NOT_SUPPORTED"},
"eu-central-1"
: {"HVM64" : "ami-0233214e13e500f77", "HVMG2" :
"ami-06223d46a6d0661c7"},
"ap-northeast-1"
: {"HVM64" : "ami-06cd52961ce9f0d85", "HVMG2" :
"ami-053cdd503598e4a9d"},
"ap-northeast-2"
: {"HVM64" : "ami-0a10b2721688ce9d2", "HVMG2" : "NOT_SUPPORTED"},
"ap-northeast-3"
: {"HVM64" : "ami-0d98120a9fb693f07", "HVMG2" : "NOT_SUPPORTED"},
"ap-southeast-1"
: {"HVM64" : "ami-08569b978cc4dfa10", "HVMG2" :
"ami-0be9df32ae9f92309"},
"ap-southeast-2"
: {"HVM64" : "ami-09b42976632b27e9b", "HVMG2" :
"ami-0a9ce9fecc3d1daf8"},
"ap-south-1"
: {"HVM64" : "ami-0912f71e06545ad88", "HVMG2" :
"ami-097b15e89dbdcfcf4"},
"us-east-2"
: {"HVM64" : "ami-0b59bfac6be064b78", "HVMG2" : "NOT_SUPPORTED"},
"ca-central-1"
: {"HVM64" : "ami-0b18956f", "HVMG2" : "NOT_SUPPORTED"},
"sa-east-1"
: {"HVM64" : "ami-07b14488da8ea02a0", "HVMG2" : "NOT_SUPPORTED"},
"cn-north-1"
: {"HVM64" : "ami-0a4eaf6c4454eda75", "HVMG2" : "NOT_SUPPORTED"},
"cn-northwest-1"
: {"HVM64" : "ami-6b6a7d09", "HVMG2" : "NOT_SUPPORTED"}
}

이전 섹션에서 수정한 템플릿을 사용하여 인스턴스 유형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InstanceType이 템플릿의 입
력 파라미터이므로 템플릿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택 업데이트(Stack Update)] 마법사의 [파라미터 지
정(Specify Parameters)] 페이지에서 파라미터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스택을 업데이트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CloudFormation 대시보드에서 이전에 생성한 스택을 선택한 다음 [스택 업데이트(Update Stack)]를 선
택합니다.

3.

[스택 업데이트(Update Stack)] 마법사의 [템플릿 선택(Select Template)] 화면에서 [현재 템플릿 사용
(Use current template)]을 선택하고 나서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파라미터 지정 섹션은 초기 스택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 파라미터로 미리 채
워집니다.

4.

InstanceType 텍스트 상자의 값을 t1.micro에서 m1.small로 변경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을 선택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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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옵션(Options)] 화면에서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6.

스택에 스택 정책이 없으므로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재정의 정책 없이 모든 리소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7.

[검토(Review)] 화면에서 모든 설정이 원하는 대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한 후 [업데이트(Update)]을 선택
합니다.

인스턴스를 시작했다가 중지하여 EBS 지원 Amazon EC2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유형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인스턴스 유형을 업데이트하고 인스턴스를 다시 시작하여 변경을 최
적화하려고 하므로 인스턴스 ID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스턴스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 인스턴스의 퍼
블릭 IP 주소가 변경됩니다. 변경 후 탄력적 IP 주소가 올바르게 바인딩되도록 하기 위해 에서 탄력적 IP 주소
도 업데이트합니다. 콘솔의 이벤트 탭에서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인스턴스 유형을 확인하려면 Amazon EC2 콘솔을 열고 해당 인스턴스를
찾습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AMI 업데이트
이제 인스턴스에서 실행 중인 Amazon 머신 이미지(AMI)를 어떻게 변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HVM64 인
스턴스 유형인 t2.medium 같은 새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하도록 스택을 업데이트하여 AMI 변
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섹션에서처럼 기존 템플릿을 사용하여 예제 스택에 사용되는 인스턴스 유형을 변경하겠습니다. [Stack
Update] 마법사의 [Specify Parameters] 페이지에서 [Instance Type] 값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AMI를 수정하기 위해 단순히 인스턴스를 시작했다가 중지할 수 없으므로 AWS CloudFormation
은 이를 리소스의 변경 불가능 속성에 대한 변경으로 간주합니다. 변경 불가능한 속성을 변경하려면 AWS
CloudFormation에서 대체 리소스(이 경우에는 새 AMI를 실행 중인 Amazon EC2 인스턴스)를 시작해야 합니
다.
새 인스턴스를 실행한 후에는 AWS CloudFormation에서 새 리소스를 가리키도록 스택의 다른 리소스를 업
데이트합니다. 새로운 모든 리소스가 생성되면 이전 리소스가 삭제되며, 이를 UPDATE_CLEANUP이라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현재는 업데이트의 결과로서 스택 내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ID와 애플리케이션 URL
이 변경되었습니다. Event 테이블의 이벤트에는 리소스가 대체되었음을 나타내는 "Requested update has a
change to an immutable property and hence creating a new physical resource"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할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AMI에 작성한 경우 새 애플리케이션을 로드하도록 동일한 스택 업데이트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AMI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스택의 인스턴스에 대한 AMI를 업데이트하려면
1.

애플리케이션이나 운영 체제 변경 내용을 포함하는 새 AMI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
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고유 AMI 생성을 참조하세요.

2.

새 AMI ID를 통합하도록 템플릿을 업데이트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p. 42)에 설명된 대로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스택을 업데이트하거
나 AWS 명령 aws cloudformation update-stack을 사용하여 업데이트합니다.

스택 업데이트 시, CloudFormation은 AMI ID가 변경되었음을 감지하고 나서 위에서 트리거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스택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Amazon EC2 시작 구성 업데이트
Amazon EC2 인스턴스가 아니라 Auto Scaling 그룹을 사용하려는 경우 실행 중인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가 조금 다릅니다. Auto Scaling 리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인스턴스 유형 또는 AMI ID 같은 인스턴스
의 구성이 Auto Scaling 시작 구성에 캡슐화됩니다. 이전 섹션에서 인스턴스 리소스를 변경할 때와 동일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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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시작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 구성은 Auto Scaling 그룹의 실행 중인 Amazon EC2
인스턴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된 시작 구성은 업데이트 후에 생성되는 새 인스턴스에만 적용
됩니다.
시작 구성에 대한 변경 사항을 Auto Scaling 그룹의 모든 인스턴스로 전파하려는 경우 업데이트 속성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pdatePolicy 속성 (p. 6506) 섹션을 참조하세요.

리소스 속성 추가
지금까지는 템플릿 안에 있는 리소스의 기존 속성에 대한 변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템플릿에 처음에 지정되지
않았던 속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Amazon EC2 키 페어를 기존 EC2 인스턴스에 추
가하고 나서 Amazon EC2 보안 그룹에서 포트 22를 열어서 Secure Shell(SSH)을 사용하여 인스턴스에 액세
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에 키 페어 추가
Amazon EC2 인스턴스에 SSH 액세스를 추가하려면
1.

템플릿에 기존 Amazon EC2 키 페어 및 SSH 위치의 이름을 전달할 추가 파라미터 두 개를 추가합니다.
"Parameters" : {
"KeyName" : {
"Description" : "Name of an existing Amazon EC2 key pair for SSH access",
"Type": "AWS::EC2::KeyPair::KeyName"
},
"SSHLocation" : {
"Description" : " The IP address range that can be used to SSH to the EC2
instances",
"Type": "String",
"MinLength": "9",
"MaxLength": "18",
"Default": "0.0.0.0/0",
"AllowedPattern": "(\\d{1,3})\\.(\\d{1,3})\\.(\\d{1,3})\\.(\\d{1,3})/(\\d{1,2})",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IP CIDR range of the form x.x.x.x/x."
}
:
},

2.

KeyName 속성을 Amazon EC2 인스턴스에 추가합니다.
"WebServerInstance": {
"Type" : "AWS::EC2::Instance",
:
"Properties": {
:
"KeyName" : { "Ref" : "KeyName" },
:
}
},

3.

포트 22 및 SSH 위치를 Amazon EC2 보안 그룹의 수신 규칙에 추가합니다.
"WebServerSecurityGroup" : {
"Type" :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 "Enable HTTP and SSH",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 "tcp", "FromPort" : "22", "ToPort" : "22", "CidrIp" :
{ "Ref" : "SSH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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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rotocol" : "tcp", "FromPort" : "80", "ToPort" : "80", "CidrIp" :
"0.0.0.0/0"}
]
}
},

4.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p. 42)에 설명된 대로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스택을 업데이트하거
나 AWS 명령 aws cloudformation update-stack을 사용하여 업데이트합니다.

스택의 리소스 변경
시간이 지나면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을 구성하
는 리소스 세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리소스 속성 추가 (p. 48)의 단일 인스턴스 애
플리케이션을 가져와서 스택을 업데이트하여 이 애플리케이션을 자동 조정 및 로드 밸런싱된 애플리케이션
으로 변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탄력적 IP 주소를 사용하여 간단한 단일 인스턴스 PHP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됩니다. 이제 업데
이트 중에 리소스를 변경하여 이 애플리케이션을 자동 조정 및 로드 밸런싱된 고가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환
하겠습니다.
1.

탄력적 로드 밸런서 리소스를 추가합니다.
"ElasticLoadBalancer" : {
"Type"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 {
"CrossZone" : "true",
"AvailabilityZones" : { "Fn::GetAZs" : "" },
"LBCookieStickinessPolicy" : [ {
"PolicyName" : "CookieBasedPolicy",
"CookieExpirationPeriod" : "30"
} ],
"Listeners" : [ {
"LoadBalancerPort" : "80",
"InstancePort" : "80",
"Protocol" : "HTTP",
"PolicyNames" : [ "CookieBasedPolicy" ]
} ],
"HealthCheck" : {
"Target" : "HTTP:80/",
"HealthyThreshold" : "2",
"UnhealthyThreshold" : "5",
"Interval" : "10",
"Timeout" : "5"
}
}
}

2.

템플릿의 EC2 인스턴스를 Auto Scaling 시작 구성으로 변환합니다. 속성이 동일하므로 유형 이름만 변
경하면 됩니다.

"WebServerInstance": {
"Type" : "AWS::EC2::Instance",

CNAME:

"LaunchConfig": {
"Type" :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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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의 명확성을 위해 리소스의 이름을 WebServerInstance에서 LaunchConfig로 변경했으므로, cfninit 및 cfn-hup에 의해 참조되는 리소스 이름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단순히 WebServerInstance를 검색
하여 LaunchConfig로 대체, cfn-signal의 경우 제외). cfn-signal의 경우, 다음 스크립트에서처럼 인스턴
스가 아니라 그룹(WebServerGroup)에 신호를 전송해야 합니다.
"# Signal the status from cfn-init\n",
"/opt/aws/bin/cfn-signal -e $?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Group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3.

Auto Scaling 그룹 리소스를 추가합니다.
"WebServerGroup" : {
"Type" :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 {
"AvailabilityZones" : { "Fn::GetAZs" : "" },
"LaunchConfigurationName" : { "Ref" : "LaunchConfig" },
"MinSize" : "1",
"DesiredCapacity" : "1",
"MaxSize" : "5",
"LoadBalancerNames" : [ { "Ref" : "ElasticLoadBalancer" } ]
},
"CreationPolicy" : {
"ResourceSignal" : {
"Timeout" : "PT15M"
}
},
"UpdatePolicy": {
"AutoScalingRollingUpdate": {
"MinInstancesInService": "1",
"MaxBatchSize": "1",
"PauseTime" : "PT15M",
"WaitOnResourceSignals": "true"
}
}
}

4.

로더 밸런서에서 인스턴스로 나가는 트래픽을 차단하도록 보안 그룹 정의를 업데이트합니다.
"WebServerSecurityGroup" : {
"Type" :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 "Enable HTTP access via port 80 locked down to the ELB and
SSH access",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 "tcp", "FromPort" : "80", "ToPort" : "80",
"SourceSecurityGroupOwnerId" : {"Fn::GetAtt" : ["ElasticLoadBalancer",
"SourceSecurityGroup.OwnerAlias"]},
"SourceSecurityGroupName" : {"Fn::GetAtt" : ["ElasticLoadBalancer",
"SourceSecurityGroup.GroupName"]}},
{"IpProtocol" : "tcp", "FromPort" : "22", "ToPort" : "22", "CidrIp" :
{ "Ref" : "SSHLocation"}}
]
}
}

5.

애플리케이션 위치로서 탄력적 로드 밸런서의 DNS 이름을 반환하도록 출력을 업데이트합니다.

"WebsiteURL" : {
"Value" : { "Fn::Join" :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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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n::GetAtt" : [ "WebServerInstance", "PublicDnsName" ]}]]},
"Description" : "Application URL"

CNAME:
"WebsiteURL" : {
"Value" : { "Fn::Join" : ["", ["http://",
{ "Fn::GetAtt" : [ "ElasticLoadBalancer", "DNSName" ]}]]},
"Description" : "Application URL"
}

참고로, 다음 샘플은 전체 템플릿을 보여줍니다.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단순한 단
일 인스턴스 애플리케이션을 고가용, multi-AZ, 자동 조정 및 로드 밸런싱된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환합니다.
업데이트해야 할 리소스만 변경되므로,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 스토어가 있을 것이고 데이터가 변경
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제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요구 사항이 변경될 때 스택을 확
장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Description" :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Sample template that can be used to
test EC2 updates. **WARNING** This template creates an Amazon Ec2 Instance. You will be
billed for the AWS resources used if you create a stack from this template.",
"Parameters" : {
"KeyName": {
"Description" :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instance",
"Type": "AWS::EC2::KeyPair::KeyName",
"ConstraintDescription" : "must be the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
"SSHLocation" : {
"Description" : " The IP address range that can be used to SSH to the EC2 instances",
"Type": "String",
"MinLength": "9",
"MaxLength": "18",
"Default": "0.0.0.0/0",
"AllowedPattern": "(\\d{1,3})\\.(\\d{1,3})\\.(\\d{1,3})\\.(\\d{1,3})/(\\d{1,2})",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IP CIDR range of the form x.x.x.x/x."
},
"InstanceType" : {
"Description" : "WebServer EC2 instance type",
"Type" : "String",
"Default" : "t2.small",
"AllowedValues" : [
"t1.micro",
"t2.nano",
"t2.micro",
"t2.small",
"t2.medium",
"t2.large",
"m1.small",
"m1.medium",
"m1.large",
"m1.xlarge",
"m2.xlarge",
"m2.2x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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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4xlarge",
"m3.medium",
"m3.large",
"m3.xlarge",
"m3.2xlarge",
"m4.large",
"m4.xlarge",
"m4.2xlarge",
"m4.4xlarge",
"m4.10xlarge",
"c1.medium",
"c1.xlarge",
"c3.large",
"c3.xlarge",
"c3.2xlarge",
"c3.4xlarge",
"c3.8xlarge",
"c4.large",
"c4.xlarge",
"c4.2xlarge",
"c4.4xlarge",
"c4.8xlarge",
"g2.2xlarge",
"g2.8xlarge",
"r3.large",
"r3.xlarge",
"r3.2xlarge",
"r3.4xlarge",
"r3.8xlarge",
"i2.xlarge",
"i2.2xlarge",
"i2.4xlarge",
"i2.8xlarge",
"d2.xlarge",
"d2.2xlarge",
"d2.4xlarge",
"d2.8xlarge",
"hi1.4xlarge",
"hs1.8xlarge",
"cr1.8xlarge",
"cc2.8xlarge",
"cg1.4xlarge"

}

],
"ConstraintDescription" : "must be a valid EC2 instance type."

},

"Mappings" : {
"AWSInstanceType2Arch" : {
"t1.micro"
: { "Arch"
"t2.nano"
: { "Arch"
"t2.micro"
: { "Arch"
"t2.small"
: { "Arch"
"t2.medium"
: { "Arch"
"t2.large"
: { "Arch"
"m1.small"
: { "Arch"
"m1.medium"
: { "Arch"
"m1.large"
: { "Arch"
"m1.xlarge"
: { "Arch"
"m2.xlarge"
: { "Arch"
"m2.2xlarge" : { "Arch"
"m2.4xlarge" : { "Arch"
"m3.medium"
: { "Arch"
"m3.large"
: { "Arch"
"m3.xlarge"
: { "Arch"
"m3.2xlarge" : { "Arch"

:
:
:
:
:
:
:
:
:
:
:
:
:
:
:
:
: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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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large"
: { "Arch" : "HVM64" },
"m4.xlarge"
: { "Arch" : "HVM64" },
"m4.2xlarge" : { "Arch" : "HVM64" },
"m4.4xlarge" : { "Arch" : "HVM64" },
"m4.10xlarge" : { "Arch" : "HVM64" },
"c1.medium"
: { "Arch" : "HVM64" },
"c1.xlarge"
: { "Arch" : "HVM64" },
"c3.large"
: { "Arch" : "HVM64" },
"c3.xlarge"
: { "Arch" : "HVM64" },
"c3.2xlarge" : { "Arch" : "HVM64" },
"c3.4xlarge" : { "Arch" : "HVM64" },
"c3.8xlarge" : { "Arch" : "HVM64" },
"c4.large"
: { "Arch" : "HVM64" },
"c4.xlarge"
: { "Arch" : "HVM64" },
"c4.2xlarge" : { "Arch" : "HVM64" },
"c4.4xlarge" : { "Arch" : "HVM64" },
"c4.8xlarge" : { "Arch" : "HVM64" },
"g2.2xlarge" : { "Arch" : "HVMG2" },
"g2.8xlarge" : { "Arch" : "HVMG2" },
"r3.large"
: { "Arch" : "HVM64" },
"r3.xlarge"
: { "Arch" : "HVM64" },
"r3.2xlarge" : { "Arch" : "HVM64" },
"r3.4xlarge" : { "Arch" : "HVM64" },
"r3.8xlarge" : { "Arch" : "HVM64" },
"i2.xlarge"
: { "Arch" : "HVM64" },
"i2.2xlarge" : { "Arch" : "HVM64" },
"i2.4xlarge" : { "Arch" : "HVM64" },
"i2.8xlarge" : { "Arch" : "HVM64" },
"d2.xlarge"
: { "Arch" : "HVM64" },
"d2.2xlarge" : { "Arch" : "HVM64" },
"d2.4xlarge" : { "Arch" : "HVM64" },
"d2.8xlarge" : { "Arch" : "HVM64" },
"hi1.4xlarge" : { "Arch" : "HVM64" },
"hs1.8xlarge" : { "Arch" : "HVM64" },
"cr1.8xlarge" : { "Arch" : "HVM64" },
"cc2.8xlarge" : { "Arch" : "HVM64" }
},
"AWSRegionArch2AMI" : {
"us-east-1"
: {"HVM64" : "ami-0ff8a91507f77f867", "HVMG2" :
"ami-0a584ac55a7631c0c"},
"us-west-2"
: {"HVM64" : "ami-a0cfeed8", "HVMG2" : "ami-0e09505bc235aa82d"},
"us-west-1"
: {"HVM64" : "ami-0bdb828fd58c52235", "HVMG2" :
"ami-066ee5fd4a9ef77f1"},
"eu-west-1"
: {"HVM64" : "ami-047bb4163c506cd98", "HVMG2" :
"ami-0a7c483d527806435"},
"eu-west-2"
: {"HVM64" : "ami-f976839e", "HVMG2" : "NOT_SUPPORTED"},
"eu-west-3"
: {"HVM64" : "ami-0ebc281c20e89ba4b", "HVMG2" : "NOT_SUPPORTED"},
"eu-central-1"
: {"HVM64" : "ami-0233214e13e500f77", "HVMG2" :
"ami-06223d46a6d0661c7"},
"ap-northeast-1"
: {"HVM64" : "ami-06cd52961ce9f0d85", "HVMG2" :
"ami-053cdd503598e4a9d"},
"ap-northeast-2"
: {"HVM64" : "ami-0a10b2721688ce9d2", "HVMG2" : "NOT_SUPPORTED"},
"ap-northeast-3"
: {"HVM64" : "ami-0d98120a9fb693f07", "HVMG2" : "NOT_SUPPORTED"},
"ap-southeast-1"
: {"HVM64" : "ami-08569b978cc4dfa10", "HVMG2" :
"ami-0be9df32ae9f92309"},
"ap-southeast-2"
: {"HVM64" : "ami-09b42976632b27e9b", "HVMG2" :
"ami-0a9ce9fecc3d1daf8"},
"ap-south-1"
: {"HVM64" : "ami-0912f71e06545ad88", "HVMG2" :
"ami-097b15e89dbdcfcf4"},
"us-east-2"
: {"HVM64" : "ami-0b59bfac6be064b78", "HVMG2" : "NOT_SUPPORTED"},
"ca-central-1"
: {"HVM64" : "ami-0b18956f", "HVMG2" : "NOT_SUPPORTED"},
"sa-east-1"
: {"HVM64" : "ami-07b14488da8ea02a0", "HVMG2" : "NOT_SUPPORTED"},
"cn-north-1"
: {"HVM64" : "ami-0a4eaf6c4454eda75", "HVMG2" : "NOT_SUPPORTED"},
"cn-northwest-1"
: {"HVM64" : "ami-6b6a7d09", "HVMG2" : "NOT_SUPPORT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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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 {
"ElasticLoadBalancer" : {
"Type"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 {
"CrossZone" : "true",
"AvailabilityZones" : { "Fn::GetAZs" : "" },
"LBCookieStickinessPolicy" : [ {
"PolicyName" : "CookieBasedPolicy",
"CookieExpirationPeriod" : "30"
} ],
"Listeners" : [ {
"LoadBalancerPort" : "80",
"InstancePort" : "80",
"Protocol" : "HTTP",
"PolicyNames" : [ "CookieBasedPolicy" ]
} ],
"HealthCheck" : {
"Target" : "HTTP:80/",
"HealthyThreshold" : "2",
"UnhealthyThreshold" : "5",
"Interval" : "10",
"Timeout" : "5"
}
}
},
"WebServerGroup" : {
"Type" :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 {
"AvailabilityZones" : { "Fn::GetAZs" : "" },
"LaunchConfigurationName" : { "Ref" : "LaunchConfig" },
"MinSize" : "1",
"DesiredCapacity" : "1",
"MaxSize" : "5",
"LoadBalancerNames" : [ { "Ref" : "ElasticLoadBalancer" } ]
},
"CreationPolicy" : {
"ResourceSignal" : {
"Timeout" : "PT15M"
}
},
"UpdatePolicy": {
"AutoScalingRollingUpdate": {
"MinInstancesInService": "1",
"MaxBatchSize": "1",
"PauseTime" : "PT15M",
"WaitOnResourceSignals": "true"
}
}
},
"LaunchConfig": {
"Type" :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Metadata" : {
"Comment" : "Install a simple PHP application",
"AWS::CloudFormation::Init" : {
"config" : {
"packages" : {
"yum" : {
"httpd"
: [],
"php"
: []
}
},

API 버전 2010-05-15
5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스택의 리소스 변경
"files" : {
"/var/www/html/index.php" : {
"content" : { "Fn::Join" : ["", [
"<?php\n",
"echo '<h1>AWS CloudFormation sample PHP application</h1>';\n",
"echo 'Updated version via UpdateStack';\n ",
"?>\n"
]]},
"mode"
: "000644",
"owner"
: "apache",
"group"
: "apache"
},
"/etc/cfn/cfn-hup.conf" : {
"content" : { "Fn::Join" : ["", [
"[main]\n",
"stack=", { "Ref" : "AWS::StackId" }, "\n",
"region=", { "Ref" : "AWS::Region" }, "\n"
]]},
"mode"
: "000400",
"owner"
: "root",
"group"
: "root"
},
"/et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 {
"content": { "Fn::Join" : ["", [
"[cfn-auto-reloader-hook]\n",
"triggers=post.update\n",
"path=Resources.LaunchConfig.Metadata.AWS::CloudFormation::Init\n",
"action=/opt/aws/bin/cfn-init -s ", { "Ref" : "AWS::StackId" }, " -r
LaunchConfig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runas=root\n"
]]}
}
},
"services" : {
"sysvinit" : {
"httpd"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 "true" },
"cfn-hup"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 "true",
"files" : ["/etc/cfn/cfn-hup.conf", "/et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
}
}
}
},
"Properties": {
"ImageId" : { "Fn::FindInMap" : [ "AWSRegionArch2AMI", { "Ref" : "AWS::Region" },
{ "Fn::FindInMap" : [ "AWSInstanceType2Arch", { "Ref" :
"InstanceType" }, "Arch" ] } ] },
"InstanceType"
: { "Ref" : "InstanceType" },
"KeyName"
: { "Ref" : "KeyName" },
"SecurityGroups" : [ {"Ref" : "WebServerSecurityGroup"} ],
"UserData"
: { "Fn::Base64" : { "Fn::Join" : ["", [
"#!/bin/bash -xe\n",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n",
"# Install the files and packages from the metadata\n",
"/opt/aws/bin/cfn-init -v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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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ource LaunchConfig ",
--region ", { "Ref" : "AWS::Region" }, "\n",

"# Start up the cfn-hup daemon to listen for changes to the Web Server

metadata\n",

"/opt/aws/bin/cfn-hup || error_exit 'Failed to start cfn-hup'\n",

}
},

]]}}

"# Signal the status from cfn-init\n",
"/opt/aws/bin/cfn-signal -e $?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Group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WebServerSecurityGroup" : {
"Type" :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 "Enable HTTP access via port 80 locked down to the ELB and SSH
access",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 "tcp", "FromPort" : "80", "ToPort" : "80",
"SourceSecurityGroupOwnerId" : {"Fn::GetAtt" : ["ElasticLoadBalancer",
"SourceSecurityGroup.OwnerAlias"]},"SourceSecurityGroupName" : {"Fn::GetAtt" :
["ElasticLoadBalancer", "SourceSecurityGroup.GroupName"]}},
{"IpProtocol" : "tcp", "FromPort" : "22", "ToPort" : "22", "CidrIp" : { "Ref" :
"SSHLocation"}}
]
}
}
},
"Outputs" : {
"WebsiteURL" : {
"Description" : "Application URL",
"Value" : { "Fn::Join" : ["", ["http://", { "Fn::GetAtt" : [ "ElasticLoadBalancer",
"DNSName" ]}]] }
}
}

}

가용성 및 영향 고려 사항
속성마다 스택의 리소스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속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지
만, 변경하기 전에 다음 질문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업데이트가 리소스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어 경보 임계값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중에 경보
를 비활성화합니다. 아시다시피, 인스턴스 유형을 변경하려면 인스턴스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
다. AWS CloudFormation은 기본 리소스에 대해 업데이트 또는 수정 작업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변경합니
다. 업데이트 영향을 이해하려면 특정 리소스에 대한 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변경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AMI 변경과 같이 리소스 속성에 대한 일부 변
경은 기본 서비스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변경의 경우, CloudFormation은 기본 리소스에 대해 업
데이트 또는 수정 유형의 API를 사용합니다. 불가능한 속성 변경의 경우, CloudFormation은 업데이트된
속성을 사용하여 새 리소스를 생성하고 나서 이전 리소스를 삭제하기 전에 새 리소스를 스택에 연결합니
다. CloudFormation이 스택 리소스의 중단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더라도, 리소스 대체는 다단계 프로세
스이며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스택 구성 중에는 애플리케이션이 부분적으로만 작동합니다. 예를 들
면 요청을 처리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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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리소스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시작 및 다른 구성 및 배포 서비스(예: Puppet및 Opscode Chef)
와의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 AWS CloudFormation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부트스트래핑
• Opscode Chef와 AWS CloudFormation 통합
• Puppet과 AWS CloudFormation 통합
이 단원 전체에서 사용된 템플릿은 "Hello, World" PHP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템플릿 라이브러리에는 cfnhup 및 cfn-init를 사용하여 ElasticCache와 PHP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함으로써 Amazon ElastiCache 캐시 클
러스터 구성 변경에 응답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Amazon ElastiCache 샘플 템플릿이 있으며, 이러한 모든 작
업은 업데이트 스택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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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의 보안
AWS에서는 클라우드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WS 고객은 보안에 가장 보안에 민감한 조직의 요
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안은 AWS와 귀하의 공동 책임입니다. 공동 책임 모델은 이 사항을 클라우드의 보안 및 클라우드 내 보안
으로 설명합니다.
• 클라우드의 보안 – AWS는 AWS 클라우드에서 AWS 서비스를 실행하는 인프라를 보호합니다. AWS는 또
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사 감사자는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
안 효과를 정기적으로 테스트하고 검증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 적용되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범위에 속하는 AWS 서비스를 참조하세요.
• 클라우드 내 보안 – 귀하의 책임은 귀하가 사용하는 AWS 서비스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귀하는 데이터
의 민감도, 회사 요구 사항,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비롯한 기타 요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AWS CloudFormation 사용 시 공동 책임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보안 및 규정 준수 목적에 맞게 AWS CloudFormation을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또한
AWS CloudFormation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AWS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
을 알아봅니다.
주제
• AWS CloudFormation의 데이터 보호 (p. 58)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을 통한 액세스 제어 (p. 59)
•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API 호출 로깅 (p. 70)
• AWS CloudFormation의 인프라 보안 (p. 73)
• AWS CloudFormation의 복원성 (p. 74)
• AWS CloudFormation의 규정 준수 확인 (p. 74)
• AWS CloudFormation의 구성 및 취약성 분석 (p. 74)
• AWS CloudFormation의 보안 모범 사례 (p. 75)

AWS CloudFormation의 데이터 보호
AWS 공동 책임 모델은 AWS CloudFormation의 데이터 보호에 적용됩니다. 이 모델에 설명된 대로 AWS는
모든 AWS 클라우드 클라우드를 실행하는 글로벌 인프라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인프라에서 호스팅되는 콘
텐츠에 대한 제어를 유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이 콘텐츠에는 사용하는 AWS 서비스에 대한 보안
구성 및 관리 작업이 포함됩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FAQ를 참조
하십시오. 유럽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보안 블로그의 AWS 공동 책임 모델과 GDPR 블
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AWS 계정 자격 증명을 보호하고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를 사용
해 개별 사용자 계정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각 사용자에게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이
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만 부여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계정마다 멀티 팩터 인증(MFA)을 사용합니다.
• SSL/TLS를 사용하여 AWS 리소스와 통신합니다. TLS 1.2 이상을 권장합니다.
• AWS CloudTrail로 API 및 사용자 활동 로깅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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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암호화 솔루션을 AWS 서비스 내의 모든 기본 보안 컨트롤과 함께 사용합니다.
• Amazon S3에 저장된 개인 데이터를 검색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Amazon Macie와 같은 고급 관리
형 보안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 명령줄 인터페이스 또는 API를 통해 AWS에 액세스할 때 FIPS 140-2 검증된 암호화 모듈이 필요한 경우
FIPS 엔드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사용 가능한 FIPS 엔드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FIPS) 140-2를 참조하십시오.
이름 필드와 같은 자유 형식 필드나 태그에 고객 이메일 주소와 같은 기밀 또는 민감한 정보를 절대 입력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AWS CloudFormation 또는 기타 AWS 제품에서 콘솔, API, AWS CLI 또는 AWS SDK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름 필드와 같은 자유 형식 필드나 태그에 입력하는 모든 데이터는
결제 또는 진단 로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외부 서버에 URL을 제공할 때 해당 서버에 대한 요청을 검증하
기 위해 자격 증명 정보를 URL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저장된 암호화
AWS 공동 책임 모델에 따라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고객은 자
신의 계정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및 스토리지 정책을 설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3 버킷
또는 SNS 주제에 저장된 템플릿 및 기타 데이터에 대해 저장 시 암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은
CloudFormation에서 프로비저닝한 모든 데이터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암호화 설정을 정의해야 합니
다.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
AWS CloudFormation에서는 공유 책임 모델에 따라 서비스 통신에 암호화된 채널을 사용합니다.

인터네트워크 트래픽 개인 정보 보호
AWS CloudFormation 서비스 통신은 기본적으로 리전 또는 가용 영역 간에 안전하게 암호화됩니다.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을 통한 액세
스 제어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를 사용하여 AWS 계정에서 어떤 사용자가 어느 리소스에 액세
스 가능한지를 제어할 수 있는 IAM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IAM을 AWS CloudFormation과 함께 사용
하여 사용자가 AWS CloudFormation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예: 스택 템플릿을 보거나, 스택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작업에 더해 각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AWS 서비스 및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
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할 때 액세스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Amazon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종료하거나, VPC를 업데이
트할 수 있는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항
상 동일한 권한이 적용됩니다.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을 지원하는 AWS 서
비스를 참조하세요.
주제
• AWS CloudFormation 작업 (p. 60)
• AWS CloudFormation 리소스 (p. 61)
• AWS CloudFormation 조건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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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IAM 리소스 승인 (p. 67)
•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자격 증명 관리 (p. 68)
• 임시 액세스 권한 부여(연동된 액세스) (p. 68)
• AWS CloudFormation 서비스 역할 (p. 69)

AWS CloudFormation 작업
AWS 계정에서 그룹 또는 IAM 사용자를 생성할 경우 부여할 권한을 지정하는 IAM 정책을 해당 그룹 또는 사
용자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트리 레벨 개발자의 그룹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모든 엔트리
레벨 개발자를 포함하는 Junior application developers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용
자에게 AWS CloudFormation 스택 보기만 허용하는 정책을 해당 그룹에 연결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다음
예제와 같은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mple 스택 보기 권한을 부여하는 샘플 정책
{

}

"Version":"2012-10-17",
"Statement":[{
"Effect":"Allow",
"Action":[
"cloudformation:DescribeStacks",
"cloudformation:DescribeStackEvents",
"cloudformation:DescribeStackResource",
"cloudformation:DescribeStackResources"
],
"Resource":"*"
}]

이 정책에서는 DescribeStack 요소에 나열된 모든 Action API 작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Important
명령문에서 스택 이름 또는 ID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요소에 대해 Resource 와일드카드를 사용
하여 작업에 대한 모든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 작업 이외에 스택을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IAM 사용자는 스택 템플릿에 따라 추가 권
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mazon SQS 대기열을 설명하는 템플릿이 있는 경우 다음 샘플 정책과 같이
Amazon SQS 작업에서 스택을 성공적으로 생성하려면 해당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Example 스택 작업과 모든 Amazon SQS 작업 생성 및 보기를 허용하는 샘플 정책
{

}

"Version":"2012-10-17",
"Statement":[{
"Effect":"Allow",
"Action":[
"sqs:*",
"cloudformation:CreateStack",
"cloudformation:DescribeStacks",
"cloudformation:DescribeStackEvents",
"cloudformation:DescribeStackResources",
"cloudformation:GetTemplate",
"cloudformation:ValidateTemplate"
],
"Resource":"*"
}]

API 버전 2010-05-15
6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CloudFormation 리소스

허용 또는 거부 가능한 모든 AWS CloudFormation 작업 목록은 AWS CloudFormation API Reference를 참조
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콘솔별 작업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하는 IAM 사용자는 AWS Command Line Interface 또는 AWS
CloudFormation API를 사용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추가 권한이 필요합니다. CLI 및 API와 비교하여 콘솔은
추가 권한이 필요한 다른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예: AWS 특정 파라미터 유형 (p. 278)에 대한 드롭다운
목록 및 Amazon S3 버킷에 대한 템플릿 업로드).
다음의 모든 작업에서는 모든 리소스에 대한 권한 부여가 특정 스택 또는 버킷에 대한 작업으로 제한되지 않
습니다.
다음 필수 작업은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만 사용되며 API 참조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작업
을 통해 템플릿을 Amazon S3 버킷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CreateUploadBucket

템플릿을 업로드할 때 다음과 같은 Amazon S3 권한이 필요합니다.
s3:PutObject
s3:ListBucket
s3:GetObject
s3:CreateBucket

AWS 특정 파라미터 유형 (p. 278)을 가진 템플릿의 경우 해당 Describe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
합니다. 예를 들어, 템플릿에 AWS::EC2::KeyPair::KeyName 파라미터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C2
DescribeKeyPairs 작업을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콘솔에서 파라미터 드롭
다운 목록에 대한 값을 가져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다른 파라미터 유형에 필요한 작업을 보여줍니다.
ec2:DescribeSecurityGroups (for the AWS::EC2::SecurityGroup::Id parameter type)
ec2:DescribeSubnets (for the Subnet::Id parameter type)
ec2:DescribeVpcs (for the AWS::EC2::VPC::Id parameter type)

AWS CloudFormation 리소스
AWS CloudFormation은 리소스 수준 권한을 지원하므로 다음 정책과 같이 특정 스택에 대한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mple MyProductionStack에 대한 스택 삭제 및 업데이트 작업을 거부하는 샘플 정책
{

*"
}

"Version":"2012-10-17",
"Statement":[{
"Effect":"Deny",
"Action":[
"cloudformation:DeleteStack",
"cloudformation:UpdateStack"
],
"Resource":"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MyProductionStack/
}]

위 정책에서는 스택 이름의 끝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므로 전체 스택 ID(예: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MyProduction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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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9dbf0-43c2-11e3-a6e8-50fa526be49c) 및 스택 이름(예: MyProductionStack)에 대한 스택 삭
제 작업과 업데이트 작업이 거부됩니다.
변경 세트를 만들기 위해 AWS::Serverless 변환을 허용하려면 다음 정책에 나온 것과 같이 해당 정책에
arn:aws:cloudformation:<region>:aws:transform/Serverless-2016-10-31 리소스 수준 권
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Example 변형에 대한 변경 세트 생성 작업을 허용하는 예제 정책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cloudformation:CreateChangeSet"
],
"Resource": "arn:aws:cloudformation:us-west-2:aws:transform/Serverless-2016-10-31"
}]

서비스 관리형 스택 세트 권한을 부여하는 샘플 정책
다음은 보안 주체 엔터티(사용자, 역할 또는 그룹)에 서비스 관리 스택 세트 권한을 부여하는 샘
플 IAM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적용 받는 사용자는 Amazon S3 리소스 유형(AWS::S3::*) 또는
AWS::SES::ConfigurationSet 리소스 유형을 포함하는 템플릿으로만 스택 세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ID 123456789012로 조직 관리 계정에 로그인한 경우, 사용자는 ID ou-1fsfsrsdsfrewr인 OU를
대상으로 하는 스택 세트에 대해서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ID 987654321012인 AWS 계정을 대상으로
하는 ID stack-set-id인 스택 세트에 대해서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택 세트 템플릿에 정책에 지정된 리소스 유형이 아닌 다른 리소스 유형이 포함되어 있거나, 배포 대상이 해
당 관리 계정 및 스택 세트 정책에 지정되지 않은 OU 또는 계정 ID인 경우 스택 세트 작업이 실패합니다.
이러한 정책 제한은 스택 세트 작업이 us-east-1, us-west-2, 또는 eu-west-2 리전을 대상으로 하는 경
우에만 적용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cloudformation:*"
],
"Resource": [
"arn:aws:cloudformation:*:*:stackset/*",
"arn:aws:cloudformation:*::type/resource/AWS-S3-*",
"arn:aws:cloudformation:us-west-2::type/resource/AWS-SES-ConfigurationSet",
"arn:aws:cloudformation::123456789012:stackset-target/*/ou-1fsfsrsdsfrewr",
"arn:aws:cloudformation::123456789012:stackset-target/stack-setid/987654321012"
],
"Condition": {
"ForAllValues:StringEqualsIgnoreCase": {
"cloudformation:TargetRegion": [
"us-east-1",
"us-west-2",
"eu-west-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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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WS CloudFormation 조건
필요할 경우 IAM 정책에서 정책이 적용되는 시점을 제어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AM 사
용자가 특정 템플릿 URL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스택 생성을 허용하는 정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 적용
을 중지할 시점을 지정하는 AWS CloudFormation 특정 조건 및 AWS 전체 조건(예: DateLessThan)을 정의
할 수 있습니다. AWS 전체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목록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정책 요소 참조에서
조건 섹션을 참조하세요.

Note
AWS 전체 조건인 aws:SourceIp를 사용하지 마세요.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원본 요청의
IP 주소가 아니라 자체 IP 주소를 사용하여 탑재 대상을 프로비저닝합니다. 예를 들어, 스택을 생성
할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CreateStack 호출 또는 aws cloudformation createstack 명령의 IP 주소가 아니라 자체 IP 주소에서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거나 S3 버킷을 생성하도
록 요청합니다.
다음 목록에서는 AWS CloudFormation 특정 조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사용자가 스택을 생성
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cloudformation:ChangeSetName
정책과 연결할 AWS CloudFormation 변경 세트 이름입니다. 이 조건을 사용하여 IAM 사용자가 실행하
거나 삭제할 수 있는 변경 세트를 제어합니다.
cloudformation:ImportResourceTypes
정책과 연결할 템플릿 리소스 유형(예: AWS::EC2::Instance)입니다. 이 조건을 사용하여
IAM 사용자가 스택에 리소스를 가져올 때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유형을 제어합니다. 사용자가
ResourcesToImport 파라미터에서 선언하는 리소스 유형에 대해 이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조건은 현
재 CLI 및 API 요청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가져오기 작업 중에 사용자
가 제어할 모든 리소스 유형을 지정해야 합니다. ResourcesToImport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API Reference의 CreateChangeSet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가능한 ResourcesToImport에 대한 목록은 가져오기 작업을 지원하는 리소스를 참조하세요.
세 부분으로 구성된 리소스 명명 규칙을 사용하면 조직 전체의 모든 리소스에서 개별 리소스 유형까지
사용자가 작업할 수 있는 리소스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organization::*
지정된 조직에 대한 모든 리소스 유형을 지정합니다.
organization::service_name::*
지정된 조직 내에 지정된 서비스에 대한 모든 리소스 유형을 지정합니다.
organization::service_name::resource_type
특정 리소스 유형을 지정합니다.
예:
AWS::*
지원되는 모든 AWS 리소스 유형을 지정합니다.
AWS::service_name::*
특정 AWS 서비스에 대한 모든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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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ervice_name::resource_type
특정 AWS 리소스 유형(예: AWS::EC2::Instance[모든 EC2 인스턴스])을 지정합니다.
cloudformation:ResourceTypes
정책과 연결할 템플릿 리소스 유형(예: AWS::EC2::Instance)입니다. 이 조건을 사용하여 IAM
사용자가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작업할 수 있는 리소스 유형을 제어합니다. 사용자가
ResourceTypes 파라미터에서 선언하는 리소스 유형에 대해 이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조건은 현재
CLI 및 API 요청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이 파라미터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템플릿에 있는 모든 리
소스 유형을 지정해야 합니다. ResourceTypes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API Reference의 CreateStack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유형의 목록은 AWS 리소스 및 속성 유형 참조 (p. 72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세 부분으로 구성된 리소스 명명 규칙을 사용하면 조직 전체의 모든 리소스에서 개별 리소스 유형까지
사용자가 작업할 수 있는 리소스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organization::*
지정된 조직에 대한 모든 리소스 유형을 지정합니다.
organization::service_name::*
지정된 조직 내에 지정된 서비스에 대한 모든 리소스 유형을 지정합니다.
organization::service_name::resource_type
특정 리소스 유형을 지정합니다.
예:
AWS::*
지원되는 모든 AWS 리소스 유형을 지정합니다.
AWS::service_name::*
특정 AWS 서비스에 대한 모든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AWS::service_name::resource_type
특정 AWS 리소스 유형(예: AWS::EC2::Instance[모든 EC2 인스턴스])을 지정합니다.
Alexa::ASK::*
Alexa Skill Kit의 모든 리소스 유형을 지정합니다.
Alexa::ASK::Skill
개별 스킬 리소스 유형을 지정합니다.
Custom::*
모든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사용자 지정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참조하세요.
Custom::resource_type
특정 사용자 정의 리소스 유형을 지정합니다.
사용자 지정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참조하세요.
cloudformation:RoleARN
정책과 연결할 IAM 서비스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 조건을 사용하여 IAM 사용자가
스택 또는 변경 세트로 작업할 때 사용할 있는 서비스 역할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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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ormation:StackPolicyUrl
정책과 연결할 Amazon S3 스택 정책 URL입니다. 이 조건을 사용하여 IAM 사용자가 스택 생성 또는 업
데이트 작업 중에 스택과 연결할 수 있는 스택 정책을 제어합니다. 스택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 방지 (p. 15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Note
IAM 사용자가 업로드된 스택 정책을 통해서만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려
면 해당 사용자에 대해 S3 버킷을 read only로 설정합니다.
cloudformation:TemplateUrl
정책과 연결할 Amazon S3 템플릿 URL입니다. 이 조건을 사용하여 IAM 사용자가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
데이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어합니다.

Note
IAM 사용자가 업로드된 템플릿을 통해서만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해당 사용자에 대해 S3 버킷을 read only로 설정합니다.

Note
동일한 이름의 API 파라미터에 다음과 같은 AWS CloudFormation 관련 조건이 적용됩니다.
• cloudformation:ChangeSetName
• cloudformation:RoleARN
• cloudformation:StackPolicyUrl
• cloudformation:TemplateUrl
예를 들어 cloudformation:TemplateUrl은 CreateStack, UpdateStack 및
CreateChangeSet API의 TemplateUrl 파라미터에만 적용됩니다.

예제:
다음 정책 예제에서는 사용자가 https://s3.amazonaws.com/testbucket/test.template 템플릿
URL을 통해서만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도록 허용합니다.

Example 템플릿 URL 조건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 : "Allow",
"Action" : [ "cloudformation:CreateStack", "cloudformation:UpdateStack" ],
"Resource" : "*",
"Condition" : {
"ForAllValues:StringEquals" : {
"cloudformation:TemplateUrl" : [ "https://s3.amazonaws.com/testbucket/
test.template" ]
}
}
}
]
}

다음 예제 정책은 사용자가 가져오기 작업을 제외한 모든 AWS CloudFormation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허
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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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리소스 유형 가져오기 조건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llowAllStackOperations",
"Effect": "Allow",
"Action": "cloudformation:*",
"Resource": "*"
},
{
"Sid": "DenyImport",
"Effect": "Deny",
"Action": "cloudformation:*",
"Resource": "*",
"Condition": {
"ForAnyValue:StringLike": {
"cloudformation:ImportResourceTypes": [
"*"
]
}
}
}
]

다음 예제 정책은 모든 스택 작업을 비롯해 지정된 리소스에 대해서만 가져오기 작업(이 예제에서는
AWS::S3::Bucket)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Example 리소스 유형 가져오기 조건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llowImport",
"Effect": "Allow",
"Action": "cloudformation:*",
"Resource": "*"
"Condition": {
"ForAllValues:StringEqualsIgnoreCase": {
"cloudformation:ImportResourceTypes": [
"AWS::S3::Bucket"
]
}
}
}
]

다음 정책 예제에서는 사용자의 스택 생성을 허용하되, 스택의 템플릿에 IAM 서비스의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요청을 거부합니다. 또한 정책을 통해 사용자에게 ResourceTypes 파라미터를 지정하도록 요구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CLI 및 API 요청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명시적 거부문을 사용하므로 다
른 정책에서 추가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이 정책은 항상 적용됩니다(명시적 거부문이 명시적 허용문보다 항
상 우선).

Example 리소스 유형 조건
{

"Version":"2012-10-17",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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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fect" : "Allow",
"Action" : [ "cloudformation:CreateStack" ],
"Resource" : "*"
},
{
"Effect" : "Deny",
"Action" : [ "cloudformation:CreateStack" ],
"Resource" : "*",
"Condition" : {
"ForAnyValue:StringLikeIfExists" : {
"cloudformation:ResourceTypes" : [ "AWS::IAM::*" ]
}
}
},
{
"Effect": "Deny",
"Action" : [ "cloudformation:CreateStack" ],
"Resource": "*",
"Condition": {
"Null": {
"cloudformation:ResourceTypes": "true"
}
}
}

다음 정책 예제는 이전 예제와 비슷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스택의 템플릿에 IAM 서비스의 리소스가 포함되
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스택을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ResourceTypes 파라
미터를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CLI 및 API 요청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더 간단하지만 명시적 거부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다른 정책에서 이 정책을 재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mple 리소스 유형 조건
{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 : "Allow",
"Action" : [ "cloudformation:CreateStack" ],
"Resource" : "*",
"Condition" : {
"ForAllValues:StringNotLikeIfExists" : {
"cloudformation:ResourceTypes" : [ "AWS::IAM::*" ]
},
"Null":{
"cloudformation:ResourceTypes": "false"
}
}
}
]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IAM 리소스 승인
스택을 생성하기 전에 AWS CloudFormation에서 템플릿을 검증합니다. 검증하는 동안 AWS
CloudFormation은 템플릿에서 생성할 수 있는 IAM 리소스를 확인합니다. IAM 리소스(예: 모든 권한을 가진
IAM 사용자)는 AWS 계정의 모든 리소스에 액세스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컬레이션된 권한을
가진 리소스를 실수로 생성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하기 전에 각 IAM 리소스에 연결된 권한을 검토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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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쳤음을 알 수 있도록 AWS CloudFormation에서 스택을 생성하기 전에 지정된 기능
을 제공하여 템플릿에 이러한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음을 승인해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 콘솔, AWS Command Line Interface(CLI) 또는 API를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의 기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는 스택 생성 마법사 또는 스택 업데이트 마법사의 검토 페이지에서 이
템플릿이 IAM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I acknowledge that this template may create IAM
resources)를 선택합니다.
• CLI에서는 aws cloudformation create-stack 및 aws cloudformation update-stack 명령
을 사용할 경우 --capabilities 파라미터에 대해 CAPABILITY_IAM 또는 CAPABILITY_NAMED_IAM
값을 지정합니다. 템플릿에 IAM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어느 기능이든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에 IAM 리소스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CAPABILITY_NAMED_IAM을 지정해야 합
니다.
• API에서는 CreateStack 및 UpdateStack 작업을 사용할 경
우 Capabilities.member.1=CAPABILITY_IAM 또는
Capabilities.member.1=CAPABILITY_NAMED_IAM을 지정합니다. 템플릿에 IAM 리소스가 포함되
어 있는 경우 어느 기능이든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에 IAM 리소스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이름이 포함되
어 있는 경우 CAPABILITY_NAMED_IAM을 지정해야 합니다.

Important
템플릿에 사용자 지정 이름의 IAM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템플릿을 재사용하여 여러
스택을 생성하지 마십시오. IAM 리소스는 계정 내에서 전역적으로 고유해야 합니다. 동일한 템플릿
을 사용하여 다양한 리전에서 여러 스택을 생성할 경우 각 스택이 고유한 리소스를 갖지 않고 동일
한 IAM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스택 간에 리소스를 공유하면 복구할 수 없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스택에서 공유되는 IAM 리소스를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할
경우 다른 스택의 리소스를 의도치 않게 수정하게 됩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자격 증명 관리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하고 Amazon S3 버킷, DynamoDB 표 등과 같은 AWS 리소스에 요청하는
데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AWS 보안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
작하는 모든 인스턴스에 장기 보안 자격 증명을 배포하여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AM 사용자 자격 증명과 같은 장기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대신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Amazon EC2 인스턴스와 연결되는 IAM 역할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에서 Amazon
EC2 인스턴스로부터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턴스에 장기 자격 증명을 포함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자격 증명을 더 쉽게 관리하려면 여러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해 단일 역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턴스별로 고유한 자격 증명을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할을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템플릿 조각은 IAM 역할 템플릿의 예 (p. 550) 단
원을 참조하십시오.

Note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인스턴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모든 AWS CloudFormation 작업
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WS CloudFormation은 많은 다른 AWS 서비스와 상호 작용하므로
사용하려는 모든 서비스에서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지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TS를 지원하는 AWS 서비스를 참조하세요.

임시 액세스 권한 부여(연동된 액세스)
경우에 따라 AWS 자격 증명이 없는 사용자에게 AWS 계정에 대한 임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
다. 임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때마다 장기 자격 증명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대신 AWS Security 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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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AWS STS)를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IAM 역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IAM 역할에서 액세스
키, 보안 액세스 키 및 보안 토큰을 포함하는 다양한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생성한 다
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 증명은 수명이 제한적이므로 만료된 이후에는 AWS 계정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IAM 역할을 생성하여 개별 사용자에게 다양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
습니다. IAM 역할은 연합 ID, Single Sign-On 등과 같은 시나리오에 유용합니다.
연합 ID는 여러 시스템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개별 자격 증명입니다. 설정된 온프레미스 자격 증명 시스템
(예: LDAP 또는 Active Directory)이 있는 엔터프라이즈 사용자의 경우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든 인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인증된 후 해당 IAM 사용자 또는 역할의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administrators 및 developers 역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dministrators 역할은
AWS 계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developers 역할은 AWS CloudFormation 스택 작업 권한만 가집니다.
관리자는 인증을 받은 후 administrators 역할에서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
니다. 하지만 개발자는 developers 역할에서만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합된 사용자에게 AWS Management Console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온프
레미스 자격 증명 시스템을 통해 인증한 후 AWS Management Console에 대한 직접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
는 임시 URL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시 URL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인증되었으
므로(Single Sign-On) AWS에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URL은 사용자의 임시 보안 자격 증명으로 구
성되므로 이러한 자격 증명으로 사용 가능한 권한에 따라 사용자가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보유하
는 권한이 결정됩니다.
여러 AWS STS API를 사용하여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API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Using Temporary Security Credentials의 임시 보안 자격 증명 획득 방법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GetFederationToken API에서 생성된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경우 IAM으로 작업할 수
없습니다. IAM으로 작업해야 하는 경우 특정 역할의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대신 사용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은 다양한 다른 AWS 서비스와 상호 작용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사용할 경우 사용하려는 모든 서비스에서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AWS STS를 지원하는 AWS 서비스를 참조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Using Temporary Security Credentials에서 다음 관련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 임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시나리오
• AWS Management Console에 대한 연합된 사용자 직접 액세스 권한 부여

AWS CloudFormation 서비스 역할
서비스 역할은 AWS CloudFormation에 스택의 리소스를 자동으로 호출하도록 허용하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입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스택 리소스를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
제하도록 허용하는 IAM 역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 작업
에 대한 사용자 자격 증명으로부터 생성되는 임시 세션을 사용합니다. 서비스 역할을 지정한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역할의 자격 증명을 사용합니다.
서비스 역할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명시적으로 지정합니다. 이 작업
은 사용자 또는 다른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 권한이 있지만
AWS CloudFormation 액세스를 Amazon EC2 작업만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IAM 서비스를 사용하여 서비스 역할과 해당 권한 정책을 생성합니다. 서비스 역할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AWS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역할 생성을 참조하세요. 역할을 위임할 수 있는
서비스로 AWS CloudFormation(cloudformation.amazonaws.com)을 지정합니다.
서비스 역할을 스택과 연결하려면 스택을 생성할 때 역할을 지정합니다. 세부 정보는 AWS CloudFormation
스택 옵션 설정 (p. 104)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콘솔에서 스택을 업데이트 (p. 128)할 때 서비스 역할
을 변경하거나 API를 통해 스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역할을 지정하기 전에 역할을 전달할 권한
(iam:PassRole)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iam:PassRole 권한은 사용 가능한 역할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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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서비스 역할을 지정할 때 AWS CloudFormation에서는 해당 스택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항상 해당 역할을 사용합니다. 스택이 생성된 후에는 스택에 연결된 서비스 역할을 제거할 수 없습
니다. 이 스택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다른 사용자는 이 역할을 전달할 수 있는 권
한이 없더라도 이 역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할에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의 권한을 실수로 에스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은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합
니다.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API 호출 로깅
AWS CloudFormation는 CloudFormation의 사용자, 역할 또는 AWS 서비스가 수행한 작업에 대한 레코
드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AWS CloudTrail과 통합됩니다. CloudTrail은 CloudFormation 콘솔의 호출 및
CloudFormation API 코드 호출 등 CloudFormation에 대한 모든 API 호출을 이벤트로 캡처합니다. 추적을 생
성하면 CloudFormation 이벤트를 비롯하여 CloudTrail 이벤트를 Amazon S3 버킷으로 지속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추적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Event history(이벤트 기록)에서 CloudTrail 콘솔의 최신 이벤트를 볼 수
도 있습니다. CloudTrail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CloudFormation에 수행된 요청, 요청이 수행된 IP 주
소, 요청을 수행한 사람, 요청이 수행된 시간 및 추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oudTrai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 U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주제
• CloudTrail의 CloudFormation 정보 (p. 70)
• CloudFormation 로그 파일 항목 이해 (p. 71)

CloudTrail의 CloudFormation 정보
CloudTrail은 계정 생성 시 AWS 계정에서 활성화됩니다. CloudFormation에서 활동이 수행되면 해당 활동은
[이벤트 기록(Event history)]에서 다른 AWS 서비스 이벤트와 함께 CloudTrail 이벤트에 기록됩니다. AWS 계
정에서 최신 이벤트를 확인, 검색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Trail 이벤트 기록에서 이
벤트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CloudFormation에 대한 이벤트를 포함하여 AWS 계정에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려면 추적을 생성합니
다. 추적은 CloudTrail이 Amazon S3 버킷으로 로그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콘솔에서 추적을 생성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리전에 추적이 적용됩니다. 추적은 AWS 파티션에 있는 모든 리전의 이벤트를 로깅하
고 지정한 Amazon S3 버킷으로 로그 파일을 전송합니다. 또는 CloudTrail 로그에서 수집된 이벤트 데이터를
추가 분석 및 처리하도록 다른 AWS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
• 추적 생성 개요
• CloudTrail 지원 서비스 및 통합
• CloudTrail에 대한 Amazon SNS 알림 구성
• 여러 리전에서 CloudTrail 로그 파일 수신 및 여러 계정에서 CloudTrail 로그 파일 수신
모든 CloudFormation 작업이 CloudTrail에서 로깅되고 AWS CloudFormation API Reference에서 문서화됩
니다. 예를 들어, CreateStack, DeleteStack 및 ListStacks 섹션을 호출하면 CloudTrail 로그 파일에
항목이 생성됩니다.
모든 이벤트 및 로그 항목에는 요청을 생성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격 증명 정보를 이용하
면 다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요청을 루트로 했는지 아니면 IAM 사용자 자격 증명으로 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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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또는 연합된 사용자에 대한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요청이 생성되었는지 여부.
• 다른 AWS 서비스에서 요청했는지 여부.
자세한 내용은 CloudTrail userIdentity 요소를 참조하십시오.

CloudFormation 로그 파일 항목 이해
추적은 지정한 Amazon S3 버킷에 이벤트를 로그 파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구성입니다. CloudTrail
로그 파일에는 하나 이상의 로그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벤트는 어떤 소스로부터의 단일 요청을 나타내며 요
청된 작업, 작업 날짜와 시간, 요청 파라미터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loudTrail 로그 파일은 퍼
블릭 API 호출의 주문 스택 추적이 아니므로 특정 순서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 예제는 CreateStack 작업을 보여주는 CloudTrail 로그 항목입니다. Alice라는 IAM 사용자가 수행한
작업입니다.

Note
입력 파라미터 키 이름만 로깅되고 파라미터 값은 로깅되지 않습니다.
{

"eventVersion": "1.01",
"userIdentity": {
"type": "IAMUser",
"principalId": "AIDAABCDEFGHIJKLNMOPQ",
"arn": "arn:aws:iam::012345678910:user/Alice",
"accountId": "012345678910",
"accessKeyId": "AKIDEXAMPLE",
"userName": "Alice"
},
"eventTime": "2014-03-24T21:02:43Z",
"eventSource": "cloudformation.amazonaws.com",
"eventName": "CreateStack",
"awsRegion": "us-east-1",
"sourceIPAddress": "127.0.0.1",
"userAgent": "aws-cli/1.2.11 Python/2.7.4 Linux/2.6.18-164.el5",
"requestParameters": {
"templateURL": "DOC-EXAMPLE-BUCKET1",
"tags": [
{
"key": "test",
"value": "tag"
}
],
"stackName": "my-test-stack",
"disableRollback": true,
"parameters": [
{
"parameterKey": "password"
},
{
"parameterKey": "securitygroup"
}
]
},
"responseElements":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012345678910:stack/my-test-stack/a38e6a60b397-11e3-b0fc-08002755629e"
},
"requestID": "9f960720-b397-11e3-bb75-a5b75389b02d",
"eventID": "9bf6cfb8-83e1-4589-9a70-b971e727099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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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제는 Alice가 UpdateStack 스택에서 my-test-stack 작업을 호출한 것을 보여 줍니다.
{

"eventVersion": "1.01",
"userIdentity": {
"type": "IAMUser",
"principalId": "AIDAABCDEFGHIJKLNMOPQ",
"arn": "arn:aws:iam::012345678910:user/Alice",
"accountId": "012345678910",
"accessKeyId": "AKIDEXAMPLE",
"userName": "Alice"
},
"eventTime": "2014-03-24T21:04:29Z",
"eventSource": "cloudformation.amazonaws.com",
"eventName": "UpdateStack",
"awsRegion": "us-east-1",
"sourceIPAddress": "127.0.0.1",
"userAgent": "aws-cli/1.2.11 Python/2.7.4 Linux/2.6.18-164.el5",
"requestParameters": {
"templateURL": "DOC-EXAMPLE-BUCKET1",
"parameters": [
{
"parameterKey": "password"
},
{
"parameterKey": "securitygroup"
}
],
"stackName": "my-test-stack"
},
"responseElements":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012345678910:stack/my-test-stack/a38e6a60b397-11e3-b0fc-08002755629e"
},
"requestID": "def0bf5a-b397-11e3-bb75-a5b75389b02d",
"eventID": "637707ce-e4a3-4af1-8edc-16e37e851b17"
}

다음 예제는 Alice가 ListStacks 작업을 호출한 것을 보여 줍니다.
{

}

"eventVersion": "1.01",
"userIdentity": {
"type": "IAMUser",
"principalId": "AIDAABCDEFGHIJKLNMOPQ",
"arn": "arn:aws:iam::012345678910:user/Alice",
"accountId": "012345678910",
"accessKeyId": "AKIDEXAMPLE",
"userName": "Alice"
},
"eventTime": "2014-03-24T21:03:16Z",
"eventSource": "cloudformation.amazonaws.com",
"eventName": "ListStacks",
"awsRegion": "us-east-1",
"sourceIPAddress": "127.0.0.1",
"userAgent": "aws-cli/1.2.11 Python/2.7.4 Linux/2.6.18-164.el5",
"requestParameters": null,
"responseElements": null,
"requestID": "b7d351d7-b397-11e3-bb75-a5b75389b02d",
"eventID": "918206d0-7281-4629-b778-b91eb0d83ce5"

다음 예제는 Alice가 DescribeStacks 스택에서 my-test-stack 작업을 호출한 것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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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entVersion": "1.01",
"userIdentity": {
"type": "IAMUser",
"principalId": "AIDAABCDEFGHIJKLNMOPQ",
"arn": "arn:aws:iam::012345678910:user/Alice",
"accountId": "012345678910",
"accessKeyId": "AKIDEXAMPLE",
"userName": "Alice"
},
"eventTime": "2014-03-24T21:06:15Z",
"eventSource": "cloudformation.amazonaws.com",
"eventName": "DescribeStacks",
"awsRegion": "us-east-1",
"sourceIPAddress": "127.0.0.1",
"userAgent": "aws-cli/1.2.11 Python/2.7.4 Linux/2.6.18-164.el5",
"requestParameters": {
"stackName": "my-test-stack"
},
"responseElements": null,
"requestID": "224f2586-b398-11e3-bb75-a5b75389b02d",
"eventID": "9e5b2fc9-1ba8-409b-9c13-587c2ea940e2"

다음 예제는 Alice가 DeleteStack 스택에서 my-test-stack 작업을 호출한 것을 보여 줍니다.
{

}

"eventVersion": "1.01",
"userIdentity": {
"type": "IAMUser",
"principalId": "AIDAABCDEFGHIJKLNMOPQ",
"arn": "arn:aws:iam::012345678910:user/Alice",
"accountId": "012345678910",
"accessKeyId": "AKIDEXAMPLE",
"userName": "Alice"
},
"eventTime": "2014-03-24T21:07:15Z",
"eventSource": "cloudformation.amazonaws.com",
"eventName": "DeleteStack",
"awsRegion": "us-east-1",
"sourceIPAddress": "127.0.0.1",
"userAgent": "aws-cli/1.2.11 Python/2.7.4 Linux/2.6.18-164.el5",
"requestParameters": {
"stackName": "my-test-stack"
},
"responseElements": null,
"requestID": "42dae739-b398-11e3-bb75-a5b75389b02d",
"eventID": "4965eb38-5705-4942-bb7f-20ebe79aa9aa"

AWS CloudFormation의 인프라 보안
관리형 서비스인 AWS CloudFormation는 Amazon Web Services: 보안 프로세스 개요 백서에 설명된 AWS
글로벌 네트워크 보안 절차로 보호됩니다.
AWS에서 게시한 API 호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AWS CloudFormation에 액세스합니다. 클라이언트
가 TLS(전송 계층 보안) 1.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TLS 1.2 이상을 권장합니다. 클라이언트는 Ephemeral
Diffie-Hellman(DHE) 또는 Elliptic Curve Ephemeral Diffie-Hellman(ECDHE)과 같은 PFS(전달 완전 보안,
Perfect Forward Secrecy)가 포함된 암호 제품군도 지원해야 합니다. Java 7 이상의 최신 시스템은 대부분 이
러한 모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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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요청은 액세스 키 ID 및 IAM 주체와 관련된 보안 액세스 키를 사용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또는 AWS
Security Token Service(AWS STS)를 사용하여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생성하여 요청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PI 작업은 어떤 네트워크 위치에서든 호출할 수 있지만, AWS CloudFormation은 소스 IP 주소에 따
른 제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는 리소스 기반 액세스 정책을 지원합니다. AWS CloudFormation 정책을 사용하
여 특정 Amazon Virtual Private Cloud(Amazon VPC) 엔드포인트 또는 특정 VPC에서 액세스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WS 네트워크의 특정 VPC에서만 특정 AWS CloudFormation 리소스에 대한 네트워크 액
세스가 효과적으로 격리됩니다.

AWS CloudFormation의 복원성
AWS 글로벌 인프라는 AWS 리전 및 가용 영역을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AWS 리전에서는 물리적으로 분리
되고 격리된 다수의 가용 영역을 제공하며 이러한 가용 영역은 짧은 지연 시간, 높은 처리량 및 높은 중복성
을 갖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용 영역을 사용하면 중단 없이 영역 간에 자동으로 장애 조치가 이
루어지는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용 영역은 기존의 단일 또는 다
중 데이터 센터 인프라보다 가용성, 내결함성,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AWS 리전 및 가용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글로벌 인프라를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의 규정 준수 확인
서드 파티 감사자는 여러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WS CloudFormation의 보안 및 규정 준수를
평가합니다.
AWS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 제공 범위 내 AWS 서비스 페이지에서 특정 규정 준수 프로그램 범위 내 자주 업
데이트되는 AWS 서비스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AWS Artifact를 사용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타사 감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Artifact의
보고서 다운로드를 참조하세요.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참조하세요.
AWS CloudFormation 사용 시 귀하의 규정 준수 책임은 데이터의 민감도, 조직의 규정 준수 목표, 관련 법률
과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AWS CloudFormation 사용 시 HIPAA, PCI, FedRAMP와 같은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AWS의 도움말 리소스를 활용하세요.
• 보안 및 규정 준수 빠른 시작 안내서에서는 아키텍처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보안 및 규정 준수에 중점
을 둔 기본 AWS 환경을 배포하기 위한 단계를 제공합니다.
• HIPAA 보안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설계 백서에서는 기업에서 AWS를 사용하여 HIPAA 요구 사항을 충족하
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AWS 규정 준수 리소스는 귀사의 산업 및 위치에 적용될 수 있는 몇몇 종류별 워크북 및 안내서를 제공합
니다.
• AWS Config를 사용하여 리소스 구성이 내부 관행, 업계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
다. AWS Config를 사용하여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에서 프라이빗 리소스 유형을 추적합니다.
• Security Hub는 보안 업계 표준 및 모범 사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AWS 내 보안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의 구성 및 취약성 분석
구성 및 IT 제어는 AWS와 고객 간의 공동 책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공동 책임 모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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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의 보안 모범 사례
AWS CloudFormation는 자체 보안 정책을 개발하고 구현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
음 모범 사례는 일반적인 지침이며 완벽한 보안 솔루션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는 환경에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주제
• IAM을 사용하여 액세스 제어 (p. 75)
•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 (p. 75)
•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호출 로깅 (p. 75)

IAM을 사용하여 액세스 제어
IAM은 AWS에서 사용자 및 사용자 권한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WS 서비스입니다. AWS
CloudFormation에 IAM을 사용하여 스택 템플릿 보기, 스택 생성 또는 스택 삭제와 같은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AWS CloudFormation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관리하는 사람에
게는 누구나 이러한 스택 내의 리소스에 대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
여 Amazon EC2 인스턴스를 시작, 업데이트 또는 종료하려는 경우 관련 Amazon EC2 작업을 호출하기 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템플릿에서 모든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액세스 권한이 필요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은 사용자 대신 이러한 리소스를 생성, 수정 및 삭제하도록 호출합니다. 사용자와 AWS
CloudFormation 서비스 간에 권한을 분리하려면 서비스 역할을 사용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사
용자의 정책 대신 서비스 역할의 정책을 사용하여 호출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loudFormation 서비스
역할 (p. 69) 단원을 참조하세요.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 민감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대신, 스택 템플릿의 동적 참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적 참조는 AWS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 또는 AWS Secrets Manager와 같이 다른 서비
스에서 저장 및 관리되는 외부 값을 참조하는 간결하면서 강력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동적 참조 사용 시
CloudFormation은(는) 스택 및 변경 세트 작업 중에 필요한 경우 지정된 참조의 값을 검색하고 적절한 리소
스에 값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CloudFormation에서는 실제 참조 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
적 참조를 사용하여 템플릿 값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AWS Secrets Manager는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서비스의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암호화, 저장 및 검색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AWS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는 구성 데이터 관리를 위한 안전한 계층적 스토리
지를 제공합니다.
템플릿 파라미터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라미터 (p. 274)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호
출 로깅
AWS CloudTrail은 AWS 계정에서 AWS CloudFormation API를 호출하는 모든 사용자를 추적합니다. AWS
CloudFormation API, AWS CloudFormation 콘솔, 백엔드 콘솔 또는 AWS CloudFormation AWS CLI 명령을
사용할 때마다 API 호출이 로깅됩니다. 로깅을 활성화하고 로그를 저장할 Amazon S3 버킷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경우 계정에서 누가 어떤 AWS CloudFormation 호출을 실행했는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API 호출 로깅 (p. 70) 섹션을 참조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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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 모범 사례
모범 사례는 전체 워크플로우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
는 권장 사항입니다. 스택을 계획 및 구성하는 방법, 이러한 스택에서 실행되는 리소스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
케이션을 형성하는 템플릿을 생성하는 방법 및 스택 및 리소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다음 모범 사
례는 현재 CloudFormation 고객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합니다.
계획 및 구성
• 수명 주기 및 소유권별로 스택 구성 (p. 76)
• 교차 스택 참조를 사용하여 공유 리소스 내보내기 (p. 77)
• IAM을 사용하여 액세스 제어 (p. 75)
• 템플릿을 재사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스택 복제 (p. 77)
• 모든 리소스 유형에 대한 할당량 확인 (p. 77)
• 모듈을 사용하여 리소스 구성 재사용 (p. 77)
템플릿 생성
•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 (p. 75)
• AWS 특정 파라미터 유형 사용 (p. 78)
• 파라미터 제약 조건 사용 (p. 78)
• AWS::CloudFormation::Init을(를)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
션 배포 (p. 78)
• 최신 헬퍼 스크립트 사용 (p. 78)
• 템플릿을 사용하기 전에 템플릿 확인 (p. 79)
스택 관리
• AWS CloudFormation을 통해 모든 스택 리소스 관리 (p. 79)
• 스택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변경 세트 생성 (p. 79)
• 스택 정책 사용 (p. 80)
•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호출 로깅 (p. 75)
• 코드 검토 및 버전 관리를 사용하여 사용자 템플릿 관리 (p. 80)
• 정기적으로 Amazon EC2 Linux 인스턴스 업데이트 (p. 80)

수명 주기 및 소유권별로 스택 구성
AWS 리소스의 수명 주기 및 소유권을 사용하면 각 스택에 어떤 리소스가 있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스택에 모든 리소스를 넣어 둘 수 있지만 스택의 규모가 커지고 범위가 넓어지면 단
일 스택을 관리하는 것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공통 수명 주기 및 소유권으로 리소스를
그룹화하면 소유자는 다른 리소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유한 프로세스 및 일정을 사용하여 리소스 세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 및 엔지니어로 구성된 팀이 로드 밸런서를 지원하는 Autoscaling 인스턴스에서 호스팅되는
웹사이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웹사이트는 자체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고 웹사이트 팀에
서 유지하기 때문에 웹사이트 및 해당 리소스에 대한 스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에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소유하고
유지하는 별도의 스택에 있습니다. 웹사이트 팀 또는 데이터베이스 팀은 리소스를 업데이트해야 할 때마다
서로의 스택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리소스가 단일 스택에 있는 경우 업데이트 조
정 및 전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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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구성에 대한 추가 지침을 얻기 위해 다계층 아키텍처 및 서비스 중심 아키텍처(SOA), 이렇게 두 가지 공
통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층화된 아키텍처는 서로 위에 쌓이는 다중 수평 계층으로 스택을 구성하고, 여기서 각 계층은 바로 아래 계
층에 대한 종속성을 갖습니다. 각 계층에는 스택이 하나 이상 있을 수 있지만 각 계층 내에서 스택에는 수명
주기 및 소유권이 유사한 AWS 리소스가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중심 아키텍처 덕분에 커다란 비즈니스 문제를 관리 가능한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부분은 명확하게 정의된 목적을 갖는 서비스로, 독립형 기능 단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스택에 매
핑할 수 있으며 각 스택에는 자체 수명 주기 및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스택)는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함께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교차 스택 참조를 사용하여 공유 리소스 내보내기
수명 주기 및 소유권을 기반으로 AWS 리소스를 구성하는 경우 다른 스택에 있는 리소스를 사용하는 스택을
구축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값을 하드코딩하거나 입력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리소스 이름 및 ID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템플릿을 재사용하기 어렵거나 스택을 실행하기 위해 오버헤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신 교차 스택 참조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내보내면 내보낸 리소스를 다른 스택에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스택은 Fn::ImportValue 함수를 사용하여 내보낸 리소스를 호출해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VPC, 보안 그룹 및 서브넷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스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퍼블릭 웹 애플
리케이션에서 이러한 리소스를 사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리소스를 내보내면 퍼블릭 웹 애플리케이션
이 있는 모든 스택에서 이러한 리소스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연습: 다른 AWS
CloudFormation 스택의 리소스 출력 참조 (p. 380) 단원을 참조하세요.

모든 리소스 유형에 대한 할당량 확인
스택을 시작하기 전에 AWS 계정 제한에 도달하지 않고 모든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한을
초과한 경우 할당량을 늘리거나 추가 리소스를 삭제하기 전까지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을 성공적으로
생성할 수 없습니다. 각 서비스에는 스택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다양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AWS 계정에서는 리전당 CloudFormation 스택을 200개만 시작할 수 있습니
다. 제한 및 기본 제한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General Reference의 AWS 서비스 한도를
참조하세요.

템플릿을 재사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스택 복제
스택 및 리소스를 설정한 후에 템플릿을 재사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인프라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변경 사항을 프로덕션에 구현하기 전에 변경 사항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개발, 테스트 및 프로덕션을 위한
환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스택 생성 시 스택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
도록 파라미터, 매핑 및 조건 섹션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 환경의 경우 프로덕션 환경에 비해 저렴한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구성 및 설정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파라미터, 매핑 및 조건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 구조 (p. 24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모듈을 사용하여 리소스 구성 재사용
인프라가 커짐에 따라 각 템플릿에서 동일한 구성 요소를 선언하는 공통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듈을
사용하면 모든 스택 템플릿에 포함하기 위한 리소스 구성을 투명하고 관리가 편리하면서도 반복적으로 패키
징할 수 있습니다. 모듈은 공통적 서비스 구성과 모범 사례를 모듈식 맞춤형 구성 요소로 캡슐화할하고 스택
템플릿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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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Elastic Compute Cloud(Amazon EC2) 인스턴스를 정의할 때의 모범 사례와 같이 단일 리소스에
이러한 구성 요소를 사용하거나 여러 리소스에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공통 패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다른 모듈에 중첩하여 상위 구성 요소 안에 모범 사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 모듈은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에서 제공되므로 기본 리소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 모듈을 사용하면 모듈 템플릿이 소비 템플릿으로 확장되므로 Ref 또는 Fn::GetAtt를 사용하
여 모듈 안의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듈을 참조하세요.

AWS 특정 파라미터 유형 사용
템플릿에 기존 AWS별 값(예: 기존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ID 또는 Amazon EC2 키 페어
이름)에 대한 입력값이 필요한 경우 AWS별 파라미터 유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파라미터를
AWS::EC2::KeyPair::KeyName 유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택을 생성한 AWS 계정 및
리전에 있는 기존 키 페어 이름을 가져옵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을 생성하기 전에 AWS
특정 파라미터 유형의 값을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할 경우
CloudFormation에 유효한 값의 드롭다운 목록이 표시되므로 올바른 VPC ID 또는 키 페어 이름을 조회하거
나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라미터 (p. 274) 섹션을 참조하세요.

파라미터 제약 조건 사용
제약 조건을 사용하면 스택을 생성하기 전에 CloudFormation에서 잘못된 값을 포착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입력 값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소 길이, 최대 길이 및 허용되는 패턴과 같은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최소 길이는 8자이고 영숫자만 포함하도록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름 값에 대한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라미터 (p. 274)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CloudFormation::Init을(를)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배포
스택을 시작하면 cfn-init 헬퍼 스크립트 및 AWS::CloudFormation::Init 리소스를 사용
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AWS::CloudFormation::Init를 사용하여 절차 단계를 스크립팅하지 않고 원하는 구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다시 생성하지 않고 구성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문제를 조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로그를 생성합니다.
템플릿의 AWS::CloudFormation::Init 리소스에서 설치 및 구성 상태를 지정합니다. cfn-init 및
AWS::CloudFormation::Init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연습은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mazon EC2에서 애플리케이션 배포 (p. 39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최신 헬퍼 스크립트 사용
헬퍼 스크립트 (p. 6575)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헬퍼 스크립트를 호출하여 시작된 인스턴스에서 최
신 헬퍼 스크립트를 가져왔는지 확인하기 전에 템플릿의 UserData 속성에 다음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
인합니다.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

API 버전 2010-05-15
7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템플릿을 사용하기 전에 템플릿 확인

최신 헬퍼 스크립트 가져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헬퍼 스크립트 참조 (p. 657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템플릿을 사용하기 전에 템플릿 확인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전에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확인합
니다.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를 생성하기 전에 템플릿을 확인하면 구문 및 일부 의미 체계 오류(예: 순
환 종속성)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하는 경우 입력 파라미터를 지정하면 콘솔
에서 자동으로 템플릿을 확인합니다. AWS CLI 또는 CloudFormation API의 경우 aws cloudformation
validate-template 명령 또는 ValidateTemplate 작업을 사용합니다.
확인 중에 CloudFormation에서는 먼저 템플릿이 유효한 JSON인지를 확인합니다. 유효한 JSON이 아니면
CloudFormation은 템플릿이 유효한 YAML인지를 확인합니다. 두 확인이 모두 실패한 경우 CloudFormation
에서는 템플릿 확인 오류를 반환합니다.

조직 정책 준수를 위한 템플릿 확인
템플릿을 확인하여 조직 정책 지침을 준수하는지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Guard(cfnguard)는 코드 정책 언어를 제공하여 필수 리소스 구성과 금지된 리소스 구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규칙을
정의하는 오픈 소스 명령줄 인터페이스(CLI) 도구입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규칙에 대해 템플릿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는 사용자가 항상 암호화된 Amazon S3 버킷을 생성하도록 보장하는 규칙을 생
성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편집하는 동안 cfn-guard를 로컬로 사용하거나 CI/CD 파이프라인의 일부로 자동 사용함으로써
규정 미준수 리소스의 배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cfn-guard에는 기존 규정 준수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규칙을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인
rulege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itHub에서 cfn-guard 리포지토리를 참조하세요.

AWS CloudFormation을 통해 모든 스택 리소스 관리
스택을 시작한 후에는 CloudFormation 콘솔, API 또는 AWS CLI를 사용하여 스택의 리소스를 업데이트합니
다. CloudFormation 외부의 스택 리소스는 변경하지 마세요. 변경하면 스택 템플릿과 스택 리소스의 현재 상
태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스택을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연습: 스택 업데이트 (p. 35) 섹션을 참조하세요.

스택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변경 세트 생성
변경 세트를 사용하면 변경 사항을 구현하기 이전에 스택에 대해 제안된 변경이 실행 중인 리소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변경 세트를 실행할 때까지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제안된 변경을 진행할지 또는 다른 변경 세트를 생성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변경 사항이 실행 중인 리소스 특히, 중요 리소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이름을 변경하면 CloudFormation에서는 새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고 이전 데이터베이스는 삭제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지 않은 경우 이전 데이터베이스
의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변경 세트를 생성하면 변경 사항이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합니다. 따라서 스택을 업
데이트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스택 업데이트 (p. 131) 단
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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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정책 사용
스택 정책을 사용하면 리소스 중단 또는 리소스 대체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 스택 리소스의 의도치 않은 업
데이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택 정책은 지정된 리소스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업데이트 작업을 설명하는
JSON 문서입니다. 중요 리소스가 있는 스택을 생성할 때마다 스택 정책을 지정합니다.
스택을 업데이트하는 동안 업데이트하려는 보호된 리소스를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
호된 리소스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스택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 방지 (p. 158) 단원을 참조
하세요.

코드 검토 및 버전 관리를 사용하여 사용자 템플릿
관리
스택 템플릿에서는 속성 값과 같은 AWS 리소스의 구성을 설명합니다.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정확한 리소스
기록을 유지하려면 코드 검토 및 버전 관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템플릿의 여러 버전 간에
변경 사항을 추적할 수 있어 스택 리소스의 변경 사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을 유지하면 언제든지
스택을 특정 템플릿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Amazon EC2 Linux 인스턴스 업데이트
CloudFormation에서 생성된 모든 Amazon EC2 Linux 인스턴스 및 Amazon EC2 Linux 인스턴스에서 정기적
으로 yum update 명령을 실행하여 RPM 패키지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신 수정 사항 및 보안 업
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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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Pipeline을 사용한 지속적 전달
지속적 전달은 코드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구축, 테스트 및 준비되어 프로덕션으로 릴리스되는 릴리스 사례
입니다. AWS CloudFormation 및 CodePipeline을 사용하면 지속적 전달을 통해 AWS CloudFormation 템플
릿을 프로덕션 스택으로 승격하기 전에 해당 템플릿에 대한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구축 및 테스트합니다. 이
러한 릴리스 프로세스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AWS 인프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드 리포지토리에 업데이트된 템플릿을 제출하는 경우 테스트 스택을 자동으로 구축하는 워크플
로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이 테스트 스택을 구축하면 해당 스택을 테스트한 다음 프
로덕션 스택으로 변경 사항을 푸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전달의 이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지속적 전달이란 무엇인가요?를 참조하세요.
CodePipeline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지속적 전달 워크플
로우를 구축합니다. CodePipeline에는 기본적으로 AWS CloudFormation이 통합되어 있어 파이프라인 내
에서 스택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 등과 같은 AWS CloudFormation 관련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odePipelin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dePipeline 사용 설명서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연습: 테스트 및 프로덕션 스택용 파이프라인 빌드 (p. 81)
• AWS CloudFormation 구성 속성 참조 (p. 88)
• AWS CloudFormation 아티팩트 (p. 93)
• CodePipeline 파이프라인에서 파라미터 재정의 함수 사용 (p. 95)

연습: 테스트 및 프로덕션 스택용 파이프라인 빌드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제출하면 AWS CloudFormation에서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테스트 스택
을 자동으로 빌드하는 릴리스 프로세스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테스트 스택을 검토한 후, 변경 시 프로
덕션 스택이 어떻게 수정될지 미리 보고 나서 구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실현하기
위해 을 사용하여 테스트 스택을 빌드한 후, 테스트 스택을 삭제한 다음, 변경 세트를 생성하고 나서 변경
세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작업마다 과 수동으로 상호 작용해야 합니다. 이 연습에서는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사용하여 연속 전달 워크플로우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러한 여러 작업을
자동화하는 CodePipeline 파이프라인을 빌드하겠습니다.

사전 조건
이 연습에서는 CodePipeline 및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해본 적이 있으며 파이프라인과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및 스택의 작동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CodePipelin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dePipeline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파이프라인을 생성할 동일한 AWS 리전에
Amazon S3 버킷도 있어야 합니다.

Important
샘플 WordPress 템플릿은 인터넷에 연결해야 하는 EC2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인터넷에 대한 트
래픽을 허용하는 기본 VPC와 서브넷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습 개요
이 연습은 스택에서 샘플 WordPress 사이트용 파이프라인을 빌드합니다. 파이프라인은 세 단계로 분리됩니
다. 각 단계마다 최소 한 개의 작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때의 작업은 파이프라인에서 아티팩트(입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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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행되는 작업입니다. 파이프라인에서 단계는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CodePipeline이 단계에서 새 아티팩
트를 처리하기 전에(예를 들어 파이프라인을 재실행하기 위해 새 입력을 제출한 경우) 단계의 모든 작업은 완
료해야 합니다.
이 연습이 끝나면 다음 워크플로우를 수행하는 파이프라인이 생성됩니다.
1. 파이프라인의 첫 번째 단계는 리포지토리에서 소스 아티팩트(AWS CloudFormation 템플릿과 관련 구성
파일)를 검색합니다.
샘플 WordPress 템플릿을 포함하는 아티팩트를 준비하여 S3 버킷에 업로드합니다.
2. 두 번째 단계에서는 파이프라인이 테스트 스택을 생성하고 승인을 기다립니다.
테스트 스택을 검토한 후 원래 파이프라인을 계속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아티팩트를 생성 및 제출하여 변
경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승인하고 나면 이 단계에서 테스트 스택이 삭제되고 나서 파이프라인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3. 세 번째 단계에서는 파이프라인이 프로덕션 스택에 대해 변경 세트를 생성하고 나서 승인을 기다립니다.
초기 실행에서는 프로덕션 스택이 없습니다. 변경 세트에는 AWS CloudFormation에서 생성할 모든 리소
스가 표시됩니다. 승인하면 이 단계에서 변경 세트가 실행되고 프로덕션 스택이 빌드됩니다.

Note
AWS CloudFormation은 무료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각각에 대해 현재 요금에서 스택에 포함하
는 EC2 인스턴스 같은 AWS 리소스에 대해 요금이 청구됩니다. AWS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aws.amazon.com에서 각 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단계: 아티팩트 편집 및 S3 버킷에 업로드
파이프라인을 빌드하기 전에 소스 리포지토리와 파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CodePipeline에서는 이러한 소스
파일을 파이프라인의 아티팩트 스토어로 복사하고 나서 이러한 파일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스택
생성 같은 작업을 파이프라인에서 수행합니다.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를 소스 리포지토리로 사용하는 경우 CodePipeline에
서는 소스 파일을 S3 버킷으로 업로드하기 전에 이러한 파일을 압축해야 합니다. 압축한 파일은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템플릿 구성 파일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CodePipeline 아티팩트입니
다. Amazon에서는 샘플 WordPress 템플릿 하나와 템플릿 구성 파일 두 개를 포함하는 아티팩트를 제공합니
다. 2개의 구성 파일은 WordPress 템플릿의 파라미터 값을 지정합니다. CodePipeline에서는 WordPress 스
택 생성 시 이러한 값을 사용합니다. 파일 하나에는 테스트 스택용 파라미터 값이 들어 있으며 다른 하나에는
프로덕션 스택용 파라미터 값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고유한 기존 EC2 키-페어 이름을 지정하려
면 구성 파일을 편집해야 합니다. 아티팩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아티팩트 (p. 93)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아티팩트를 빌드한 후에는 S3 버킷에 업로드합니다.

아티팩트를 편집 및 업로드하려면
1.

샘플 아티팩트인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examples/user-guide/continuousdeployment/wordpress-single-instance.zip을 다운로드하여 엽니다.
아티팩트에는 세 가지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 샘플 WordPress 템플릿: wordpress-single-instance.yaml
• 테스트 스택용 템플릿 구성 파일: test-stack-configuration.json
• 프로덕션 스택용 템플릿 구성 파일: prod-stack-configuration.json

2.

모든 파일의 압축을 풀고 나서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템플릿 구성 파일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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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파일을 열어서 WordPress 템플릿의 파라미터로 매핑되는 키-값 페어가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구성 파일은 테스트 및 프로덕션 스택 생성 시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 값을 지정합니다.
test-stack-configuration.json 파일에는 테스트 스택용 파라미터 값이 들어 있으며 prodstack-configuration.json 파일에는 프로덕션 스택용 파라미터 값이 들어 있습니다.
• DBPassword 및 DBRootPassword 키의 값을 WordPress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할 때 사용할 수 있
는 암호로 변경합니다. WordPress 템플릿에 정의된 대로, 파라미터 값에는 영숫자만 포함되어야 합니
다.
• 파이프라인을 생성할 리전의 기존 EC2 키-페어 이름으로 KeyName 키의 값을 변경합니다.
3.

수정된 구성 파일을 원래 아티팩트(.zip) 파일에 추가하여 중복 파일을 대체합니다.
이제 S3 버킷에 업로드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아티팩트가 있습니다.

4.

자신의 고유 S3 버킷에 아티팩트를 업로드합니다.
파일 위치를 적어둡니다. 파이프라인을 빌드할 때 이 파일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아티팩트 및 S3 버킷에 대한 중요 정보:
• 파이프라인을 생성할 동일한 AWS 리전에 있는 버킷을 사용합니다.
• CodePipeline에서는 버킷에 대해 버전 관리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소스 리포지토리로 업로드하기 전에 파일을 압축할 필요가 없는 GitHub 또는 CodeCommit 같은 서비
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암호 등 중요 정보가 아티팩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용된 사용자만 파일을 볼 수 있도록 액세스를
제한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CodePipeline에서는 여전히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제 CodePipeline에서 파이프라인에 아티팩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아티팩트의 위치를
지정하고 WordPress 파이프라인을 빌드하겠습니다.

2단계: 파이프라인 스택 생성
WordPress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려면 샘플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파이프라인 빌드 외
에도, 이 템플릿은 CodePipeline 및 AWS CloudFormation용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서
비스 역할, CodePipeline 아티팩트 스토어용 S3 버킷, 그리고 파이프라인에서 알림(예: 검토에 대한 알림)을
보낼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 주제를 설정합니다. 이 샘플 템플릿을 사용하면 이
러한 리소스를 단일 AWS CloudFormation 스택에서 쉽게 프로비저닝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이프라인의 기능 (p. 84)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샘플 WordPress 템플릿은 인터넷에 연결해야 하는 EC2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기본 VPC와 서브
넷에서 인터넷에 대한 트래픽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파이프라인 스택을 생성하려면
1.
2.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examples/user-guide/continuous-deployment/basicpipeline.yml에서 샘플 템플릿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런 다음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3.

CodePipeline 및 AWS CloudFormation을 지원하는 AWS 리전을 선택합니다.

4.

자세한 내용은 AWS General Reference의 AWS 리전 및 엔드포인트를 참조하세요.
[Create stack]을 선택합니다.

5.

템플릿 지정 섹션에서 템플릿 파일 업로드를 선택한 다음, 방금 다운로드한 템플릿인 basicpipeline.yml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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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ext]를 선택합니다.

7.

스택 이름에는 sample-WordPress-pipeline을 입력합니다.

8.

파라미터 섹션에서 다음 파라미터 값을 지정하고 나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스택 파라미터를 설정할 때,
WordPress 템플릿 및 관련 구성 파일에 대해 동일한 이름을 유지한 경우,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했던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PipelineName
WordPress-test-pipeline 같은 파이프라인의 이름입니다.
S3Bucket
아티팩트(.zip 파일)를 저장한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SourceS3Key
아티팩트의 파일 이름입니다. 아티팩트를 폴더에 저장한 경우 folder/subfolder/wordpresssingle-instance.zip과 같이 파일 이름에 이를 포함합니다.
이메일
CodePipeline에서 파이프라인 알림을 보내는 이메일 주소입니다(예: myemail@example.com).

9.

이 연습에서는 태그를 추가하거나 고급 설정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음을 선택합니다.

10. 스택 이름과 템플릿 URL이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스택 생성을 선택합니다.
11. AWS CloudFormation이 IAM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합
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스택을 생성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려면 스
택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AWS CloudFormation 스택 데이터
및 리소스 보기 (p. 108) 단원을 참조하세요.
스택이 생성되고 나면 CodePipeline에서 새 파이프라인을 시작합니다. 상태를 보려면 CodePipeline 콘솔을
확인합니다. 파이프라인 목록에서 WordPress-test-pipeline을 선택합니다.

파이프라인의 기능
이 섹션에서는 샘플 WordPress 파이프라인 템플릿의 코드 조각을 사용하여 파이프라인의 세 단계를 설명합
니다.

1단계: 소스
파이프라인의 첫 번째 단계는 소스 코드의 위치를 지정하는 소스 단계입니다. 개정을 이 위치로 푸시할 때마
다 CodePipeline에서 파이프라인을 다시 실행합니다.
소스 코드는 S3 버킷에 있으며 파일 이름으로 식별합니다. 파이프라인 스택을 생성할 때 이러한 값을 입
력 파라미터 값으로 지정했습니다. 후속 단계에서 소스 아티팩트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코드 조각에서
OutputArtifacts 속성을 TemplateSource라는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이후 단계에서 이 아티팩트를 사
용하려면 TemplateSource를 입력 아티팩트로 지정하면 됩니다.
- Name: S3Source
Actions:
- Name: TemplateSource
ActionTypeId:
Category: Source
Owner: AWS
Provider: S3
Version: '1'
Configuration:
S3Bucket: !Ref 'S3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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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ObjectKey: !Ref 'SourceS3Key'
OutputArtifacts:
- Name: TemplateSource

2단계: TestStage
TestStage 단계에서 파이프라인은 테스트 스택을 생성한 후, 승인을 기다렸다가 테스트 스택을 삭제합니
다.
CreateStack 작업의 경우, 파이프라인은 테스트 구성 파일과 WordPress 템플릿을 사용하여 테스트 스택
을 생성합니다. 두 파일은 TemplateSource 입력 아티팩트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아티팩트는 소스 단계에
서 가져옵니다. 이 코드 조각은 REPLACE_ON_FAILURE 작업 모드를 사용합니다. 스택 생성에 실패할 경우
파이프라인이 해당 스택을 대체하므로 파이프라인을 다시 실행하기 전에 스택을 정리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업 모드는 테스트 스택에 대해 신속히 반복할 때 유용합니다. RoleArn 속성의 경우, 값
은 템플릿의 어딘가에 선언되어 있는 AWS CloudFormation 서비스 역할입니다.
ApproveTestStack 작업은 파이프라인을 일시 정지하고, 파이프라인 스택을 생성할 때 지정했던 이메일
주소로 알림을 전송합니다. 파이프라인이 일시 정지된 동안 WordPress 테스트 스택과 관련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dePipeline을 사용하여 이 작업을 승인 또는 거부합니다. CustomData 속성에는 승인 대기
중인 작업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파이프라인은 이 설명을 알림 이메일에 추가합니다.
이 작업이 승인되고 나면 CodePipeline에서 DeleteTestStack 작업으로 이동하여 테스트 WordPress 스
택과 관련 리소스를 삭제합니다.
- Name: TestStage
Actions:
- Name: CreateStack
ActionTypeId:
Category: Deploy
Owner: AWS
Provider: CloudFormation
Version: '1'
InputArtifacts:
- Name: TemplateSource
Configuration:
ActionMode: REPLACE_ON_FAILURE
RoleArn: !GetAtt [CFNRole, Arn]
StackName: !Ref TestStackName
TemplateConfiguration: !Sub "TemplateSource::${TestStackConfig}"
TemplatePath: !Sub "TemplateSource::${TemplateFileName}"
RunOrder: '1'
- Name: ApproveTestStack
ActionTypeId:
Category: Approval
Owner: AWS
Provider: Manual
Version: '1'
Configuration:
NotificationArn: !Ref CodePipelineSNSTopic
CustomData: !Sub 'Do you want to create a change set against the production stack
and delete the ${TestStackName} stack?'
RunOrder: '2'
- Name: DeleteTestStack
ActionTypeId:
Category: Deploy
Owner: AWS
Provider: CloudFormation
Version: '1'
Configuration:
ActionMode: DELETE_ONLY
RoleArn: !GetAtt [CFNRole, Arn]
StackName: !Ref TestStac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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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ProdStage
파이프라인의 ProdStage 단계에서는 기존 프로덕션 스택과 대조하여 변경 세트를 생성한 다음, 승인을 기
다렸다가 변경 세트를 실행합니다.
변경 세트는 수정 사항을 구현하기 전에 AWS CloudFormation에서 프로덕션 스택에 대해 수행할 모든 수정
사항에 대한 미리 보기를 제공합니다. 파이프라인을 처음 실행할 때는 실행 중인 프로덕션 스택이 없습니다.
변경 세트는 테스트 스택 생성 시 AWS CloudFormation에서 수행한 작업을 보여줍니다. 변경 세트를 생성하
기 위해 CreateChangeSet 작업은 TemplateSource 입력 아티팩트의 WordPress 샘플 템플릿과 프로덕
션 템플릿 구성을 사용합니다.
이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ApproveChangeSet 작업은 파이프라인을 일시 정지하고 이메일 알림을 보냅니
다. 파이프라인이 일시 정지된 동안은 변경 세트를 보고 프로덕션 WordPress 스택에 대해 제안된 모든 수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dePipeline을 사용하여 이 작업을 승인 또는 거부함으로써 각각 파이프라인을
계속 진행하거나 중지합니다.
이 작업을 승인한 후에는 ExecuteChangeSet 작업이 변경 세트를 실행하므로 AWS CloudFormation에서
변경 세트에 설명된 모든 작업을 수행합니다. 초기 실행의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WordPress 프로
덕션 스택을 생성합니다. 후속 실행 시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을 업데이트합니다.
- Name: ProdStage
Actions:
- Name: CreateChangeSet
ActionTypeId:
Category: Deploy
Owner: AWS
Provider: CloudFormation
Version: '1'
InputArtifacts:
- Name: TemplateSource
Configuration:
ActionMode: CHANGE_SET_REPLACE
RoleArn: !GetAtt [CFNRole, Arn]
StackName: !Ref ProdStackName
ChangeSetName: !Ref ChangeSetName
TemplateConfiguration: !Sub "TemplateSource::${ProdStackConfig}"
TemplatePath: !Sub "TemplateSource::${TemplateFileName}"
RunOrder: '1'
- Name: ApproveChangeSet
ActionTypeId:
Category: Approval
Owner: AWS
Provider: Manual
Version: '1'
Configuration:
NotificationArn: !Ref CodePipelineSNSTopic
CustomData: !Sub 'A new change set was created for the ${ProdStackName} stack. Do
you want to implement the changes?'
RunOrder: '2'
- Name: ExecuteChangeSet
ActionTypeId:
Category: Deploy
Owner: AWS
Provider: CloudFormation
Version: '1'
Configuration:
ActionMode: CHANGE_SET_EXECUTE
ChangeSetName: !Ref ChangeSetName
RoleArn: !GetAtt [CFNRole, Arn]
StackName: !Ref ProdStac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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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WordPress 스택 보기
CodePipeline은 파이프라인을 따라 실행하면서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테스트 및 프로덕션 스택
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스택 및 출력의 상태를 보려면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합니다.

스택을 보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파이프라인이 테스트 단계에 있는지 프로덕션 단계에서 있는지에 따라, Test-MyWordPressSite 또
는 Prod-MyWordPressSite 스택을 선택합니다.

3.

스택의 상태를 보려면 이벤트 (p. 108)를 확인합니다.

스택이 실패 상태인 경우 상태 이유를 보고 스택 오류를 찾습니다. 오류를 수정하고 나서 파이프라인을 다시
실행합니다. 스택이 CREATE_COMPLETE 상태에 있는 경우 관련 출력을 보고 WordPress 사이트의 URL을 가
져옵니다.
CodePipeline을 사용하여 샘플 WordPress 사이트에 대해 연속 전달 워크플로우를 빌드했습니다. 변경 내용
을 S3 버킷으로 제출할 경우 CodePipeline에서는 새 버전을 자동으로 감지한 다음 파이프라인을 다시 실행
합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면 프로덕션 사이트를 변경하기 전에 변경 내용을 보다 쉽게 제출 및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리소스 정리
원치 않는 서비스에 대해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려면 리소스를 삭제합니다.

Important
파이프라인 스택을 삭제하기 전에 테스트 및 프로덕션 WordPress 스택을 삭제합니다. 파이프라인
스택에는 WordPress 스택을 삭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역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스
택을 처음 삭제한 경우 다른 서비스 역할 Amazon 리소스 이름(ARN)과 WordPress 스택을 연결하
고 나서 이러한 스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아티팩트 스토어에서 객체를 삭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s3/에서 Amazon S3 콘솔을 엽니다.

2.

CodePipeline에서 파이프라인의 아티팩트 스토어로 사용된 S3 버킷을 선택합니다.
버킷의 이름은 stackname-artifactstorebucket-id 형식이어야 합니다. 이 연습을 살
펴본 경우 버킷의 이름이 다음 예제와 비슷할 것입니다. sample-WordPress-pipelineartifactstorebucket-12345abcd12345.

3.

아티팩트 스토어 S3 버킷에서 모든 객체를 삭제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파이프라인 스택을 삭제할 경우 이 버킷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 버킷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스택을 삭제하려면
1.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삭제할 스택을 선택합니다.
파이프라인에서 생성된 WordPress 스택이 여전히 실행 중인 경우 이들 스택을 먼저 선택합니다. 기본적
으로 스택 이름은 Test-MyWordPressSite 및 Prod-MyWordPressSite입니다.
이미 WordPress 스택을 삭제한 경우 sample-WordPress-pipeline 스택을 선택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8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2.

[Actions]를 선택한 다음 [Delete Stack]을 선택합니다.

3.

확인 메시지에서 예, 삭제를 선택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은 EC2 인스턴스, 알림 주제, 서비스 역할 및 파이프라인 등 스택의 모든 리소스를 삭
제합니다.
이제 CodePipeline을 사용하여 기본 AWS CloudFormation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방법을 이해했으므로 샘
플 템플릿 및 아티팩트에서 시작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템플릿과 아티팩트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이러한 파라미터를 이용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관련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CodePipeline의 AWS CloudFormation 작업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dePipeline 사용 설명
서의 AWS CloudFormation 작업 구성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 Owner 필드 또는 configuration 필드와 같은 작업 공급자별 예제 템플릿 값은 AWS CodePipeline 사
용 설명서의 작업 구조 참조를 참조하세요.
• YAML 또는 JSON 형식의 예제 파이프라인 스택 템플릿을 다운로드하려면 AWS CodePipeline 사용 설명
서의 AWS CloudFormation이 포함된 파이프라인 생성에서 자습서를 참조하세요.
• 템플릿 예제 구성 파일은 AWS CloudFormation 아티팩트를 참조하세요.

AWS CloudFormation 구성 속성 참조
AWS CloudFormation 파이프라인을 빌드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을 공급자로 사용해 파이프라인
에 Deploy 작업을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파이프라인에서 호출하는 작업과 해당 작업의 설정을 지정해야 합
니다. 이 주제에서는 구성 속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속성을 지정하기 위해 CodePipeline 콘솔을 사용하거나
AWS CLI, CodePipeline API 또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사용할 JSON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주제
• 구성 속성(콘솔) (p. 88)
• 구성 속성(JSON 객체) (p. 90)
•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p. 93)

구성 속성(콘솔)
CodePipeline 콘솔은 구성 속성을 보여주고 선택한 작업 모드를 기반으로 필요한 속성을 나타냅니다.

Note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는 경우 스택 생성 또는 업데이트 또는 변경 사항 세트 생성 또는 교체 작업 모
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급 섹션의 속성은 파이프라인을 편집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작업 모드
연결된 단계를 처리할 때 CodePipeline에서 호출하는 AWS CloudFormation 작업입니다. 다음 작업 모
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변경 사항 세트 생성 또는 교체는 변경 세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스택 이름 및 제출하는 템플릿을 기
반으로 변경 세트를 생성합니다. 변경 세트가 존재하는 경우 에서는 해당 변경 세트를 삭제한 다음 새
로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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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택 생성 또는 업데이트는 지정된 스택이 없는 경우 스택을 생성합니다. 스택이 있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작업을 사용하여 기존 스택을 업데이트합니다.
CodePipeline에서 스택을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 스택 삭제는 스택을 삭제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스택을 지정하면 이 작업이 스택을 삭제하지 않고 성
공적으로 완료됩니다.
• 변경 사항 세트 실행은 변경 세트를 실행합니다.
• 불량 스택 교체는 지정된 스택이 없는 경우 스택을 생성합니다. 스택이 존재하는데 실패 상태
이면(ROLLBACK_COMPLETE, ROLLBACK_FAILED, CREATE_FAILED, DELETE_FAILED 또는
UPDATE_ROLLBACK_FAILED로 보고됨) AWS CloudFormation에서는 해당 스택을 삭제한 다음 새로
생성합니다. 스택이 실패 상태가 아니면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작
업을 사용하면 실패한 스택을 복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실패한 스택을 대체합니다. 이 모드는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위해 선택합니다.
스택 이름
기존 스택 또는 생성할 스택과 연결된 이름입니다. 이름은 스택을 생성하는 AWS 리전에서 고유해야 합
니다.

Note
스택 이름에는 영숫자(대소문자 구분)와 하이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문자로 시작해야 하고
128자 이하여야 합니다.
변경 세트 이름
지정된 스택에 대해 생성하려는 새 변경 세트 또는 기존 변경 세트의 이름입니다.
템플릿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파일의 위치로, ArtifactName::TemplateFileName 형식을 따릅니
다.
템플릿 구성
템플릿 구성 파일의 위치로, ArtifactName::TemplateConfigurationFileName 형식을 따릅니
다. 템플릿 구성 파일에는 템플릿 파라미터 값, 스택 정책, 태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에 민감한
정보(예: 암호)를 포함하면 해당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loudFormation
아티팩트 (p. 93) 단원을 참조하세요.
기능
특정 리소스가 포함된 스택의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를 생성 또는 업데이트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명시적으로 승인입니다. 예를 들어 스택 템플릿에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CAPABILITY_IAM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reateStack 요청 파라미터를 참조하세요.
스택 템플릿에 IAM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여러 기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역할 이름
지정된 스택의 리소스에 대해 작동 중인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수행하는 IAM 서비스 역할의
이름입니다.
출력 파일 이름
고급 섹션에서는 CodePipeline이 지정된 작업을 수행한 후 출력 아티팩트에 추가하는 출력 파일(예:
CreateStackOutput.json)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력 아티팩트에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의 Outputs 섹션의 내용으로 구성된 JSON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CodePipeline에서는 출력 아티팩트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8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구성 속성(JSON 객체)

파라미터 재정의
파라미터는 템플릿에서 정의되며, 이를 통해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 할 때 사용자 지정 값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구성 파일의 템플릿 파라미터 값을 재정의하는 JSON 객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스택 템플릿에는 모든 파라미터 이름이 존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서 파라미터 정
의를 참조하세요.

Note
ParameterOverrides 속성에 저장할 수 있는 JSON 객체의 최대 크기 제한은 1킬로바이트
입니다.
템플릿 구성 파일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파라미터 값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라미터 재정의를 사용
하여 동적 파라미터 값만 지정합니다. 동적 파라미터는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파라미터 재정의 기능을 사용하여 ParameterName 파라미터의 값을 정의합니다. 이 기
능은 CodePipeline 입력 아티팩트에서 값을 검색합니다. 파라미터 재정의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dePipeline 파이프라인에서 파라미터 재정의 함수 사용 (p. 9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ParameterName" : { "Fn::GetParam" : ["ArtifactName", "config-file-name.json",
"ParamName"]}

}

구성 속성(JSON 객체)
단계 작업의 공급자로 CloudFormation을 지정하는 경우 Configuration 속성 내에서 다음 속성을 정
의합니다. AWS CLI, CodePipeline API 또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 JSON 객체를 사용합니다. 예
제는 연습: 테스트 및 프로덕션 스택용 파이프라인 빌드 (p. 81) 및 AWS CloudFormation 구성 속성 참
조 (p. 8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ctionMode
연결된 단계를 처리할 때 CodePipeline에서 호출하는 AWS CloudFormation 작업입니다. 다음 작업 모
드 중 하나만 지정합니다.
• CHANGE_SET_EXECUTE: 변경 세트를 실행합니다.
• CHANGE_SET_REPLACE: 변경 세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스택 이름 및 제출하는 템플릿을 기반으로
변경 세트를 생성합니다. 변경 세트가 존재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해당 변경 세트를
삭제한 다음 새로 생성합니다.
• CREATE_UPDATE: 지정된 스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스택을 생성합니다. 스택이 있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작업을 사용하여 기존 스택을 업데이트합니다.
CodePipeline에서 스택을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 DELETE_ONLY: 스택을 삭제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스택을 지정하면 이 작업이 스택을 삭제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완료됩니다.
• AWS CloudFormation: 지정된 스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스택을 생성합니다. 스택이 존재하는데 실
패 상태이면(ROLLBACK_COMPLETE, ROLLBACK_FAILED, CREATE_FAILED, DELETE_FAILED 또는
UPDATE_ROLLBACK_FAILED로 보고됨)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을 삭제한 다음 새 스택을
생성합니다. 스택이 실패 상태가 아니면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작
업을 사용하면 실패한 스택을 복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실패한 스택을 자동으로 대체합니다.
이 모드는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위해 선택합니다.
이 속성은 필수입니다.
Capabilities
특정 리소스가 포함된 스택의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를 생성 또는 업데이트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명시적으로 승인입니다. 예를 들어 스택 템플릿에 AWS Identity and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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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IAM)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CAPABILITY_IAM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reateStack 요청 파라미터를 참조하세요.
이 속성은 조건부입니다. 스택 템플릿에 IAM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여러 기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CAPABILITY_IAM 및 CAPABILITY_AUTO_EXPAND 속
성을 템플릿에 추가합니다.
YAML
configuration:
ActionMode: CHANGE_SET_REPLACE
Capabilities: CAPABILITY_IAM,CAPABILITY_AUTO_EXPAND
ChangeSetName: pipeline-changeset
RoleArn: CloudFormation_Role_ARN
StackName: my-pipeline-stack
TemplateConfiguration: 'my-pipeline-stack::template-configuration.json'
TemplatePath: 'my-pipeline-stack::template-export.yml'

JSON
"configuration": {
"ActionMode": "CHANGE_SET_REPLACE",
"Capabilities": "CAPABILITY_IAM,CAPABILITY_AUTO_EXPAND",
"ChangeSetName": "pipeline-changeset",
"RoleArn": "CloudFormation_Role_ARN",
"StackName": "my-pipeline-stack",
"TemplateConfiguration": "my-pipeline-stack::template-configuration.json",
"TemplatePath": "my-pipeline-stack::template-export.yml"
}

ChangeSetName
지정된 스택에 대해 생성하려는 새 변경 세트 또는 기존 변경 세트의 이름입니다.
작업 모드 CHANGE_SET_REPLACE 및 CHANGE_SET_EXECUTE의 경우 이 속성은 필수입니다. 기타 모든
작업 모드의 경우 이 속성은 무시됩니다.
OutputFileName
출력 파일의 이름입니다(예: CreateStackOutput.json). CodePipeline에서는 지정된 작업을 수행한
후 파일을 출력 아티팩트에 추가합니다. 출력 아티팩트에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의 Outputs
섹션의 내용으로 구성된 JSON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속성은 선택 사항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CodePipeline에서는 출력 아티팩트를 생성하지 않
습니다.
ParameterOverrides
파라미터는 템플릿에서 정의되며, 이를 통해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 할 때 사용자 지정 값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구성 파일의 템플릿 파라미터 값을 재정의하는 JSON 객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스택 템플릿에는 모든 파라미터 이름이 존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서 파라미터 정
의를 참조하세요.
다음 예제는 InstanceType 및 KeyName 파라미터 재정의를 템플릿에 추가합니다.
YAML
configuration:
ActionMode: CHANGE_SET_REPLACE
Capabilities: CAPABILITY_NAMED_IAM
ChangeSetName: pipeline-changeset
ParameterOverrides: '{"InstanceType": "t2.small","KeyName": "my-keypair"}'
RoleArn: CloudFormation_Role_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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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kName: my-pipeline-stack
TemplateConfiguration: 'my-pipeline-stack::template-configuration.json'
TemplatePath: 'my-pipeline-stack::template-export.yml'

JSON
"configuration": {
"ActionMode": "CHANGE_SET_REPLACE",
"Capabilities": "CAPABILITY_NAMED_IAM",
"ChangeSetName": "pipeline-changeset",
"ParameterOverrides": "{\"InstanceType\": \"t2.small\",\"KeyName\": \"mykeypair\"}",
"RoleArn": "CloudFormation_Role_ARN",
"StackName": "my-pipeline-stack",
"TemplateConfiguration": "my-pipeline-stack::template-configuration.json",
"TemplatePath": "my-pipeline-stack::template-export.yml"
}

Note
ParameterOverrides 속성에 저장할 수 있는 JSON 객체의 최대 크기는 1KB입니다.
템플릿 구성 파일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파라미터 값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라미터 재정의를 사용
하여 동적 파라미터 값만 지정합니다. 동적 파라미터 값은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파라미터 재정의 기능을 사용하여 ParameterName 파라미터의 값을 정의합니다. 이 기
능은 CodePipeline 입력 아티팩트에서 값을 검색합니다. 파라미터 재정의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dePipeline 파이프라인에서 파라미터 재정의 함수 사용 (p. 9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ParameterName" : { "Fn::GetParam" : ["ArtifactName", "config-file-name.json",
"ParamName"]}

}

이 속성은 선택 사항입니다.
RoleArn
스택의 리소스에 대해 작동 중인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수임하는 IAM 서비스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CREATE_UPDATE, REPLACE_ON_FAILURE, DELETE_ONLY 및 CHANGE_SET_REPLACE 작업 모드의 경
우 이 속성은 필수입니다. 변경 세트를 실행할 때 RoleArn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경 세트를 생성하기
위해 CodePipeline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변경 세트 또는 스택에 연결된 역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
다.
StackName
기존 스택 또는 생성하려는 스택의 이름입니다.
모든 작업 모드의 경우 이 속성은 필수입니다.
TemplateConfiguration
TemplateConfiguration은 템플릿 구성 파일입니다. 이 작업의 입력 아티팩트에 파일을 포함합니다.
템플릿 구성 파일 이름은 다음 형식을 따릅니다.
Artifactname::TemplateConfigurationFileName
Artifactname은 CodePipeline에 표시될 때 입력 아티팩트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아티팩트 이름이
SourceArtifact이며 파일 이름이 test-configuration.json인 소스 단계는 다음 예제에 표시된
대로 TemplateConfiguration 이름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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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Configuration": "SourceArtifact::test-configuration.json"

템플릿 구성 파일에는 템플릿 파라미터 값과 스택 정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에 민감한
정보(예: 암호)를 포함하면 해당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예제 템플릿 구성 파일은 AWS
CloudFormation 아티팩트 (p. 93)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이 속성은 선택 사항입니다.
TemplatePath
TemplatePath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파일을 나타냅니다. 이 작업의 입력 아티팩트에 파일을
포함합니다. 파일 이름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릅니다.
Artifactname::TemplateFileName
Artifactname은 CodePipeline에 표시될 때 입력 아티팩트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아티팩트 이름
이 SourceArtifact이며 파일 이름이 template.yaml인 소스 단계는 다음 예제에 표시된 대로
TemplatePath 이름을 생성합니다.
"TemplatePath": "SourceArtifact::template.yaml"

작업 모드 CREATE_UPDATE, REPLACE_ON_FAILURE 및 CHANGE_SET_REPLACE의 경우 이 속성은 필
수입니다. 기타 모든 작업 모드의 경우 이 속성은 무시됩니다.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이러한 파라미터를 이용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관련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CodePipeline의 AWS CloudFormation 작업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dePipeline 사용 설명
서의 AWS CloudFormation 작업 구성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 Owner 필드 또는 configuration 필드와 같은 작업 공급자별 예제 템플릿 값은 AWS CodePipeline 사
용 설명서의 작업 구조 참조를 참조하세요.
• YAML 또는 JSON 형식의 예제 파이프라인 스택 템플릿을 다운로드하려면 AWS CodePipeline 사용 설명
서의 AWS CloudFormation이 포함된 파이프라인 생성에서 자습서를 참조하세요.
• 템플릿 예제 구성 파일은 AWS CloudFormation 아티팩트를 참조하세요.

AWS CloudFormation 아티팩트
CodePipeline에서 CodePipeline이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때 아티팩트에 대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의 경우 아티팩트에는 스택 템플릿 파일, 템플릿 구성 파일 또는 두 가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
니다. CodePipeline에서는 이러한 아티팩트를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스택 및 변경 세트로 작업합
니다.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를 소스 리포지토리로 사용하는 경우, 템플릿 및 템플릿 구성
파일을 파일 하나로 압축한 다음 S3 버킷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기타 리포지토리(예: GitHub 및 )의 경우 압
축하지 않고 아티팩트를 업로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Pipeline 사용 설명서의 CodePipeline에서
파이프라인 생성을 참조하세요.
리포지토리에는 파일을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템플릿에 대해 두 가지 구성, 즉
테스트 구성 및 프로덕션 구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각 아티팩트 유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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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택 템플릿 파일 (p. 94)
• 템플릿 구성 파일 (p. 94)
•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p. 95)

스택 템플릿 파일
스택 템플릿 파일은 AWS CloudFormation에서 프로비저닝 및 구성하는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이러한 파
일은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 또는 업데이트하는 경우 사용하는 템플릿 파일과 동
일합니다. YAML 또는 JSON 형식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 구
조 (p. 24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템플릿 구성 파일
템플릿 구성 파일은 JSON 형식 텍스트 파일로, 템플릿 파라미터 값, 스택 정책 (p. 158) 및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구성 파일을 사용하여 스택에 대한 파라미터 값 또는 스택 정책을 지정합니다. 지정한
파라미터 값은 모두 연결된 템플릿에서 선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파일에 민감한 정보(예: 암호)를 포함하면 해당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아티팩트를
S3 버킷에 업로드하면 S3 버킷 정책 또는 사용자 정책을 사용하여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구성 파일을 생성하려면 다음 형식을 사용합니다.
{

}

"Parameters" : {
"NameOfTemplateParameter" : "ValueOfParameter",
...
},
"Tags" : {
"TagKey" : "TagValue",
...
},
"StackPolicy" : {
"Statement" : [
StackPolicyStatement
]
}

다음 예에서는 TestEC2Key 파라미터에 대해 KeyName를 지정하고, 값이 Department인 Marketing 태
그를 추가하고, 리소스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제외하고 모든 업데이트 작업을 허용하는 스택 정책을 추가합
니다.
{

"Parameters" : {
"KeyName" : "TestEC2Key"
},
"Tags" : {
"Department" : "Marketing"
},
"StackPolicy" : {
"Statement" : [
{
"Effect" : "Allow",
"NotAction" : "Update:Delete",
"Principal": "*",
"Resourc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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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이러한 파라미터를 이용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관련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CodePipeline의 AWS CloudFormation 작업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dePipeline 사용 설명
서의 AWS CloudFormation 작업 구성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 Owner 필드 또는 configuration 필드와 같은 작업 공급자별 예제 템플릿 값은 AWS CodePipeline 사
용 설명서의 작업 구조 참조를 참조하세요.
• YAML 또는 JSON 형식의 예제 파이프라인 스택 템플릿을 다운로드하려면 AWS CodePipeline 사용 설명
서의 AWS CloudFormation이 포함된 파이프라인 생성에서 자습서를 참조하세요.

CodePipeline 파이프라인에서 파라미터 재정의 함수
사용
CodePipeline 단계에서 AWS CloudFormation 작업에 대한 파라미터 재정의 (p. 88)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파라미터 재정의를 사용하면 템플릿 구성 파일에서 값을 재정의하는 템플릿 파라미터 값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AWS CloudFormation은 동적 값(파이프라인이 실행될 때까지 알 수 없는 값)을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주제
• Fn::GetArtifactAtt (p. 95)
• Fn::GetParam (p. 96)
•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p. 98)

Fn::GetArtifactAtt
Fn::GetArtifactAtt 함수는 아티팩트가 저장되는 S3 버킷 이름과 같은 입력 아티팩트에서 속성의 값을
가져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여 파일 이름 또는 S3 버킷 이름과 같은 아티팩트의 속성을 지정합니다.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면 CodePipeline에서 파일을 복사하여 파이프라인의 아티팩트 스토어(S3 버킷)에 기록
합니다. CodePipeline에서 아티팩트 스토어에 파일 이름을 생성합니다.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기 전에는 이러
한 파일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에는 CodePipeline에서 AWS Lambda 함수 소스 코드를 아티팩트 스토어에 복사하는
소스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는 Lambda 함수를 생성하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이 있
지만, AWS CloudFormation에서 함수를 생성하려면 파일 이름이 필요합니다. Fn::GetArtifactAtt 함수
를 사용하여 정확한 S3 버킷 및 파일 이름을 전달해야 합니다.

구문
다음 구문을 사용하여 아티팩트의 속성 값을 가져옵니다.
{ "Fn::GetArtifactAtt" : [ "artifactName", "attributeName" ] }

artifactName
입력 아티팩트의 이름입니다. 연결된 작업에 대한 입력으로 이 아티팩트를 선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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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Name
값을 가져올 아티팩트 속성의 이름입니다. 각 아티팩트 속성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다음 속성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

예
다음 파라미터 재정의는 BucketName 아티팩트의 S3 버킷 이름과 파일 이름을 가져와서 ObjectKey 및
LambdaFunctionSource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CodePipeline에서 Lambda 함수 소스 코
드를 복사하여 아티팩트로(예: 소스 단계의 부분으로) 저장했다고 가정합니다.
{
}

"BucketName" : { "Fn::GetArtifactAtt" : ["LambdaFunctionSource", "BucketName"]},
"ObjectKey" : { "Fn::GetArtifactAtt" : ["LambdaFunctionSource", "ObjectKey"]}

속성
아티팩트의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BucketName
아티팩트가 저장되는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ObjectKey
CodePipeline에서 생성된 아티팩트가 포함되어 있는 .zip 파일의 이름입니다(예: 1ABCyZZ.zip).
URL
아티팩트의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URL입니다(예: https://
s3.us-west-2.amazonaws.com/artifactstorebucket-yivczw8jma0c/test/
TemplateSo/1ABCyZZ.zip).

Fn::GetParam
Fn::GetParam 함수는 JSON 형식 파일의 키-값 페어에서 값을 반환합니다. JSON 파일은 아티팩트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스택에서 출력 값을 가져오고 이 값을 다른 작업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WS CloudFormation 작업에 대한 출력 파일 이름을 지정할 경우 CodePipeline에서
출력을 JSON 파일에 저장한 다음 출력 아티팩트의 .zip 파일에 추가합니다. Fn::GetParam 함수를 사용
하여 출력 값을 가져오고 이 값을 다른 작업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구문
다음 구문을 사용하여 키-값 페어에서 값을 가져옵니다.
{ "Fn::GetParam" : [ "artifactName", "JSONFileName", "keyName" ] }

artifactName
연결된 작업에 대한 입력 아티팩트로 포함되어야 하는 아티팩트의 이름입니다.
JSONFileName
아티팩트에 포함되는 JSON 파일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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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ame
값을 가져올 키의 이름입니다.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파라미터 재정의에서 Fn::GetParam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구문
다음 파라미터 재정의는 WebSiteURL 아티팩트에 있는 URL 파일에서 stack-output.json 키의 값을 가
져와 WebStackOutput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
}

"WebSiteURL" : { "Fn::GetParam" : ["WebStackOutput", "stack-output.json", "URL"]}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코드 조각
CodePipeline 파이프라인의 다음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코드 조각은 스택 출력을 전달하는 방
법을 보여줍니다. 이 코드 조각은 파이프라인 정의의 2단계를 보여 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스택을 생
성하고 해당 출력을 TestOutput.json 아티팩트의 StackAOutput 파일에 저장합니다. 이러한 값은
OutputFileName 및 OutputArtifacts 속성에서 지정됩니다.
단계에서 사용할 소스 입력 아티팩트의 이름은 TemplateSource입니다. 스택 템플릿의 파일 이름은
teststackA.yaml이며 구성 파일의 파일 이름은 test-configuration.json입니다. 두 단계 모두에서
이러한 값은 다음과 같이 TemplateConfiguration 및 TemplatePath 속성에 지정됩니다.
TemplateConfiguration: TemplateSource::test-configuration.json
TemplatePath: TemplateSource::teststackA.yaml

Example 스택 A 생성 스테이지
- Name: CreateTestStackA
Actions:
- Name: CloudFormationCreate
ActionTypeId:
Category: Deploy
Owner: AWS
Provider: CloudFormation
Version: '1'
Configuration:
ActionMode: CREATE_UPDATE
Capabilities: CAPABILITY_IAM
OutputFileName: TestOutput.json
RoleArn: !GetAtt [CFNRole, Arn]
StackName: StackA
TemplateConfiguration: TemplateSource::test-configuration.json
TemplatePath: TemplateSource::teststackA.yaml
InputArtifacts:
- Name: TemplateSource
OutputArtifacts:
- Name: StackAOutput
RunOrder: '1'

후속 단계에서 스택 B는 스택 A의 출력을 사용합니다. 예제에서는 ParameterOverrides 속성
에서 Fn::GetParam 함수를 사용하여 StackBInputParam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결과 값은
StackAOutputName 키와 연결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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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스택 B 생성 스테이지
- Name: CreateTestStackB
Actions:
- Name: CloudFormationCreate
ActionTypeId:
Category: Deploy
Owner: AWS
Provider: CloudFormation
Version: '1'
Configuration:
ActionMode: CREATE_UPDATE
Capabilities: CAPABILITY_IAM
RoleArn: !GetAtt [CFNRole, Arn]
StackName: StackB
TemplateConfiguration: TemplateSource::test-configuration.json
TemplatePath: TemplateSource::teststackB.yaml
ParameterOverrides: |
{
"StackBInputParam" : { "Fn::GetParam" : ["StackAOutput", "TestOutput.json",
"StackAOutputName"]}
}
InputArtifacts:
- Name: TemplateSource
- Name: StackAOutput
RunOrder: '1'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이러한 파라미터를 이용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관련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CodePipeline의 AWS CloudFormation 작업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dePipeline 사용 설명
서의 AWS CloudFormation 작업 구성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 Owner 필드 또는 configuration 필드와 같은 작업 공급자별 예제 템플릿 값은 AWS CodePipeline 사
용 설명서의 작업 구조 참조를 참조하세요.
• YAML 또는 JSON 형식의 예제 파이프라인 스택 템플릿을 다운로드하려면 AWS CodePipeline 사용 설명
서의 AWS CloudFormation이 포함된 파이프라인 생성에서 자습서를 참조하세요.
• 템플릿 예제 구성 파일은 AWS CloudFormation 아티팩트를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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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작업
스택이란 하나의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AWS 리소스 모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택을 생성, 업데이트 또
는 삭제하여 리소스 모음을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스택의 모든 리소스는 스택의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스택에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리소스(예: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킹 규칙)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웹 애플리케이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간단히 스택을 삭제하면 관련 리소스가 모두 삭제됩니다.
AWS CloudFormation은 모든 스택 리소스가 적절히 생성 또는 삭제되도록 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은
스택 리소스를 하나의 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스택을 생성하거나 삭제하려면 모든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삭
제해야 합니다. 리소스를 생성할 수 없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해당 스택을 롤백하고 생성된 모든
리소스를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리소스를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스택이 삭제될 때까지 나머지 모든 리소스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AWS CloudFormation 콘솔, API 또는 AWS CLI를 사용하여 스택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ote
스택을 곧바로 삭제했더라도 스택 리소스가 작동된 시간 동안 스택 리소스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
게 있습니다.
주제
• AWS CloudFormation 콘솔 사용 (p. 99)
• AWS Command Line Interface 사용 (p. 117)
•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 (p. 128)
• 스택 및 리소스에 대한 비관리형 구성 변경 감지 (p. 170)
• 기존 리소스를 CloudFormation 관리로 가져오기 (p. 187)
• 스택 장애 옵션 (p. 199)
• 스택 간 리소스 이동 (p. 206)
• 가져오기 및 드리프트 감지 작업을 지원하는 리소스 (p. 213)
• 스택 출력 값 내보내기 (p. 227)
• 출력 값을 가져오고 내보내는 스택 나열 (p. 229)
• 중첩 스택 작업 (p. 230)
• AWS CloudFormation에서 Microsoft Windows 스택 사용 (p. 240)

AWS CloudFormation 콘솔 사용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 스택을 생성, 모니터링, 업데이트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는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일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
습니다.

이 섹션의 내용
•
•
•
•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 (p. 100)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스택 생성 (p. 101)
EC2 키 페어 생성 (p. 107)
AWS CloudFormation 스택 비용 추정 (p. 107)

•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AWS CloudFormation 스택 데이터 및 리소스 보기 (p. 108)
• 스택 작업 모니터링 및 롤백 (p. 110)
• 스택에 대한 빠른 생성 링크 생성 (p. 112)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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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스택 삭제 (p. 115)
• 스택 삭제 방지 (p. 115)
•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삭제된 스택 보기 (p. 117)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하면 웹 기반 인터페이스에서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생성, 모니터
링, 업데이트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의 일부입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AWS CloudFormation 콘솔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 URL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직접 엽
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에 아직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하기
전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여 사용 중인 경우, 다음과 같이 홈 페이지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Management Tools(관리 도구)에서 CloudFormation을 선택하십시오.
• 검색 창을 사용하여 CloudFormation을 검색합니다.
• 최근에 CloudFormation을 사용한 경우 Recently visited services(최근 방문한 서비스)에서
CloudFormation을 선택합니다.

실행 중인 AWS CloudFormation 스택이 없는 경우 옵션이 스택 생성으로 표시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재
실행 중인 스택 목록이 표시됩니다.

다음 사항도 참조하십시오.
•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스택 생성 (p. 101)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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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스택 생성
스택을 생성하기 전에 AWS CloudFormation이 스택에 포함할 리소스를 설명하는 템플릿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사용 (p. 245) 단원을 참조하세요.

Note
새 스택의 구성을 미리 보려면 변경 세트를 사용 (p. 106)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 콘솔에서는 다음 단계로 구성된 간단한 마법사 기반 프로세스를 통해 스택을 생성합니다.
1. 스택 생성 마법사 시작 (p. 101)
2. 스택 템플릿 선택 (p. 102)
3. 스택 파라미터 지정 (p. 103)
4. AWS CloudFormation 스택 옵션 설정 (p. 104)
5. 스택 검토 (p. 105)
스택을 생성한 후 스택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스택 리소스 및 출력을 보고, 스택을 업데이트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에 대한 정보는 연결된 주제에서 제공됩니다.

스택 생성 마법사 시작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스택을 생성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새 스택을 만듭니다.
• 스택 생성을 선택합니다. 현재 실행 중인 스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옵션이 유일한 옵션입니다.
• [스택(Stacks)] 페이지에서 [스택 생성(Create Stack)]을 선택합니다. 현재 실행 중인 스택이 없는 경우
에만 이 옵션이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스택 템플릿을 선택 (p. 102)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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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템플릿 선택
스택 생성 마법사를 시작 (p. 101)한 후 AWS CloudFormation에서 스택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려는
템플릿을 지정합니다.
CloudFormation 템플릿은 JSON 또는 YAML 형식 파일로, 스택을 구성하는 AWS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CloudFormation 템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사용 (p. 245) 섹션을 참조하
세요.

스택 템플릿을 선택하려면:
1.

Specify template(템플릿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스택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템플릿 준비 완료
스택을 만들 준비가 완료된 템플릿을 지정하십시오.
Specify template(템플릿 지정) 섹션에서 템플릿의 위치에 따라 적절한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Amazon S3 URL
S3 버킷의 템플릿에 대한 URL을 지정합니다.
Amazon S3 URL 필드에 URL을 입력합니다.

Important
템플릿에 중첩 스택(예: 하위 디렉터리에 있는 다른 템플릿 문서에서 설명하는 스택)이
포함되어 있으면 S3 버킷에 필수 파일 및 디렉터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템플릿이 버전 관리를 사용하는 버킷에 있는 경우 특정 버전의 템플릿(예:
https://s3.amazonaws.com/templates/myTemplate.template?
versionId=123ab1cdeKdOW5IH4GAcYbEngcpTJTDW)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콘솔 사용 설명서의 버전 관리를 사용하는 버킷의 객체 관리를
참조하세요.
URL은 사용자에게 읽기 권한이 있고 스택과 동일한 리전에 속하는 S3 버킷의 템플릿(최대 크기
1MB)을 가리켜야 합니다. URL은 최대 1,024자 길이일 수 있습니다.
• 템플릿 파일 업로드
로컬 컴퓨터에서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파일 선택을 선택한 다음 업로드하려는 템플릿 파일을 선택합니다. 템플릿 크기는 최대 1MB까지
가능합니다. 템플릿을 선택하면 CloudFormation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S3 URL을 표시합니다.
AWS CLI 또는 API를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하는 경우 최대 크기 51,200바이트로 템플릿을 업로
드할 수 있습니다.

Note
로컬 템플릿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해당 파일을 AWS 계정의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버킷에 업로드합니다. CloudFormation에
서 생성한 S3 버킷이 아직 없는 경우 템플릿 파일을 업로드하는 각 리전에 대해 고유한
버킷이 생성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생성한 S3 버킷이 AWS 계정에 이미 있
는 경우 CloudFormation이 템플릿을 해당 버킷에 추가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 생성한 S3 버킷 관련 고려 사항
• AWS 계정에서 Amazon S3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가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CloudFormation은 기본값으로 서버 측 암호화가 활성화된 버킷을 생성하여 버킷에 저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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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ormation에서 생성한 버킷에 대한 암호화 옵션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예:
https://console.aws.amazon.com/s3/에서 Amazon S3 콘솔을 사용하거나 AWS CLI
사용).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개발자 가이드의 S3 버킷에 대
한 Amazon S3 기본 암호화를 참조하세요.
• 템플릿을 Amazon S3에 수동으로 업로드하여 자체 버킷을 사용하고 버킷의 권한을 관
리할 수 있습니다.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마다 템플릿 파일의 Amazon S3
URL을 지정합니다.
샘플 템플릿 사용
• CloudFormation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모음에서 샘플 템플릿을 선택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템
플릿에 대한 설명은 샘플 템플릿 (p. 659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서비스별로 구성된 더 많은 템플릿 샘플 및 조각을 보려면 샘플 템플릿 더 보기(View more
sample templates)를 클릭합니다.
Create template in Designer(Designer에서 템플릿 생성)
템플릿을 그래픽 다이어그램으로 작성하기 위한 끌어서 놓기 인터페이스인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하여 템플릿을 만들거나 수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loudFormation
Designer란 무엇인가요? (p. 334) 단원을 참조하세요.
2.

설정을 수락하려면 다음을 선택하고 스택 이름 및 파라미터 지정 (p. 103)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리소스를 생성하기 전에 CloudFormation에서 템플릿을 확인하면 구문 및 일부 의미 체계 오류(예: 순환
종속성)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 중에 CloudFormation에서는 먼저 템플릿이 유효한 JSON인지를 확
인합니다. 유효한 JSON이 아니면 CloudFormation은 템플릿이 유효한 YAML인지를 확인합니다. 두 확
인이 모두 실패한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템플릿 확인 오류를 반환합니다.

스택 이름 및 파라미터 지정
스택 템플릿을 선택한 후 템플릿에 정의된 파라미터에 대한 스택 이름과 값을 지정합니다.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생성할 때 스택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택 템플릿에서 파라미터 값을 사용하
여 리소스를 구성하는 방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설정을 지정하기 위해 여러 템플릿에
값을 하드 코딩할 필요가 없습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의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라미
터 (p. 274)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스택 이름과 파라미터 값을 지정하려면
1.

스택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스택 이름 상자에 스택 이름을 입력합니다.
스택 이름은 스택 목록에서 특정 스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별자입니다. 스택 이름에는 영숫자
(대소문자 구분)와 하이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문자로 시작해야 하고 128자 이하여야 합니다.

2.

파라미터 섹션에서 스택 템플릿에 정의된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을 사용하여 파라미터를 사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파라미터 값에 만족하는 경우 [다음(Next)]을 클릭하여 스택에 대한 설정 옵션 (p. 104)을 계속 진행합
니다.

AWS 특정 파라미터 유형
AWS 특정 파라미터 유형을 포함하는 스택을 생성할 경우 CloudFormation 콘솔에 해당 파라미터에 유효
한 값의 드롭다운 목록이 제공됩니다. 파라미터 유형에 따라 ID, 이름 또는 Name 태그 값을 기준으로 값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EC2::VPC::Id 파라미터 유형을 사용하여 특정 VPC ID(예: vpcb47658d1)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VPC에 이름 태그가 지정된 경우(예: Name:TestVPC) TestVPC를 검색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Name 키를 포함하는 태그 값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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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콘솔에 드롭다운 목록이 제공되지 않거나 AWS::EC2::Image::Id 파라미터 유형을 사용하여 값
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은 입력 값이 유효한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이미
지 ID인지 여부만 확인합니다.

그룹 및 정렬 파라미터
콘솔에는 입력 파라미터가 논리적 ID별 사전순으로 나열됩니다. 템플릿을 생성할 때
AWS::CloudFormation::Interface 메타데이터 키를 사용하여 기본 순서를 재정의할 수 있
습니다. AWS::CloudFormation::Interface 메타데이터 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예제는
AWS::CloudFormation::Interface (p. 27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스택 옵션 설정
템플릿에서 정의되는 파라미터 (p. 274)를 지정한 후에는 스택에 대한 추가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스택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태그
태그는 비용 할당과 같은 용도를 위해 스택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임의의 키-값 페어입니다. 어
떤 태그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리소스에 태그 지
정을 참조하세요.
키는 영숫자 또는 공백으로 구성됩니다. 태그 키는 최대 127자일 수 있습니다.
값은 영숫자 또는 공백으로 구성됩니다. 태그 값은 최대 255자일 수 있습니다.
권한
CloudFormation이 수임할 수 있는 기존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서비스 역할입니
다.
CloudFormation에서는 사용자의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대신 역할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서비스 역할 (p. 69)을(를) 참조하세요.
스택 장애 옵션
모든 스택 배포 및 변경 집합 작업에 대한 프로비저닝 장애 옵션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스택 장애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스택 리소스 롤백 옵션은 스택 상태가CREATE_FAILED 또는 UPDATE_FAILED인 경우 템플릿에 지
정된 모든 리소스를 롤백합니다.
생성 작업의 경우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 보존 옵션은 성공한 리소스의 상태를 유지하지만 실
패한 리소스는 다음 업데이트 작업이 수행될 때까지 실패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업데이트 및 변경 세트 작업의 경우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 보존 옵션은 성공한 리소스
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패한 리소스를 마지막으로 알려진 안정 상태로 롤백합니다. 실패한 리소스
는UPDATE_FAILED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안정 상태가 없는 리소스는 다음 스택 작업 시
삭제됩니다.
스택 생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고급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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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정책
스택 업데이트 중 의도치 않게 업데이트되지 않도록 하려는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택 업데
이트 중에는 모든 리소스가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스택 정책을 바로 JSON으로 입력하거나 스택 정책이 포함된 JSON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정보는 스택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 방지 (p. 158) 단원을 참조하세요.
롤백 구성
스택 생성 및 업데이트 중 CloudFormation이 스택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스택이 지정한 경
보의 임계값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작업을 롤백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에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CloudWatch 경보를 지정합니다. 스택 작업 도중 또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ALARM 상태로 전환되는 경보
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CloudFormation이 전체 스택 작업을 롤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택 작업 모니
터링 및 롤백 (p. 110)을(를) 참조하세요.
알림 옵션
스택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전송하는 기존 또는 새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주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mazon SNS 주제를 생성하면 스택 이벤트 알림을 보낼 이메일 주소와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스택 생성 옵션
다음 옵션은 스택 생성에 포함되지만 스택 업데이트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imeout
스택 생성 작업 시간이 초과되기 전에 CloudFormation이 할당해야 하는 시간(분)을 지정합니다.
CloudFormation이 할당된 시간 내에 전체 스택을 생성하지 못할 경우, 시간 초과로 인해 스택 생성
이 실패하고 스택이 롤백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택 생성에는 시간 초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리소스에는 해당 리소스가 구현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자체 시간 초과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택의 개별 리소스가 시간
초과될 경우, 스택 생성에 대해 지정한 시간 초과 시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스택 생성이 시간
초과됩니다.

스택 옵션을 설정하려면
1.

스택 생성 마법사의 Configure stack options(스택 옵션 구성) 페이지에서 태그 및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고급 옵션 섹션을 사용하여 스택에 대한 추가 구성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2.

스택 옵션을 모두 입력하면 [다음 단계(Next Step)]를 선택하여 스택 검토 (p. 105)를 진행합니다.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스택 검토 및 스택 비용 추정
스택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단계는 스택을 생성하는 동안 입력한 값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택 비용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1.

검토 페이지에서 스택 세부 정보를 검토합니다.
스택 시작 전에 값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섹션에서 [편집(Edit)]을 선택하여 변경할 설정이 있는 페
이지로 이동합니다.

2.

(선택 사항) 스택 비용을 추정하려면 템플릿 섹션에서 Estimate cost(비용 추정) 링크를 선택하십시오.
AWS Pricing Calculator에는 스택 템플릿의 값과 시작 설정이 표시됩니다.

3.

스택 생성 설정과 스택의 추정 비용을 검토한 후에는 [스택 생성(Create stack)]을 선택하여 스택을 시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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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이 시점에서 새 스택이 아닌 새로운 변경 세트를 생성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
려면 스택 생성 대신 변경 세트 만들기를 클릭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스택 생성 (p. 106) 단원을 참조하세요.
CloudFormation은 새로운 스택에 대한 [스택 세부 정보(Stack details)] 페이지의 [이벤트(Events)] 창을
표시합니다. 여기에서 스택 이벤트, 데이터 또는 리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p. 108). CloudFormation은
1분마다 스택 이벤트를 자동으로 새로 고칩니다. 또한 CloudFormation은 새 스택 이벤트가 발생할 때
[사용 가능한 새 이벤트(New events available)] 배지를 표시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목록에 로드하려면
새로 고침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스택 생성 이벤트를 보면 스택 생성의 원인이 된 이벤트의 시퀀스(또는
스택 디버깅 중인 경우 실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택이 생성되는 동안 [스택(Stacks)] 페이지에 CREATE_IN_PROGRESS 상태로 나열됩니다.
스택은 생성되고 나면 상태가 CREATE_COMPLETE로 변경됩니다. 그런 다음 [출력(Outputs)] 탭을 선
택하여 템플릿에 정의한 스택의 출력을 볼 수 있습니다.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스택 생성
스택을 생성하기 이전에 AWS CloudFormation 스택이 어떻게 구성될지 미리 보려면 변경 세트를 생성합니
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다양한 구성을 검사한 다음 변경 세트를 실행하기 이전에 스택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스택 업데이트 (p. 131)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

새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 생성
새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를 만들려면 스택 템플릿을 선택하고 새 스택을 만드는 경우와 같이 스택 구성을 지
정한 다음, 새 스택 대신 새 변경 세트를 만들도록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변경 세트를 생성하려면
1.

스택 생성 마법사 시작 (p. 101)

2.

스택 템플릿 선택 (p. 102)

3.

스택에 대한 파라미터 지정 (p. 103)

4.

스택 옵션 설정 (p. 104)

5.

검토 페이지에서 스택 세부 정보를 검토합니다.
변경 세트를 만들기 전에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섹션에서 [편집(Edit)]을 선택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설정이 있는 페이지로 돌아가십시오.

6.

변경 세트 생성을 선택합니다.

7.

변경 세트의 이름과 원하는 경우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변경 세트 생성을 선택합니다.
새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를 만들면 CloudFormation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상태가 REVIEW_IN_PROGRESS인 새 스택을 시작합니다.
• 이전 단계에서 지정한 스택 구성을 반영하는 새 스택에 대해 변경 세트를 만듭니다.
CloudFormation에서 제안한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Change sets)]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CloudFormation이 변경 세트를 생성하는 동안 상태는 CREATE_IN_PROGRESS이고 실행 상태
는 UNAVAILABLE입니다. CloudFormation이 변경 세트 생성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변경 세
트 상태는 CREATE_COMPLETE으로 설정되고 실행 상태는 AVAILABLE입니다. 스택 상태가
REVIEW_IN_PROGRESS로 업데이트됩니다. 이 시점에 변경 세트를 실행하여 새 스택 생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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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ormation의 [변경(Changes)] 창에 제안된 스택 구성이 표시됩니다.
CloudFormation이 변경 세트 생성에 실패하면, 변경 세트 상태는 CREATE_FAILED로 설정됩니다. 상태
사유 필드에 표시된 오류를 수정한 다음 새 변경 세트를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 다양한 구성을 시도한 후
다음 변경 세트를 실행하기 이전에 스택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변경 세트를 기반으로 새 스택 생성을 완료하려면 실행을 선택한 다음 실행을 다시 선택합니다.

EC2 키 페어 생성
일부 AWS CloudFormation 리소스 및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예를 들어, 인스턴스에 대한 SSH 액세스 권한을
구성하는 경우 인증을 위한 Amazon EC2 키 페어를 지정해야 합니다.
Amazon EC2 키 페어는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
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키 페어를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스택 비용 추정
AWS CloudFormation에 대한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직접 생성한 것처럼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생성
된 AWS 리소스(예: Amazon EC2 인스턴스, Elastic Load Balancing 로드 밸런서 등)에 대한 요금을 지불합니
다.

스택 비용을 추정하려면
1.

스택 생성 마법사의 검토 페이지에서 템플릿 섹션의 Estimate cost(비용 추정)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새 브라우저 탭에서 AWS Pricing Calculator가 열립니다.

Note
CloudFormation 콘솔에서 계산기를 시작했으므로 계산기는 템플릿 구성 및 파라미터 값으로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구성 가능한 추가 값이 많이 있어, Amazon EC2 인스턴스로 전송되는
데이터 양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경우 더욱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월별 청구서 견적(Estimate of your Monthly Bill)] 탭을 선택하면 스택 실행에 청구되는 월별 추정 금액과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범주별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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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Management Console에서 AWS CloudFormation
스택 데이터 및 리소스 보기
스택 정보 보기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생성한 후에는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스택의 데이터 및 리소
스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스택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스택 정보
다음을 포함하여 스택 및 해당 구성에 대한 일반 정보를 표시합니다.
개요
스택 상태, 드리프트 상태 및 종료 방지와 같은 상태 정보와 함께 스택 이름, 스택 ID 및 루트 스택을
표시합니다.
태그
스택과 연결된 태그를 모두 표시합니다.
스택 정책
스택 업데이트 시 업데이트되지 않는 스택 리소스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리소스를 업데이트하려면
스택 업데이트 중 명시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롤백 구성
스택 작업 중 또는 지정된 모니터링 기간 동안 CloudFormation이 모니터링해야 하는, 지정된
CloudWatch 경보를 표시합니다. 스택 작업 도중 또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ALARM 상태로 전환되는
경보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CloudFormation이 전체 스택 작업을 롤백합니다.
알림 옵션
스택 이벤트에 대한 알림이 전송되는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주제를 표시합니다(지정
된 경우).
Events
스택을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할 때 추적되는 작업을 표시합니다.
지정된 스택 작업에 의해 트리거되는 모든 이벤트는 동일한 클라이언트 요청 토큰에 할당됩니
다. 이 토큰은 작업을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시작되는 스택 작업은 ConsoleStackOperation-ID 토큰 형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형식은 스택 작업을 쉽게 식별하는 데 도움
이 됩니다. 예를 들어, 콘솔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할 경우, 각 결과 스택 이벤트는 ConsoleCreateStack-7f59c3cf-00d2-40c7-b2ff-e75db0987002 형식의 동일한 토큰에 할당됩니다.
리소스
스택의 일부인 리소스를 표시합니다.
출력
스택의 템플릿에서 선언된 출력을 표시합니다.
파라미터
스택의 파라미터와 그 값을 표시합니다.
SSM 파라미터가 포함된 스택의 경우, [확인된 값(Resolved Value)] 열에 SSM 파라미터에 대한 스택 정의
에 사용된 값이 표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SSM 파라미터 유형 (p. 279) 단원을 참조하세요.
템플릿
스택의 템플릿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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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가 포함된 스택의 경우 [원본 템플릿 보기(View original template)]를 선택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템플릿을 보거나 [처리된 템플릿 보기(View processed template)]를 선택하여 CloudFormation에서 참조
된 매크로를 처리한 후 템플릿을 볼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은 처리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 또는 업데이트합니다.

CloudFormation 스택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1.

CloudFormation 콘솔의 [스택(Stacks)] 페이지에서 스택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CloudFormation은 선택
한 스택의 스택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2.

스택 세부 정보 창을 선택하여 스택에 대한 관련 정보를 봅니다.
예를 들어 [이벤트(Events)]를 선택하여 스택 수명 주기 동안 CloudFormation에서 생성한 스택 이벤트를
봅니다.

스택 상태 코드
다음 표에서는 스택 상태 코드를 설명합니다.

스택 상태

설명

CREATE_COMPLETE

하나 이상의 스택을 성공적으로 생성했습니다.

CREATE_IN_PROGRESS

하나 이상의 스택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CREATE_FAILED

하나 이상의 스택을 생성하지 못했습니다. 연결된 오류 메시지는 스
택 이벤트를 참조하십시오. 생성 실패에 대한 가능한 원인은 스택 내
의 모든 리소스에 대한 작업 권한이 없거나, AWS 서비스에서 파라
미터 값을 거부했거나, 리소스 생성 중에 제한 시간을 초과했을 수
있습니다.

DELETE_COMPLETE

하나 이상의 스택을 성공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삭제된 스택은 90일
동안 유지되며 볼 수 있습니다.

DELETE_FAILED

하나 이상의 스택을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삭제에 실패했으므로 일
부 리소스가 아직 실행 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택으로 작업하거
나 스택을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스택을 다시 삭제하십시오. 연결
된 오류 메시지는 스택 이벤트를 참조하십시오.

DELETE_IN_PROGRESS

하나 이상의 스택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REVIEW_IN_PROGRESS

템플릿 또는 리소스 없이 예상 StackId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스
택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Important
이 상태 코드를 가진 스택은 가능한 최대 스택 수 (p. 8)에
포함됩니다.
ROLLBACK_COMPLETE

스택 생성이 실패하거나 스택 생성을 명시적으로 취소한 이후에 하
나 이상의 스택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스택 생성 작업 중에 생
성된 모든 리소스가 삭제됩니다.
스택 생성이 실패한 후에만 이 상태가 존재합니다. 이 상태는 부분적
으로 생성된 스택의 모든 작업이 적절하게 정리되었음을 나타냅니
다. 이 상태에서는 삭제 작업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10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스택 작업 모니터링 및 롤백

스택 상태

설명

ROLLBACK_FAILED

스택 생성이 실패하거나 스택 생성을 명시적으로 취소한 이후에 하
나 이상의 스택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스택을 삭제하십시오. 연결
된 오류 메시지는 스택 이벤트를 참조하십시오.

ROLLBACK_IN_PROGRESS

스택 생성이 실패하거나 스택 생성을 명시적으로 취소한 이후에 하
나 이상의 스택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UPDATE_COMPLETE

하나 이상의 스택을 성공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스택을 업데이트한 후 하나 이상의 스택에 대한 이전 리소스를 제거
UPDATE_COMPLETE_CLEANUP_IN_PROGRESS
하고 있습니다. 스택 업데이트 중에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새 리소스를 생성한 다음 이전 리소스를 삭
제하여 스택 중단을 줄여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스택이 업데이트되
고 사용 가능하지만 CloudFormation에서는 이전 리소스를 계속 삭
제하고 있습니다.
UPDATE_FAILED

하나 이상의 스택을 업데이트하지 못했습니다. 연결된 오류 메시지
는 스택 이벤트를 참조하십시오.

UPDATE_IN_PROGRESS

하나 이상의 스택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UPDATE_ROLLBACK_COMPLETE

스택 업데이트를 실패한 이후에 하나 이상의 스택을 이전 작업 상태
로 되돌렸습니다.

스택 업데이트를 실패한 후 하나 이상의 스택에 대한 새 리소스를 제
UPDATE_ROLLBACK_COMPLETE_CLEANUP_IN_PROGRESS
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스택이 이전 작업 상태로 롤백되고
사용 가능하지만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 업데이트 중에 생성된
새 리소스를 계속 삭제하고 있습니다.
UPDATE_ROLLBACK_FAILED

스택 업데이트를 실패한 이후에 하나 이상의 스택을 이전 작업
상태로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스택 또는 continue
rollback (p. 168)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스택이 작동 상태로 돌아
가기 전에 오류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AWS Support에
문의하여 스택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UPDATE_ROLLBACK_IN_PROGRESS 스택 업데이트를 실패한 이후에 하나 이상의 스택을 이전 작업 상태
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IMPORT_IN_PROGRESS

가져오기 작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IMPORT_COMPLETE

resource import를 지원하는 스택의 모든 리소스에 대해 가져오
기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IMPORT_ROLLBACK_IN_PROGRESS 가져오기는 이전 템플릿 구성으로 롤백됩니다.
IMPORT_ROLLBACK_FAILED

스택에 있는 하나 이상의 리소스에 대해 가져오기 롤백 작업이 실패
했습니다. CloudFormation이(가) 성공적으로 가져온 리소스에 대해
결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MPORT_ROLLBACK_COMPLETE

가져오기가 이전 템플릿 구성으로 성공적으로 롤백되었습니다.

스택 작업 모니터링 및 롤백
롤백 트리거를 사용하면 스택 생성 및 업데이트 중 AWS CloudFormation이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모니터
링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이 지정한 경보의 임계값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작업을 롤백할 수 있습니다. 사용
자는 생성하는 각 롤백 트리거에 대해 CloudFormation이 모니터링해야 하는 CloudWatch 경보를 지정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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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loudFormation은 스택 생성 또는 업데이트 작업 도중, 그리고 모든 리소스가 배포된 이후 지정된 시간
동안 지정된 경보를 모니터링합니다. 스택 작업 도중 또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ALARM 상태로 전환되는 경보
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CloudFormation이 전체 스택 작업을 롤백합니다.
모니터링 시간을 0~180분 사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은 스택 생성 또는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배포한 후 이 시간 동안 모든 롤백 트리거를 모니터링합니다. 스택 작업 도중 또는 이
모니터링 기간 동안 ALARM 상태로 전환되는 경보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CloudFormation이 전체 스택 작업
을 롤백합니다. 그런 다음, 업데이트 작업을 위해, 아무 경보도 ALARM 상태로 전환하지 않고 모니터링 기간
이 경과한 경우 CloudFormation이 평소와 같이 기존 리소스를 폐기합니다. 모니터링 시간은 설정하지만 롤
백 트리거는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CloudFormation은 업데이트를 작업을 위해 기존 리소스를 제거하기
전에 지정된 기간 동안 대기합니다. 이 모니터링 기간을 사용하여 원하는 수동 스택 검증을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수동으로 스택 생성 또는 업데이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시간을 0분으로 설정할 경우에도
CloudFormation이 스택 생성 및 업데이트 작업 도중 롤백 트리거를 모니터링하고 경보가 하나라도 ALARM
상태로 전환되면 작업을 롤백합니다. 그런 다음, 경보 위반이 없을 경우 업데이트 작업을 위해 작업이 완료되
는 즉시 기존 리소스를 폐기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CloudFormation은 경보가 INSUFFICIENT_DATA 상태가 아니라 ALARM 상태로 전환되는 경우
에만 스택 작업을 롤백합니다. 경보가 INSUFFICIENT_DATA 상태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CloudFormation이
(가) 스택 작업을 롤백하도록 하려면 누락 데이터를 breaching(으)로 처리하도록 CloudWatch 경보를 수정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의 CloudWatch 경보가 누락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구성을 참조하세요.
CloudFormation은 업데이트 작업 도중 스택을 롤백할 때 롤백 트리거를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최대 5개의 롤백 트리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롤백 트리거를 추가하려면 CloudWatch 경보의 Amazon 리소
스 이름(ARN)을 지정합니다. 현재, AWS::CloudWatch::Alarm 유형만 롤백 트리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CloudWatch 경보가 누락되는 경우 전체 스택 작업이 실패하고 롤백됩니다.
Amazon CloudWatch에 액세스하려면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자격 증명에는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CloudWatch 지표 데이터 검색과 같이 AWS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의 Amazon CloudWatch에 대한 인증 및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세
요.

스택 작업 또는 업데이트 도중 롤백 트리거를 추가하려면
1.

스택 생성 또는 업데이트 중에 스택 옵션 구성 페이지의 고급 옵션 아래에서 롤백 구성으로 이동하십시
오.

2.

모니터링 시간을 0–180분 사이로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3.

롤백 트리거로 사용할 Cloudwatch 경보의 ARN을 입력하고 CloudWatch 경보 ARN 추가를 클릭합니다.
최대 5개의 롤백 트리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변경 세트에 롤백 트리거를 추가하려면
1.

변경 세트 생성 또는 업데이트 중에 Configure stack options(스택 옵션 구성) 페이지의 고급 옵션 아래에
서 롤백 구성으로 이동하십시오.

2.

모니터링 시간을 0–180분 사이로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3.

롤백 트리거로 사용할 Cloudwatch 경보의 ARN을 입력하고 CloudWatch 경보 ARN 추가를 클릭합니다.
최대 5개의 롤백 트리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스택의 롤백 트리거를 확인하려면
•

스택 페이지의 왼쪽 목록에서 보려는 스택을 선택하십시오. Stack info(스택 정보) 탭의 고급 옵션 아래
에서 롤백 구성 섹션을 확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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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에 대한 빠른 생성 링크 생성
빠른 생성 링크를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스택을 빠르게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URL 쿼리
파라미터에서 템플릿 URL, 스택 이름 및 템플릿 파라미터를 지정하여 단일 스택 생성 마법사(Create Stack
Wizard) 페이지를 미리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법사 페이지의 수가 감소되고 필수 사항인 사용자
입력의 양이 줄어들어 스택 생성 프로세스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동일한 템플릿에 대해 다른 값을 지정하는
여러 URL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템플릿 재사용이 최적화됩니다.

지원되는 파라미터
CloudFormation에서는 다음 URL 쿼리 파라미터를 지원합니다.
templateURL
필수. 스택 템플릿의 URL을 지정합니다. URL 인코딩이 지원되지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stackName
선택. 스택 이름을 지정합니다. 스택 이름에는 영숫자(대소문자 구분)와 하이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문자로 시작해야 하고 128자 이하여야 합니다.
스택 템플릿에서 NoEcho 파라미터 유형이 아닌 모든 파라미터입니다.
선택. param_parameterName 형식을 사용하여 URL 쿼리 문자열에서 템플릿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URL 파라미터에는 param_ 접두사가 있어야 하며, 파라미터 이름 세그먼트가 템플릿의 파라미터 이름
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 param_DBName.
CloudFormation은 템플릿에 없는 파라미터와 NoEcho 속성이 true 유형으로 설정되어 정의된 모든 파
라미터(일반적으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무시합니다. URL 파라미터는 템플릿에 지정된 기본값을 재
정의합니다. 필요한 만큼 파라미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AWS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스토어 또는 AWS Secrets Manager와 같이 CloudFormation
외부에서 저장 및 관리되는 민감한 정보를 참조하려면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직접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대신 스택 템플릿에 있는 동적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쿼리 파라미터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사용자는 스택을 생성하기 전에 콘솔에서 이러한 값을
덮어쓸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예는 WordPress 기본 단일 인스턴스 샘플 템플릿을 기반으로 합니다. 쿼리 문자열에는 필수
templateURL 파라미터와 stackName, DBName, InstanceType 및 KeyName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다음 URL에는 명확성을 위해 줄 바꿈이 추가되었습니다.
https://eu-central-1.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home?region=eu-central-1#/
stacks/create/review
?templateURL=https://s3.eu-central-1.amazonaws.com/cloudformation-templates-eucentral-1/WordPress_Single_Instance.template
&stackName=MyWPBlog
&param_DBName=mywpblog
&param_InstanceType=t2.medium
&param_KeyName=MyKey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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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URL에는 이전 예와 동일한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지만 줄 바꿈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제 URL
형식입니다.

https://eu-central-1.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home?
region=eu-central-1#/stacks/create/review?templateURL=https://s3.eucentral-1.amazonaws.com/cloudformation-templates-eu-central-1/
WordPress_Single_Instance.template&stackName=MyWPBlog&param_DBName=mywpblog&param_InstanceType=t2.mediu

예제 URL은 파라미터에 대해 자동으로 사용되는 제공된 값을 사용하여 콘솔에 스택 생성 마법사(Create
Stack Wizard)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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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스택 삭제
스택을 삭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CloudFormation 콘솔의 [스택(Stacks)] 페이지에서 삭제할 스택을 선택합니다. 스택이 현재 실행 중이어
야 합니다.

3.

스택 세부 정보 창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4.

메시지가 나타나면 스택 삭제를 선택하십시오.

Note
스택 삭제가 시작된 후에는 스택 삭제 작업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스택이
DELETE_IN_PROGRESS 상태로 바뀝니다.
스택 삭제가 완료되면 스택의 상태가 DELETE_COMPLETE로 바뀝니다. 상태가 DELETE_COMPLETE인
스택은 기본적으로 CloudFormation 콘솔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삭제된 스택을 표시하려면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삭제된 스택 보기 (p. 117)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스택 보기 필터를 변경해야
합니다.
삭제에 실패하면 스택이 DELETE_FAILED 상태가 됩니다. 해결 방법은 스택 삭제 실패 (p. 6594)문제
해결 주제를 참조하세요.
스택이 실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삭제 방지 (p. 115) 단원을 참조하
십시오.

스택 삭제 방지
스택의 종료 방지 기능을 활성화하여 스택이 실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종료 방지 기능이 활
성화된 스택을 삭제하려고 시도하면 삭제가 실패하고 스택은 상태를 포함하여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스택을 생성할 때 종료 방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택의 종료 방지 기능은 비활성화되
어있습니다. DELETE_IN_PROGRESS 또는 DELETE_COMPLETE를 제외하면 임의 상태의 스택에서 종료
보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택 종료 방지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면 해당 스택에 속한 모든 중첩 스택에 대해서도 종료 방지
기능이 설정됩니다. 종료 방지 기능을 중첩 스택에서 직접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종료 방지
기능이 활성화된 스택에 속한 중첩 스택을 직접 삭제하려고 시도하면 작업이 실패하고 중첩 스택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중첩 스택을 삭제하는 스택 업데이트를 하면 AWS CloudFormation이 그에 따라 중첩 스택
을 삭제합니다.
종료 방지 기능은 롤백을 비활성화하는 것과 다릅니다. 종료 방지 기능은 스택 삭제 시도 시에만 적용되고 롤
백 비활성화는 스택 생성 실패 시 자동 롤백에 적용됩니다.

스택을 생성할 때 종료 방지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

스택 생성 마법사의 스택 옵션 지정 페이지에서 고급 옵션 아래 종료 방지 섹션을 확장하고 활성화를 선
택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스택 옵션 설정 (p. 104)의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스택
생성 (p. 10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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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스택에서 종료 방지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1.
2.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다음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원하는 스택을 선택합니다.

Note
스택 이름 옆에 NESTED가 표시되면 그 스택은 중첩 스택입니다. 중첩 스택이 속한 루트 스택
에서만 종료 방지 기능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3.

스택 세부 정보 창에서 Stack actions(스택 작업)를 선택한 다음 Edit termination protection(종료 방지 편
집)을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이 [종료 방지 편집(Edit termination protection)]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4.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를 선택한 다음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중첩 스택에서 종료 방지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스택 이름 옆에 NESTED가 표시되면 그 스택은 중첩 스택입니다. 중첩 스택이 속한 루트 스택에서만 종료 방
지 기능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루트 스택에서 종료 방지 기능을 변경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다음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3.

원하는 중첩 스택을 선택합니다.
Stack info(스택 정보) 창에서 개요 섹션의 Root stack(루트 스택)으로 나열된 스택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CloudFormation이 루트 스택에 대한 스택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4.

Stack actions(스택 작업)을 선택하고 Edit Termination Protection(종료 방지 편집)을 선택하십시오.

5.

CloudFormation이 [종료 방지 편집(Edit termination protection)]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를 선택한 다음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명령줄을 사용한 종료 방지 기능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방법
•

update-termination-protection 명령을 사용합니다.

스택에서 종료 방지 기능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 제어
스택에서 종료 방지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cloudformation:UpdateTerminationProtection 작업에 대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정책을 통해 사용자가 스택에서 종료 방지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에 권한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을 통한 액세스 제어 (p. 5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mple 스택 종료 방지 기능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샘플 정책
{

"Version":"2012-10-17",
"Statement":[{
"Effect":"Allow",
"Action":[
"cloudformation:UpdateTerminationProtection"
],
"Re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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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삭제된 스택 보기
기본적으로 AWS CloudFormation 콘솔은 DELETE_COMPLETE 상태의 스택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삭제된
스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려면 스택 보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삭제된 스택을 보려면
•

CloudFormation 콘솔의 [스택(Stacks)] 페이지에 있는 필터 목록에서 [삭제됨(Deleted)]을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은 모든 삭제된 스택(DELETE_COMPLETE 상태인 스택)을 나열합니다.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스택 삭제 (p. 115)
•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AWS CloudFormation 스택 데이터 및 리소스 보기 (p. 108)

관련 주제
• AWS Command Line Interface 사용 (p. 117)

AWS Command Line Interface 사용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터미널에서 스택을 생성, 모니터링, 업데
이트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CLI를 사용하여 스크립트를 통해 작업을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AWS CL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mmand Line Interface 사용 설명서 섹션을 참조하세요.
Windows PowerShell을 사용하는 경우 AWS는 AWS Tools for Windows PowerShell도 제공합니다.

Note
이전의 AWS CloudFormation CLI 도구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전 AWS
CloudFormation CLI 도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아카이브의 AWS CloudFormation CLI 참
조를 참조하십시오.
주제
• 스택 생성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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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택 설명 및 나열 (p. 119)
• 스택 이벤트 기록 보기 (p. 122)
• 리소스 나열 (p. 124)
• 템플릿 검색 (p. 125)
• 템플릿 확인 (p. 125)
• S3 버킷에 로컬 아티팩트 업로드 (p. 126)
• 변형이 포함된 템플릿을 빠르게 배포 (p. 127)
• 스택 삭제 (p. 127)

스택 생성
스택을 생성하려면 aws cloudformation create-stack 명령을 실행합니다. 스택 이름, 유효한 템플릿
의 위치 및 입력 파라미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파라미터는 공백으로 구분되고 키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aws cloudformation createstack을 실행할 때 파라미터 키 이름을 잘못 입력할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을 생성하지 않
고 템플릿에 해당 파라미터가 없다고 보고합니다.

Note
Amazon S3 또는 AWS Systems Manager에 수동으로 템플릿을 업로드하여 자체 버킷을 사용하고
해당하는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마다 템플릿 파일
의 Amazon S3 또는 AWS Systems Manager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은 파라미터 값을 반환합니다. 비밀번호와 같은
민감한 파라미터 값이 반환되지 않도록 하려면 TRUE로 설정된 NoEcho 속성을 AWS CloudFormation 템플
릿에 포함합니다.

Important
NoEcho 속성을 사용해도 다음에 저장된 정보는 마스킹되지 않습니다.
• Metadata 템플릿 섹션입니다. CloudFormation은 Metadata 섹션에 포함된 정보를 변환,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십시오.
• Outputs 템플릿 섹션. 자세한 내용은 출력을 참조하십시오.
• 리소스 정의의 Metadata 속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타데이터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암호나 보안 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Important
AWS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스토어 또는 AWS Secrets Manager와 같이 CloudFormation 외
부에서 저장 및 관리되는 민감한 정보를 참조하려면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직접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대신 스택 템플릿에 있는 동적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제에서는 Amazon S3 버킷에 myteststack 스택을 생성합니다.
PROMPT> aws cloudformation create-stack \
--stack-name myteststack \
--template-body file://home/testuser/mytemplate.json \
--parameters ParameterKey=Parm1,ParameterValue=test1
ParameterKey=Parm2,ParameterValue=test2

CloudFormation은 다음 출력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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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ckId" : "arn:aws:cloudformation:us-west-2:123456789012:stack/
myteststack/330b0120-1771-11e4-af37-50ba1b98bea6"
}

다음 예제에서는 AWS Systems Manager 문서에 myteststack 스택을 생성합니다.
PROMPT> aws cloudformation create-stack \
--stack-name myteststack \
--template-url "ssm-doc://arn:aws:ssm:us-east-1:12345678912:document/documentName"

스택 설명 및 나열
두 AWS CLI 명령(AWS CloudFormation 및 aws cloudformation list-stacks)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 스택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Note
IAM 정책을 통해 사용자가 두 AWS CLI 명령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AWS CloudFormation 리소스” (p. 61)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 cloudformation list-stacks
aws cloudformation list-stacks 명령을 사용하면 최대 90일 이전에 삭제된 스택을 포함하
여 생성된 스택 목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옵션을 사용하여 스택 상태(예: CREATE_COMPLETE 및
DELETE_COMPLETE)별로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list-stacks 명령은 이
름, 스택 식별자, 템플릿, 상태 등 실행 중이거나 삭제된 스택에 대한 요약 정보를 반환합니다.

Note
aws cloudformation list-stacks 명령은 삭제 후 90일 동안 삭제된 스택에 대한 정보를 반
환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상태가 CREATE_COMPLETE인 모든 스택에 대한 요약 내용을 보여줍니다.
PROMPT> aws cloudformation list-stacks --stack-status-filter CREATE_COMPLETE
[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2:123456789012:stack/myteststack/
644df8e0-0dff-11e3-8e2f-5088487c4896",
"TemplateDescription":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S3_Bucket: Sample
template showing how to create a publicly accessible S3 bucket. **WARNING** This template
creates an
S3 bucket. You will be billed for the AWS resources used if you create a stack from this
template.",
"StackStatusReason": null,
"CreationTime": "2013-08-26T03:27:10.190Z",
"StackName": "myteststack",
"StackStatus": "CREATE_COMPLETE"
}
]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 명령은 실행 중인 스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옵션을 사
용하여 스택 이름에 대한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름, 스택 식별자, 상태를 비롯하여 스택
에 대한 정보를 반환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myteststack 스택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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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 --stack-name myteststack
{
"Stacks": [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2:123456789012:stack/myteststack/
a69442d0-0b8f-11e3-8b8a-500150b352e0",
"Description":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S3_Bucket: Sample template
showing how to create a publicly accessible S3 bucket. **WARNING** This template creates
an S3 bucket.
You will be billed for the AWS resources used if you create a stack from this template.",
"Tags": [],
"Outputs": [
{
"Description": "Name of S3 bucket to hold website content",
"OutputKey": "BucketName",
"OutputValue": "myteststack-s3bucket-jssofi1zie2w"
}
],
"StackStatusReason": null,
"CreationTime": "2013-08-23T01:02:15.422Z",
"Capabilities": [],
"StackName": "myteststack",
"StackStatus": "CREATE_COMPLETE",
"DisableRollback": false
}
]
}

--stack-name 옵션을 사용하여 출력을 한 스택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모든 실행 중인 스택에 대한 정보
가 반환됩니다.

스택 상태 코드
하나 이상의 스택 상태 코드를 지정하여 지정된 상태 코드를 가진 스택만 나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각 스택 상태 코드를 설명합니다.

스택 상태

설명

CREATE_COMPLETE

하나 이상의 스택을 성공적으로 생성했습니다.

CREATE_IN_PROGRESS

하나 이상의 스택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CREATE_FAILED

하나 이상의 스택을 생성하지 못했습니다. 연결된 오류 메시지는 스
택 이벤트를 참조하십시오. 생성 실패에 대한 가능한 원인은 스택 내
의 모든 리소스에 대한 작업 권한이 없거나, AWS 서비스에서 파라
미터 값을 거부했거나, 리소스 생성 중에 제한 시간을 초과했을 수
있습니다.

DELETE_COMPLETE

하나 이상의 스택을 성공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삭제된 스택은 90일
동안 유지되며 볼 수 있습니다.

DELETE_FAILED

하나 이상의 스택을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삭제에 실패했으므로 일
부 리소스가 아직 실행 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택으로 작업하거
나 스택을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스택을 다시 삭제하십시오. 연결
된 오류 메시지는 스택 이벤트를 참조하십시오.

DELETE_IN_PROGRESS

하나 이상의 스택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REVIEW_IN_PROGRESS

템플릿 또는 리소스 없이 예상 StackId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스
택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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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상태

설명

Important
이 상태 코드를 가진 스택은 가능한 최대 스택 수 (p. 8)에
포함됩니다.
ROLLBACK_COMPLETE

스택 생성이 실패하거나 스택 생성을 명시적으로 취소한 이후에 하
나 이상의 스택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스택 생성 작업 중에 생
성된 모든 리소스가 삭제됩니다.
스택 생성이 실패한 후에만 이 상태가 존재합니다. 이 상태는 부분적
으로 생성된 스택의 모든 작업이 적절하게 정리되었음을 나타냅니
다. 이 상태에서는 삭제 작업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ROLLBACK_FAILED

스택 생성이 실패하거나 스택 생성을 명시적으로 취소한 이후에 하
나 이상의 스택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스택을 삭제하십시오. 연결
된 오류 메시지는 스택 이벤트를 참조하십시오.

ROLLBACK_IN_PROGRESS

스택 생성이 실패하거나 스택 생성을 명시적으로 취소한 이후에 하
나 이상의 스택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UPDATE_COMPLETE

하나 이상의 스택을 성공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스택을 업데이트한 후 하나 이상의 스택에 대한 이전 리소스를 제거
UPDATE_COMPLETE_CLEANUP_IN_PROGRESS
하고 있습니다. 스택 업데이트 중에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새 리소스를 생성한 다음 이전 리소스를 삭
제하여 스택 중단을 줄여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스택이 업데이트되
고 사용 가능하지만 CloudFormation에서는 이전 리소스를 계속 삭
제하고 있습니다.
UPDATE_FAILED

하나 이상의 스택을 업데이트하지 못했습니다. 연결된 오류 메시지
는 스택 이벤트를 참조하십시오.

UPDATE_IN_PROGRESS

하나 이상의 스택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UPDATE_ROLLBACK_COMPLETE

스택 업데이트를 실패한 이후에 하나 이상의 스택을 이전 작업 상태
로 되돌렸습니다.

스택 업데이트를 실패한 후 하나 이상의 스택에 대한 새 리소스를 제
UPDATE_ROLLBACK_COMPLETE_CLEANUP_IN_PROGRESS
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스택이 이전 작업 상태로 롤백되고
사용 가능하지만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 업데이트 중에 생성된
새 리소스를 계속 삭제하고 있습니다.
UPDATE_ROLLBACK_FAILED

스택 업데이트를 실패한 이후에 하나 이상의 스택을 이전 작업
상태로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스택 또는 continue
rollback (p. 168)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스택이 작동 상태로 돌아
가기 전에 오류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AWS Support에
문의하여 스택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UPDATE_ROLLBACK_IN_PROGRESS 스택 업데이트를 실패한 이후에 하나 이상의 스택을 이전 작업 상태
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IMPORT_IN_PROGRESS

가져오기 작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IMPORT_COMPLETE

resource import를 지원하는 스택의 모든 리소스에 대해 가져오
기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IMPORT_ROLLBACK_IN_PROGRESS 가져오기는 이전 템플릿 구성으로 롤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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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상태

설명

IMPORT_ROLLBACK_FAILED

스택에 있는 하나 이상의 리소스에 대해 가져오기 롤백 작업이 실패
했습니다. CloudFormation이(가) 성공적으로 가져온 리소스에 대해
결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MPORT_ROLLBACK_COMPLETE

가져오기가 이전 템플릿 구성으로 성공적으로 롤백되었습니다.

스택 이벤트 기록 보기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events 명령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에서 생성하
고 삭제하는 리소스의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스택을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시간 양은 스택의 복잡성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aws cloudformation create-stack 명령을 사용하여 템플릿 파일에서 샘플 스택을
생성합니다. 스택을 생성한 후에는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events 명령을 사용하여
스택 생성 중 보고된 이벤트를 표시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myteststack 템플릿 파일을 사용하여 이름이 sampletemplate.json인 스택을 생성합
니다.
PROMPT> aws cloudformation create-stack --stack-name myteststack --template-body file:///
home/local/test/sampletemplate.json
[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2:123456789012:stack/
myteststack/466df9e0-0dff-08e3-8e2f-5088487c4896",
"Description":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S3_Bucket: Sample template
showing how to create a publicly accessible S3 bucket. **WARNING** This template creates
an S3 bucket.
You will be billed for the AWS resources used if you create a stack from this template.",
"Tags": [],
"Outputs": [
{
"Description": "Name of S3 bucket to hold website content",
"OutputKey": "BucketName",
"OutputValue": "myteststack-s3bucket-jssofi1zie2w"
}
],
"StackStatusReason": null,
"CreationTime": "2013-08-23T01:02:15.422Z",
"Capabilities": [],
"StackName": "myteststack",
"StackStatus": "CREATE_COMPLETE",
"DisableRollback": false
}
]

다음 예제에서는 myteststack 스택 이벤트를 설명합니다.
PROMPT>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events --stack-name myteststack
{
"StackEvents": [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2:123456789012:stack/
myteststack/466df9e0-0dff-08e3-8e2f-5088487c4896",
"EventId": "af67ef60-0b8f-11e3-8b8a-500150b352e0",
"ResourceStatus": "CREATE_COMPLETE",
"ResourceType": "AWS::CloudFormation::Stack",
"Timestamp": "2013-08-23T01:02:30.07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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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kName": "myteststack",
"PhysicalResourceId": "arn:aws:cloudformation:us-east-2:123456789012:stack/
myteststack/a69442d0-0b8f-11e3-8b8a-500150b352e0",
"LogicalResourceId": "myteststack"
},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2:123456789012:stack/
myteststack/466df9e0-0dff-08e3-8e2f-5088487c4896",
"EventId": "S3Bucket-CREATE_COMPLETE-1377219748025",
"ResourceStatus": "CREATE_COMPLETE",
"ResourceType": "AWS::S3::Bucket",
"Timestamp": "2013-08-23T01:02:28.025Z",
"StackName": "myteststack",
"ResourceProperties": "{\"AccessControl\":\"PublicRead\"}",
"PhysicalResourceId": "myteststack-s3bucket-jssofi1zie2w",
"LogicalResourceId": "S3Bucket"
},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2:123456789012:stack/
myteststack/466df9e0-0dff-08e3-8e2f-5088487c4896",
"EventId": "S3Bucket-CREATE_IN_PROGRESS-1377219746688",
"ResourceStatus": "CREATE_IN_PROGRESS",
"ResourceType": "AWS::S3::Bucket",
"Timestamp": "2013-08-23T01:02:26.688Z",
"ResourceStatusReason": "Resource creation Initiated",
"StackName": "myteststack",
"ResourceProperties": "{\"AccessControl\":\"PublicRead\"}",
"PhysicalResourceId": "myteststack-s3bucket-jssofi1zie2w",
"LogicalResourceId": "S3Bucket"
},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2:123456789012:stack/
myteststack/466df9e0-0dff-08e3-8e2f-5088487c4896",
"EventId": "S3Bucket-CREATE_IN_PROGRESS-1377219743862",
"ResourceStatus": "CREATE_IN_PROGRESS",
"ResourceType": "AWS::S3::Bucket",
"Timestamp": "2013-08-23T01:02:23.862Z",
"StackName": "myteststack",
"ResourceProperties": "{\"AccessControl\":\"PublicRead\"}",
"PhysicalResourceId": null,
"LogicalResourceId": "S3Bucket"
},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2:123456789012:stack/
myteststack/466df9e0-0dff-08e3-8e2f-5088487c4896",
"EventId": "a69469e0-0b8f-11e3-8b8a-500150b352e0",
"ResourceStatus": "CREATE_IN_PROGRESS",
"ResourceType": "AWS::CloudFormation::Stack",
"Timestamp": "2013-08-23T01:02:15.422Z",
"ResourceStatusReason": "User Initiated",
"StackName": "myteststack",
"PhysicalResourceId": "arn:aws:cloudformation:us-east-2:123456789012:stack/
myteststack/a69442d0-0b8f-11e3-8b8a-500150b352e0",
"LogicalResourceId": "myteststack"
}
]
}

Note
스택이 생성되는 동안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events 명령을 실행하여 보고
되는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 이벤트가 먼저 보고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events
명령에서 반환되는 필드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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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설명

EventId

이벤트 식별자

StackName

이벤트에 해당하는 스택의 이름

StackId

이벤트에 해당하는 스택의 식별자

LogicalResourceId

리소스의 논리적 식별자

PhysicalResourceId

리소스의 물리적 식별자

ResourceProperties

리소스의 속성

ResourceType

리소스의 유형

Timestamp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

ResourceStatus

리소스의 상태입니다. 다음 상태 코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CREATE_COMPLETE | CREATE_FAILED | CREATE_IN_PROGRESS
| DELETE_COMPLETE | DELETE_FAILED | DELETE_IN_PROGRESS
| DELETE_SKIPPED | UPDATE_COMPLETE | UPDATE_FAILED |
UPDATE_IN_PROGRESS
DELETE_SKIPPED 상태는 삭제 정책 속성이 보관인 리소스에 적용됩
니다.

ResourceStatusReason

상태에 대한 추가 정보

리소스 나열
aws cloudformation create-stack 명령을 실행하면 바로 aws cloudformation list-stackresources 명령을 사용하여 스택의 리소스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stack-name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지정한 스택의 각 리소스에 대한 요약을 나열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생성 또는 삭제 상태를 비롯하
여 스택에 대한 요약이 포함됩니다.
다음 예에서는 myteststack 스택에 대한 리소스를 보여줍니다.
PROMPT> aws cloudformation list-stack-resources --stack-name myteststack
{
"StackResourceSummaries": [
{
"ResourceStatus": "CREATE_COMPLETE",
"ResourceType": "AWS::S3::Bucket",
"ResourceStatusReason": null,
"LastUpdatedTimestamp": "2013-08-23T01:02:28.025Z",
"PhysicalResourceId": "myteststack-s3bucket-sample",
"LogicalResourceId": "S3Bucket"
}
]
}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실행 중인 스택 또는 삭제된 스택에 대한 리소스 세부 정보를 보고합니
다. 상태가 CREATE_IN_PROCESS인 스택의 이름을 지정하면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상태가
CREATE_COMPLETE인 리소스만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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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resources 명령은 삭제 후 90일 동안 삭제된 스택
에 대한 정보를 반환합니다.

템플릿 검색
AWS CloudFormation은 스택의 일부로 스택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템플릿을 저장합니다. CloudFormation
에서 템플릿을 검색하려면 aws cloudformation get-template 명령을 사용합니다.

Note
aws cloudformation get-template 명령은 스택 삭제 이후 최대 90일 동안 삭제된 스택 템플
릿을 반환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myteststack 스택에 대한 템플릿을 보여줍니다.
PROMPT> aws cloudformation get-template --stack-name myteststack
{
"TemplateBody":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Outputs": {
"BucketName": {
"Description": "Name of S3 bucket to hold website content",
"Value": {
"Ref": "S3Bucket"
}
}
},
"Description":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S3_Bucket: Sample template
showing how to create a publicly accessible S3 bucket. **WARNING** This template creates
an S3 bucket.
You will be billed for the AWS resources used if you create a stack from this template.",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AccessControl": "PublicRead"
}
}
}
}
}

출력에는 전체 템플릿 본문이 인용 부호로 둘러싸여 포함되어 있습니다.

템플릿 확인
aws cloudformation validate-template 명령을 사용하여 템플릿 파일의 구문 오류를 점검할 수 있
습니다.

Note
aws cloudformation validate-template 명령은 템플릿의 구문만 점검하도록 설계되어 있
습니다. 리소스에 대해 지정한 속성 값이 해당 리소스에 유효한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생성된 스
택에 존재하게 될 리소스 수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운영상 유효성을 점검하려면 스택을 만들어 보아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 스택에는 샌드박스나 테
스트 영역이 없기 때문에 테스트 중 만든 리소스는 본인이 담당해야 합니다.
확인 중에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먼저 템플릿이 유효한 JSON인지를 확인합니다. 유효한 JSON
이 아니면 CloudFormation은 템플릿이 유효한 YAML인지를 확인합니다. 두 확인이 모두 실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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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ormation에서는 템플릿 확인 오류를 반환합니다. --template-body 파라미터를 로컬로 또는 -template-url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템플릿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원격 위치에서
템플릿을 확인합니다.
PROMPT> aws cloudformation validate-template --template-url https://s3.amazonaws.com/
cloudformation-templates-us-east-1/S3_Bucket.template
{
"Description":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S3_Bucket: Sample template showing
how to create a publicly accessible S3 bucket. **WARNING** This template creates an S3
bucket.
You will be billed for the AWS resources used if you create a stack from this template.",
"Parameters": [],
"Capabilities": []
}

예상 결과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고 나열된 모든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에서는 로컬 템플릿 파일과 함께 오류가 표시됩니다.
PROMPT> aws cloudformation validate-template --template-body file:///home/local/test/
sampletemplate.json
{
"ResponseMetadata": {
"RequestId": "4ae33ec0-1988-11e3-818b-e15a6df955cd"
},
"Errors": [
{
"Message": "Template format error: JSON not well-formed. (line 11, column 8)",
"Code": "ValidationError",
"Type": "Sender"
}
],
"Capabilities": [],
"Parameters": []
}
A client error (ValidationError) occurred: Template format error: JSON not well-formed.
(line 11, column 8)

S3 버킷에 로컬 아티팩트 업로드
Amazon S3 위치가 필요한 일부 요청 속성의 경우(버킷 이름 및 파일 이름) 그 대산 로컬 참조를 지정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AWS Lambda 함수의 소스 코드 또는 Amazon API Gateway REST API의 OpenAPI(이전
의 Swagger) 파일의 S3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S3 버킷에 수동으로 업로드한 다음 템플릿에 위
치를 추가하는 대신, 템플릿에서 로컬 아티팩트라는 로컬 참조를 지정한 다음 package 명령을 사용하여 파
일을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로컬 아티팩트는 package 명령을 통해 Amazon S3에 업로드하는 파일
또는 폴더의 경로입니다. 예를 들어, 아티팩트는 AWS Lambda 함수의 소스 코드 또는 Amazon API Gateway
REST API의 OpenAPI 파일에 대한 경로일 수 있습니다.
파일을 지정하면 이 명령은 해당 파일을 S3 버킷에 직접 업로드합니다. 아티팩트를 업로드한 후 이 명령은
로컬 아티팩트에 대한 참조를 아티팩트를 업로드한 S3 위치로 바꾸어 템플릿의 사본을 반환합니다. 그러면
반환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폴더를 지정하면 이 명령은 폴더에 대한 .zip 파일을 생성한 다음 .zip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경로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 명령은 작업 디렉터리에 대한 .zip 파일을 생성하고 이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절대 경로 또는 상대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 경로는 템플릿 위치에 상대적입니다.
package 명령이 지원하는 리소스 속성에만 로컬 아티팩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 및 지원되는 리소
스 속성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I Command Reference의 aws cloudformation package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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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템플릿은 Lambda 함수의 소스 코드에 대한 로컬 아티팩트를 지정합니다. 소스 코드는 사용자의 /
home/user/code/lambdafunction 폴더에 저장됩니다.
원본 템플릿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Transform: 'AWS::Serverless-2016-10-31'
Resources:
MyFunction:
Type: 'AWS::Serverless::Function'
Properties:
Handler: index.handler
Runtime: nodejs8.10
CodeUri: /home/user/code/lambdafunction

다음 명령은 함수의 소스 코드 폴더가 포함된 .zip 파일을 생성한 다음 my-bucket 버킷의 루트 폴더에 .zip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Package 명령
aws cloudformation package --template /path_to_template/template.json --s3-bucket mybucket
--output-template-file packaged-template.json --use-json

이 명령은 생성되는 템플릿을 --output 옵션에서 지정하는 경로에 저장합니다. 다음 예제와 같이 이 명령
은 아티팩트를 S3 위치로 바꿉니다.
결과 템플릿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Transform: 'AWS::Serverless-2016-10-31'
Resources:
MyFunction:
Type: 'AWS::Serverless::Function'
Properties:
Handler: index.handler
Runtime: nodejs8.10
CodeUri: s3://mybucket/lambdafunction.zip

변형이 포함된 템플릿을 빠르게 배포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변경 세트를 사용해 변형이 포함된 템플릿을 만들어야 합니다. 변경 세트를 독
립적으로 만든 다음 실행하는 대신 aws cloudformation deploy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
면 변경 세트가 생성되어 실행된 후 종료됩니다. 이 명령은 변형이 포함된 스택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할 때 필
요한 단계 수를 줄입니다.
다음 명령은 my-template.json 템플릿을 사용하여 새 스택을 생성합니다.
PROMPT> aws cloudformation deploy --template /path_to_template/my-template.json --stackname my-new-stack --parameter-overrides Key1=Value1 Key2=Value2

자세한 내용은 AWS CLI Command Reference의 aws cloudformation deploy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스택 삭제
스택을 삭제하려면 aws cloudformation delete-stack 명령을 실행합니다. 삭제할 스택의 이름을 지
정해야 합니다. 스택을 삭제할 때 스택과 모든 해당 리소스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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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제에서는 myteststack 스택을 삭제합니다.
PROMPT> aws cloudformation delete-stack --stack-name myteststack

Note
종료 방지 기능이 활성화된 스택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스택 삭제 방지 (p. 115) 단
원을 참조하세요.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
스택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리소스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스택을 삭제한 후 새 스택을 생성하지 말고 스택을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EC2 인스턴스가 있는 스택이 있는 경우 스택의 AMI ID를 변경하기 위해 스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스택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변경 사항(예: 새 입력 파라미터 값 또는 업데이트된 템플릿)을 제출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제출한 변경 사항과 스택의 현재 상태를 비교하여 변경된 리소스만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 워크플로우 요약은 AWS CloudFormation 작동 방식 (p. 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Note
스택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업데이트하는 속성에 따라 리소스를 중단
하거나 업데이트된 리소스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업데이트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리소스의 업데이트 동작 (p. 12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업데이트 방법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즉 직접 업데이트와 변경 세트 생성
및 실행을 제공합니다. 스택을 직접 업데이트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제출하면 AWS CloudFormation에서 즉
시 해당 변경 사항을 배포합니다. 업데이트를 빠르게 배포하려면 직접 업데이트를 사용합니다.
변경 세트를 사용하면 AWS CloudFormation에서 스택에 대해 변경한 사항을 미리 보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세트는 JSON 형식 문서로, AWS CloudFormation에서 스택에 대
해 변경한 사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의도하지 않은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거나 여러 옵션을 고려하려는 경우 변경 세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업데이트 중
AWS CloudFormation에서 스택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대체할 수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스택 리소스의 업데이트 동작 (p. 128)
• 스택 템플릿 수정 (p. 129)
•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스택 업데이트 (p. 131)
• 직접 스택 업데이트 (p. 154)
• 스택 업데이트 진행률 모니터링 (p. 156)
• 스택 업데이트 취소 (p. 158)
• 스택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 방지 (p. 158)
• 업데이트 롤백 계속 (p. 168)

스택 리소스의 업데이트 동작
업데이트를 제출하면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제출하는 내용과 스택의 현재 템플릿 간의 차이에 따라
리소스를 업데이트합니다. 변경되지 않은 리소스는 업데이트 프로세스 동안 중단 없이 실행됩니다. 업데이트
한 리소스의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다음 업데이트 동작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12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스택 템플릿 수정

업데이트(무중단)
AWS CloudFormation에서는 해당 리소스의 작동을 중단하지 않고 리소스의 물리적 ID를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리소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면 AWS::CloudTrail::Trail 리소스에 대해 특정 속성을 업데
이트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추적 파일이 중단 없이 업데이트됩니다.
업데이트(중단)
AWS CloudFormation이 리소스를 업데이트하지만, 다소 중단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AWS::EC2::Instance 리소스에 대해 특정 속성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 및 Amazon
EC2에서 인스턴스를 재구성하는 동안 해당 인스턴스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업데이트 도중 리소스를 다시 생성하며, 이때 새 물리적 ID도 생성합니다.
일반적으로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리소스를 먼저 생성한 후, 대체 리소스를 가리키도록 다른 종
속 리소스의 참조를 변경한 다음, 이전 리소스를 삭제합니다. 예를 들면 AWS::EC2::DBInstance 리소스
유형의 AvailabilityZone 속성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새 리소스를 생
성하고 현재의 EC2 인스턴스 리소스를 새 리소스로 대체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사용하는 메서드는 해당 리소스 유형에 대해 업데이트하는 속성에 따라 달라집니
다. 각 속성에 대한 업데이트 동작은 AWS 리소스 유형 참조 (p. 721)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동작에 따라 이러한 변경 내용이 애플리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리소스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데이트 중에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경우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WS::RDS::DBInstance 리소스 유형의 Port 속성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업데이트된 포트 설정을 사용하여 새 DB 인스턴스를 생성함으로써 DB 인스턴스를 대체하고 이전 DB 인스
턴스를 삭제합니다.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여 데이터베이스 대체를 준비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 DB 인스턴스를 바꾸는 동안 해당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중단을 처리할 방법에 대한 전
략을 준비합니다.
• 해당 DB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업데이트된 포트 설정과 수행된 기타 업데이트를 고려하
는지 확인합니다.
• DB 스냅샷을 사용하여 새 DB 인스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합니다.
이 예제는 포괄적이지 않지만, 업데이트 중에 리소스가 교체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획해야 할 사항을 알려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Note
템플릿에 하나 이상의 중첩 스택이 포함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모든 중첩 스택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이 작업은 중첩된 스택이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
요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은 중첩된 스택에서 해당 템플릿에 지정된 변경 사항이 있는 리소
스만 업데이트합니다.

스택 템플릿 수정
스택 템플릿에 선언된 리소스 및 속성을 수정하려면 스택의 템플릿을 수정해야 합니다. 원하는 리소스만 업
데이트하려면 기존 스택용 템플릿에서 출발하여 그 템플릿을 업데이트합니다. 소스 제어 시스템에서 템플릿
을 관리하려면 해당 템플릿의 사본에서 출발합니다. 아니면 AWS CloudFormation에서 스택 템플릿의 사본
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택의 파라미터 또는 설정(스택의 Amazon SNS 주제)만 수정하려면 기존 스택 템플릿을 재사용할 수 있습
니다. 스택 템플릿의 사본을 가져오거나 스택 템플릿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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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템플릿에 지원되지 않는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변경이 허
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이 메시는 비동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리소스가 AWS
CloudFormation에 의해 기본적으로 비확정적인 순서에 따라 생성 및 업데이트됩니다.
주제
• 스택 템플릿 업데이트(콘솔) (p. 130)
• 스택 템플릿 가져오기 및 업데이트(CLI) (p. 131)

스택 템플릿 업데이트(콘솔)
1.
2.

AWS CloudFormation 콘솔의 스택 페이지에서 업데이트할 스택의 이름을 클릭하십시오.
선택한 스택의 스택 세부 정보 창에서 템플릿 창을 선택하고 Designer에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은 AWS CloudFormation Designer에서 스택 템플릿의 사본을 엽니다.

3.

템플릿을 수정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signer 끌어서 놓기 인터페이스 또는 통합 JSON 및 YAML 편집기를 사용하
여 템플릿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Designer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Designer란 무엇인가요? (p. 334)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업데이트할 리소스만 수정합니다. 업데이트하려는 리소스 및 속성에 대해 현재 스택 구성과 동일한 값을
사용합니다.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완료하여 템플릿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새 리소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리소스를 제거합니다.
대부분 리소스의 경우, 리소스의 논리적 이름을 변경하면 해당 리소스가 삭제되고 새 리소스로 대체됩
니다. 이름이 변경된 리소스에 종속된 다른 리소스는 모두 업데이트해야 하며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의 리소스는 업데이트를 시작하기 위해 (논리적 이름뿐만 아니라) 속성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기존 리소스의 속성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합니다.
특정 리소스 속성 업데이트에 따른 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리소스 유형 참조 (p. 721)를 참
조하세요. 각 속성마다 업데이트의 영향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업데이트 필요 조건: 무중단 (p. 129)
• 업데이트 필요 조건: 일부 중단 (p. 129)
• 업데이트 필요 조건: 대체 (p. 129)
• 리소스에 대한 속성(Metadata, DependsOn, CreationPolicy, UpdatePolicy 및
DeletionPolicy)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합니다.

Important
CreationPolicy, DeletionPolicy 또는 UpdatePolicy 속성을 자체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없습니다. 이들 속성은 리소스를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하는 변경 내용을 포함할 때만 업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소스의 메타데이터 속성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
다.
• 파라미터 선언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합니다. 하지만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리소스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매핑 선언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합니다.

Important
매핑의 값이 스택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매핑을 자체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리소스를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하는 변경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리소스의 메타
데이터 속성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택에서 사용 중인 매핑 값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다른 변경을 수행하여 업데이트를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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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선언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합니다.

Important
조건은 자체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조건은 리소스를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하는 변경
내용을 포함할 때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소스의 메타데이터 속성을 추가하
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출력 값 선언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합니다.
일부 리소스 또는 속성에 속성 값에 대한 제한이나 이러한 값에 대한 변경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를 들면, AWS::RDS::DBInstance 리소스의 AllocatedStorage 속성에 대한 변경은 현재 설정보다 더
커야 합니다. 업데이트에 지정된 값이 이러한 제약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리소스의 업데이트가 실패합
니다. AllocatedStorage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제약은 ModifyDBInstance를 참조하십시오.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는 다른 리소스의 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f 함수 (p. 6562) 또는
Fn::GetAtt 함수 (p. 6542)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된 리소스의 속성을 템플릿에 있는 다른 리소스의
속성 값으로 지정한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변경된 속성에 대한 참조가 들어 있는 리소스도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AWS::RDS::DBInstance 리소스의 MasterUsername 속성을 업데
이트했고 Ref 함수를 사용하여 DB 인스턴스 이름에 대한 참조를 포함한 UserData 속성이 있는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리소스가 있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이 DB
인스턴스를 새 이름으로 다시 생성하고 LaunchConfiguration 리소스도 업데이트합니다.
4.

템플릿의 구문 오류를 검사하려면 AWS CloudFormation Designer 도구 모음의 템플릿 확인(
택합니다.

)을 선

메시지 창에 오류가 있으면 확인해 수정한 다음 템플릿을 다시 확인합니다. 오류가 보이지 않으면 템플
릿의 구문이 유효한 것입니다.
5.
6.

AWS CloudFormation Designer 도구 모음에서 파일 메뉴(
을 S3 버킷에 또는 로컬에 저장합니다.

)를 선택한 다음 저장을 선택하여 템플릿

수정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을 직접 업데이트하거나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스택을 업데이트합니다.

스택 템플릿 가져오기 및 업데이트(CLI)
1.

업데이트할 스택의 템플릿을 가져오려면 aws cloudformation get-template 명령을 사용합니다.

2.

템플릿을 복사하고 텍스트 파일에 붙여 넣은 다음 수정한 후 저장합니다. 템플릿만 복사합니다. 이 명령
에서는 템플릿이 따옴표 안에 지정되지만, 따옴표는 복사하지 마십시오. 템플릿 자체는 열기 괄호에서
시작하여 닫기 괄호로 끝납니다. 이 파일에 스택 리소스에 대한 변경 내용을 지정합니다.

3.

수정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을 직접 업데이트하거나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스택을 업데이트합니다.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스택 업데이트
스택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구현하기 전에 변경 사항이 실행 중인 리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면 확신을 가지고 스택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스택에 대해 제안된 변
경 사항이 실행 중인 리소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경 사항이 중요한 리소
스를 삭제하거나 바꿀지 여부를 결정하고, 변경 세트를 실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만 AWS CloudFormation
에서 스택을 변경하고, 제안된 변경 사항을 진행하거나 다른 변경 세트를 만들어 다른 변경 사항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 콘솔, AWS CLI 또는 CloudFormation API를 사용하여 변경 세트를 생성하고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주제
• 변경 세트 생성 (p. 132)
• 변경 세트 보기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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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세트 실행 (p. 143)
• 변경 세트 삭제 (p. 145)
• 변경 세트의 예 (p. 147)

Important
변경 세트는 CloudFormation에서 스택 업데이트에 성공했는지 여부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
어 변경 세트는 계정 한계 (p. 8)를 초과하는 경우,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리소스 (p. 721)를 업
데이트하는 경우 또는 리소스를 수정할 권한 (p. 59)이 불충분한 경우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모두 스택 업데이트 실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에 실패한 경우 CloudFormation에
서는 리소스를 원래 상태로 롤백하려고 시도합니다.
변경 세트 개요
다음 다이어그램은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스택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1. 업데이트하려는 스택의 변경 사항을 제출하여 변경 세트를 생성합니다. 수정된 스택 템플릿 또는 수정된
입력 파라미터 값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변경 세트를 생성하기 위해 제출한 변경
사항과 스택을 비교합니다. 이 시점에 스택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2. 변경 세트를 확인하여 어떤 스택 설정 및 리소스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CloudFormation
에서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선택사항: 다른 변경 사항을 고려하는 경우 변경할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추가 변경 세트를 생성합니다.
여러 변경 세트를 생성하면 다른 변경 사항이 리소스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필요한 만큼 변경 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4. 스택에 적용하려는 변경 사항이 포함된 변경 세트를 실행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
항이 포함된 스택을 업데이트합니다.

Note
변경을 실행한 후에는 업데이트된 스택에 변경 세트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CloudFormation에
서는 스택과 관련된 모든 변경 세트를 제거합니다.
변경 세트를 삭제하면 적용하면 안 되는 변경 세트를 실행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 세트 생성
실행 중인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를 생성하려면 수정된 템플릿, 새 입력 파라미터 값 또는 둘 모두를 제공하
여 변경할 사항을 제출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제출한 변경 사항과 스택을 비교하여 변경 세트를 생
성합니다.
변경 세트를 생성하기 전에 (p. 129) 또는 변경 세트 생성 중에 템플릿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Create a change set for nested stacks (console)

중첩 스택에 대해 변경 세트 생성(콘솔)
1.

AWS CloudFormation 콘솔의 스택에서 변경 세트를 만들고자 하는 실행 중인 스택을 선택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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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택 세부 정보 창에서 Stack actions(스택 작업)를 선택하고 현재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3.

Create change set for stack-name(## ##에 대한 변경 세트 만들기)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입력 파라미터 값을 수정하거나 업데이트된 템플릿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템플릿을 수정
하십시오.
작업

작업

입력 파라미터 값을 수정
하려면

[현재 템플릿 사용(Use current template)]을 선택하고 [다음(Next)]을
선택하여 입력 파라미터 값을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업데이트된 템플릿의 위
치를 지정하려면

템플릿을 수정한 경우 Replace current template(현재 템플릿 교체)을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Amazon S3 버킷에 저장된 템플릿의 경우 Amazon S3 URL을 선택
합니다. 템플릿에 대한 URL을 입력하거나 붙여 넣고 다음을 선택합
니다.
템플릿이 버전 관리를 사용하는 버킷에 있는 경우 특정
버전의 템플릿(예: https://s3.amazonaws.com/
templates/myTemplate.template?
versionId=123ab1cdeKdOW5IH4GAcYbEngcpTJTDW)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콘
솔 사용 설명서의 버전 관리를 사용하는 버킷의 객체 관리를 참조하
세요.
• 컴퓨터에 로컬로 저장된 템플릿의 경우 템플릿 파일에 업로드를 선
택합니다. [파일 선택(Choose file)]을 선택하고 해당 파일을 찾아 선
택한 후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템플릿을 수정하려면

4.

템플릿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Edit template in designer(Designer에서
템플릿 편집)를 선택한 다음 View in designer(Designer에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signer로 리디렉션됩니다. 템
플릿을 수정했으면 를 선택하여 [Create change set for stackname(스택 이름에 대한 변경 세트 만들기)] 페이지로 돌아간 다음,
[Next(다음)]을 선택합니다.

템플릿에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Specify stack details(스택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해
당 입력 파라미터 값을 입력하거나 수정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스택 템플릿을 재사용할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NoEcho 속성으로 선언된 파라미터를 제외하
고 스택의 현재 값으로 각 파라미터를 채웁니다. 이러한 파라미터에 기존 값을 사용하려면 기존 값
사용을 선택합니다.
동적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관리하는 방법 및 NoEcho를 사용하여 민감한 정보를 마스
킹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 모범 사례를 참조하세
요.

5.

[Configure stack options(구성 스택 옵션)] 페이지에서 스택 태그, IAM 서비스 역할, 스택 정책, 롤백
구성, Amazon SNS 알림 주제(해당할 경우) 또는 변경 세트를 업데이트한 다음, [Next(다음)]을 선택
합니다.

Note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템플릿에 지정된 모든 중
첩 세트에 대해 변경 세트가 생성됩니다.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 정보는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를 참조하세요.
6.

## ## 검토 페이지에서 이 변경 세트의 변경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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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에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으면 CloudFormation
이 IAM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를 선택합니다. IAM 리소스는 AWS 계정에서 권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소스를 검토하여 의도한 작업만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을 통한 액세스 제어 (p. 5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7.

변경 세트 생성을 선택합니다. 변경 세트의 이름을 지정하고 선택적으로 변경 세트의 설명을 지정하
여 용도를 식별합니다. 변경 세트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변경 세트 세부 정보 페이지의 변경 사항 탭으로 리디렉션됩니다. CloudFormation에서 변경 세
트를 생성하면 변경 세트의 상태가 CREATE_IN_PROGRESS로 전환됩니다. 변경 세트가 생성
된 후 CloudFormation에서는 상태를 CREATE_COMPLETE로 설정합니다. [변경(Changes)] 섹션
의 CloudFormation에서 스택에 적용된 모든 변경 사항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경 세트 보
기 (p. 138) 섹션을 참조하세요.

CloudFormation에서 변경 세트 생성에 실패하면(FAILED 상태 보고) [상태(Status)] 필드에 표시된
오류를 수정한 다음 변경 세트를 다시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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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a change set (console)

변경 세트(콘솔)를 생성하려면
1.

AWS CloudFormation 콘솔의 스택에서 변경 세트를 만들고자 하는 실행 중인 스택을 선택하십시
오.

2.

스택 세부 정보 창에서 Stack actions(스택 작업)를 선택하고 현재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3.

Create change set for stack-name(## ##에 대한 변경 세트 만들기)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입력 파라미터 값을 수정하거나 업데이트된 템플릿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템플릿을 수정
하십시오.
작업

작업

입력 파라미터 값을 수정
하려면

[현재 템플릿 사용(Use current template)]을 선택하고 [다음(Next)]을
선택하여 입력 파라미터 값을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업데이트된 템플릿의 위
치를 지정하려면

템플릿을 수정한 경우 Replace current template(현재 템플릿 교체)을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Amazon S3 버킷에 저장된 템플릿의 경우 Amazon S3 URL을 선택
합니다. 템플릿에 대한 URL을 입력하거나 붙여 넣고 다음을 선택합
니다.
템플릿이 버전 관리를 사용하는 버킷에 있는 경우 특정
버전의 템플릿(예: https://s3.amazonaws.com/
templates/myTemplate.template?
versionId=123ab1cdeKdOW5IH4GAcYbEngcpTJTDW)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콘
솔 사용 설명서의 버전 관리를 사용하는 버킷의 객체 관리를 참조하
세요.
• 컴퓨터에 로컬로 저장된 템플릿의 경우 템플릿 파일에 업로드를 선
택합니다. [파일 선택(Choose file)]을 선택하고 해당 파일을 찾아 선
택한 후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템플릿을 수정하려면

4.

템플릿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Edit template in designer(Designer에서
템플릿 편집)를 선택한 다음 View in designer(Designer에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signer로 리디렉션됩니다. 템
플릿을 수정했으면 를 선택하여 [Create change set for stackname(stack-name에 대한 변경 세트 생성)] 페이지를 선택한 다음,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템플릿에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Specify stack details(스택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해
당 입력 파라미터 값을 입력하거나 수정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스택 템플릿을 재사용할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NoEcho 속성으로 선언된 파라미터를 제외하
고 스택의 현재 값으로 각 파라미터를 채웁니다. 이러한 파라미터에 기존 값을 사용하려면 기존 값
사용을 선택합니다.
NoEcho를 사용하여 민감한 정보를 마스킹 처리하는 방법과 동적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 모범 사례를 참조하세요.

5.

[Configure stack options(구성 스택 옵션)] 페이지에서 스택 태그, IAM 서비스 역할, 스택 정책, 롤백
구성, Amazon SNS 알림 주제(해당할 경우) 또는 변경 세트를 업데이트한 다음, [Next(다음)]을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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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템플릿에 지정된 모든 중
첩 세트에 대해 변경 세트가 생성됩니다. 현재 스택에 대해서만 변경 세트를 생성하려면
[Disabled(비활성화)]를 선택합니다.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 정보는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를 참조하세요.
6.

## ## 검토 페이지에서 이 변경 세트의 변경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템플릿에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으면 CloudFormation
이 IAM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를 선택합니다. IAM 리소스는 AWS 계정에서 권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소스를 검토하여 의도한 작업만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을 통한 액세스 제어 (p. 5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7.

변경 세트 생성을 선택합니다. 변경 세트의 이름을 지정하고 선택적으로 변경 세트의 설명을 지정하
여 용도를 식별합니다. 변경 세트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변경 세트 세부 정보 페이지의 변경 사항 탭으로 리디렉션됩니다. CloudFormation에서 변경 세
트를 생성하면 변경 세트의 상태가 CREATE_IN_PROGRESS로 전환됩니다. 변경 세트가 생성
된 후 CloudFormation에서는 상태를 CREATE_COMPLETE로 설정합니다. [변경(Changes)] 섹션
의 CloudFormation에서 스택에 적용된 모든 변경 사항을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경 세트 보
기 (p. 138)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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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ormation에서 변경 세트 생성에 실패하면(FAILED 상태 보고) [상태(Status)] 필드에 표시된
오류를 수정한 다음 변경 세트를 다시 생성합니다.

변경 세트를 생성하려면(AWS CLI)
•

aws cloudformation create-change-set 명령을 실행합니다.
변경 사항을 명령 옵션으로 제출합니다. 새 파라미터 값, 수정된 템플릿 또는 둘 다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은 SampleChangeSet 스택에 대해 SampleStack이라는 변경 세트를 생성합
니다. 변경 세트에서 현재 스택의 템플릿을 사용하지만 다음 Purpose 파라미터의 값이 다릅니다.
aws cloudformation create-change-set --stack-name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SampleStack/1a2345b6-0000-00a0-a123-00abc0abc000
--change-set-name SampleChangeSet --use-previous-template -parameters ParameterKey="InstanceType",UsePreviousValue=true
ParameterKey="KeyPairName",UsePreviousValue=true
ParameterKey="Purpose",ParameterValu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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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세트 보기
변경 세트를 생성한 후 변경 세트를 실행하기 전에 제안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
콘솔, AWS CLI 또는 CloudFormation API를 사용하여 변경 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
콘솔에서는 변경 사항 요약 및 자세한 변경 사항 목록을 JSON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AWS CLI와 AWS
CloudFormation API는 자세한 변경 사항 목록을 JSON 형식으로 반환합니다.
View a change set for nested stack (console)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사항 확인(콘솔)
1.

AWS CloudFormation 콘솔의 스택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변경 세트가 포함된 스택의 이름을 선택하
십시오.

2.
3.

탐색 창에서 변경 세트를 선택하여 스택의 변경 세트 목록을 봅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변경 세트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 콘솔에서 변경 세트의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변경 세트 생성 시
간, 상태, 변경 세트 생성에 사용된 입력 및 변경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Changes)] 섹션에서 각 행은 CloudFormation이 추가, 수정, 제거하거나 동적인 상태를
표시할 리소스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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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Add)] – CloudFormation이 스택 템플릿에 리소스를 추가할 때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 [수정(Modify)] – CloudFormation이 스택 템플릿에서 리소스 속성을 변경할 때 리소스를 수정합니
다.
• [제거(Remove)] – CloudFormation이 스택 템플릿에서 리소스를 삭제할 때 리소스를 삭제합니다.
• [동적(Dynamic)] – CloudFormation이 중첩 스택 템플릿에서 정확한 리소스 변경 작업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Note
수정으로 인해 리소스가 중단되거나 바뀔(다시 생성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업데이트 동작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리소스의 업데이트 동작 (p. 12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특정 변경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면 필터 보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리소스 유형(예:
AWS::CloudFormation::Stack)를 필터링합니다. 특정 리소스를 필터링하려면 논리적 ID 또는
물리적 ID(예: DeadLetterQueue 또는 NestedStack)를 지정합니다.
4.

변경 사항 섹션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중첩된 변경 세트의 [중첩된 변경 세트 보기]를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중첩된 변경 세트의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루트 변경 세트로
이동]을 선택하여 루트 변경 세트를 확인하거나 [상위 변경 세트 보기]를 선택하여 상위 변경 세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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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a change set (console)

변경 세트를 확인하려면(콘솔)
1.

AWS CloudFormation 콘솔의 스택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변경 세트가 포함된 스택의 이름을 선택하
십시오.

2.

탐색 창에서 변경 세트를 선택하여 스택의 변경 세트 목록을 봅니다.

3.

확인하고자 하는 변경 세트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 콘솔에서 변경 세트의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변경 세트 생성 시
간, 상태, 변경 세트 생성에 사용된 입력 및 변경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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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Changes)] 섹션에서 각 행은 CloudFormation이 추가, 수정 또는 제거할 리소스를 나타
냅니다.
• [추가(Add)] – CloudFormation이 스택 템플릿에 리소스를 추가할 때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 [수정(Modify)] – CloudFormation이 스택 템플릿에서 리소스 속성을 변경할 때 리소스를 수정합니
다.
• [제거(Remove)] – CloudFormation이 스택 템플릿에서 리소스를 삭제할 때 리소스를 삭제합니다.

Note
수정으로 인해 리소스가 중단되거나 바뀔(다시 생성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업데이트 동작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리소스의 업데이트 동작 (p. 12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특정 변경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면 필터 보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리소스 유형
(예: AWS::EC2::Instance)를 필터링합니다. 특정 리소스를 필터링하려면 논리적 ID 또는 물리적
ID(예: myWebServer 또는 i-123abcd4)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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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세트를 보려면(AWS CLI)
1.

변경 세트의 ID를 가져오려면 aws cloudformation list-change-sets 명령을 실행합니다.
다음 예에서처럼 보려는 변경 세트가 있는 스택의 스택 ID를 지정합니다.
aws cloudformation list-change-sets --stack-name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SampleStack/1a2345b6-0000-00a0-a123-00abc0abc000

CloudFormation에서는 다음과 유사한 변경 세트 목록을 반환합니다.
{

"Summaries": [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
SampleStack/1a2345b6-0000-00a0-a123-00abc0abc000",
"Status": "CREATE_COMPLETE",
"ChangeSetName": "SampleChangeSet",
"CreationTime": "2020-11-18T20:44:05.889Z",
"StackName": "SampleStack",
"ChangeSet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changeSet/
SampleChangeSet/1a2345b6-0000-00a0-a123-00abc0abc000"
},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
SampleStack/1a2345b6-0000-00a0-a123-00abc0abc000",
"Status": "CREATE_COMPLETE",
"ChangeSetName": "SampleChangeSet-conditional",
"CreationTime": "2020-11-18T21:15:56.398Z",
"StackName": "SampleStack",
"ChangeSet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changeSet/
SampleChangeSet-conditional/1a2345b6-0000-00a0-a123-00abc0abc000"
},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
SampleStack/1a2345b6-0000-00a0-a123-00abc0abc000",
"Status": "CREATE_COMPLETE",
"ChangeSetName": "SampleChangeSet-replacement",
"CreationTime": "2020-11-18T21:03:37.706Z",
"StackName": "SampleStack",
"ChangeSet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changeSet/
SampleChangeSet-replacement/1a2345b6-0000-00a0-a123-00abc0abc000"
}
]
}

2.

aws cloudformation describe-change-set 명령을 실행하고 보려는 변경 세트의 ID를 지정합
니다. 예:
aws cloudformation describe-change-set --change-set-name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changeSet/SampleChangeSet/1a2345b6-0000-00a0-a123-00abc0abc000

CloudFormation에서는 지정된 변경 세트에 대한 정보를 반환합니다.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
SampleStack/1a2345b6-0000-00a0-a123-00abc0abc000",
"Status": "CREATE_COMPLETE",
"ChangeSetName": "SampleChangeSet-direct",
"Paramete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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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ParameterValue": "testing",
"ParameterKey": "Purpose"
"ParameterValue": "ellioty-useast1",
"ParameterKey": "KeyPairName"
"ParameterValue": "t2.micro",
"ParameterKey": "InstanceType"

}
],
"Changes": [
{
"ResourceChange": {
"ResourceType": "AWS::EC2::Instance",
"PhysicalResourceId": "i-1abc23d4",
"Details": [
{
"ChangeSource": "DirectModification",
"Evaluation": "Static",
"Target": {
"Attribute": "Tags",
"RequiresRecreation": "Never"
}
}
],
"Action": "Modify",
"Scope": [
"Tags"
],
"LogicalResourceId": "MyEC2Instance",
"Replacement": "False"
},
"Type": "Resource"
}
],
"CreationTime": "2020-11-18T23:35:25.813Z",
"Capabilities": [],
"StackName": "SampleStack",
"NotificationARNs": [],
"ChangeSet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changeSet/
SampleChangeSet-direct/9edde307-960d-4e6e-ad66-b09ea2f20255"
}

Changes 키는 리소스에 대한 변경 사항을 나열합니다. 이 변경 세트를 실행하면 CloudFormation
에서는 i-1abc23d4 EC2 인스턴스의 태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각 필드의 설명은 AWS
CloudFormation API Reference의 Change 데이터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변경 세트에 대한 예를 더 보려면 변경 세트의 예 (p. 14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변경 세트 실행
변경 세트에 설명된 변경 사항을 스택에 적용하려면 변경 세트를 실행합니다.

Important
변경 세트를 실행한 후에는 업데이트된 스택에 대해 해당 변경 세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
에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과 관련된 모든 추가 변경 세트를 삭제합니다. 업데이트에 실패하면
새 변경 세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스택 정책 및 변경 세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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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스택 정책이 있는 스택에 대해 변경 세트를 실행하면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 업데이트 시 정책
을 적용합니다. 변경 세트를 실행할 때 기존 정책을 덮어쓰는 임시 스택 정책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보호되
는 리소스를 업데이트하려면 스택 정책을 업데이트하거나 직접 업데이트 (p. 154)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Execute a change set for nested stacks (console)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를 실행하려면(콘솔)
1.

AWS CloudFormation 콘솔의 스택에서 업데이트할 스택의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루트 변경 세트와
연결된 스택 이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2.

탐색 창에서 변경 세트를 선택하여 스택의 변경 세트 목록을 봅니다.

3.

실행하고자 하는 루트 변경 세트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4.

변경 세트의 세부 사항 페이지에서 실행을 선택하십시오.

Note
변경 세트 생성 (p. 132) 프로세스 중에 중첩 스택의 변경 세트에 대해 [활성화됨
(Enabled)] 상태인 경우, CloudFormation이 루트 변경 세트와 중첩된 변경 세트에서 설명
한 변경 사항을 실행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즉시 스택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합니다.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이벤트
(Events) (p. 108)] 탭으로 연결되며, 여기에서 스택 업데이트 진행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xecute a change set (console)

변경 세트를 실행하려면(콘솔)
1.

AWS CloudFormation 콘솔의 스택에서 업데이트할 스택의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2.

탐색 창에서 변경 세트를 선택하여 스택의 변경 세트 목록을 봅니다.

3.

실행하고자 하는 변경 세트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4.

변경 세트의 세부 사항 페이지에서 실행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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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ormation에서는 즉시 스택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합니다.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이벤트
(Events) (p. 108)] 탭으로 연결되며, 여기에서 스택 업데이트 진행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변경 세트를 실행하려면(AWS CLI)
•

aws cloudformation execute-change-set 명령을 실행합니다.
다음 예에서처럼 실행하려는 변경 세트의 변경 세트 ID를 지정합니다.
aws cloudformation execute-change-set --change-set-name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changeSet/SampleChangeSet/1a2345b6-0000-00a0-a123-00abc0abc000

위 예에서 명령은 다음 ID를 사용하여 변경 세트를 실행합니다.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changeSet/SampleChangeSet/1a2345b6-0000-00a0a123-00abc0abc000.
명령을 실행한 후 CloudFormation에서 스택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스택의 진행 상황을 보려면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 (p. 119) 명령을 사용합니다.

변경 세트 삭제
변경 세트를 삭제하면 스택의 변경 세트 목록에서 제거됩니다. 변경 세트를 삭제하면 자신 또는 다른 사용자
가 적용하면 안 되는 변경 세트를 실수로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변경 세트를 삭제하
지 않는 한 스택을 업데이트할 때까지 모든 변경 세트를 보존합니다.
Delete a change set for nested stacks

중첩된 세트에 대한 변경 세트를 삭제하려면(콘솔)
1.

AWS CloudFormation 콘솔의 [스택]에서 루트 변경 세트와 연결된 스택 이름을 선택합니다.

2.

탐색 창에서 변경 세트를 선택하여 스택의 변경 세트 목록을 봅니다.

3.

삭제하고자 하는 변경 세트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4.

변경 세트의 세부 사항 페이지에서 삭제를 선택하십시오. 삭제를 선택하면 중첩된 변경 세트의 계층
전체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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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를 대상으로 한 삭제 작업은 비동기식이고 DELETE_PENDING
상태를 표시한 다음, DELETE_IN_PROGRESS 상태를 표시합니다. 변경 세트 삭제 작업이
완료되면 변경 세트가 목록에서 제거됩니다. REVIEW_IN_PROGRESS 상태의 중첩 스택은
변경 세트를 생성할 때 생성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삭제됩니다.

CloudFormation이 스택의 변경 세트 목록에서 변경 세트를 즉시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Note
중첩 스택이 진행 중 작업에서 멈춘 경우 AWS CloudFormation 문제 해결 섹션에서 오류
문제 해결을 참조하세요.
Delete a change set

변경 세트를 삭제하려면(콘솔)
1.

AWS CloudFormation 콘솔의 스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변경 세트가 포함된 스택의 이름을 선택하
십시오.

2.

탐색 창에서 변경 세트를 선택하여 스택의 변경 세트 목록을 봅니다.

3.

삭제하고자 하는 변경 세트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4.

변경 세트의 세부 사항 페이지에서 삭제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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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ormation이 즉시 스택의 변경 세트 목록에서 변경 세트를 삭제하기 시작하고, [스택(Stacks)]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변경 세트를 삭제하려면(AWS CLI)
•

aws cloudformation delete-change-set 명령을 실행하여 다음 예에서처럼 삭제하려는 변경 세
트의 변경 세트 ID를 지정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lete-change-set --change-set-name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changeSet/SampleChangeSet/1a2345b6-0000-00a0-a123-00abc0abc000

변경 세트의 예
이 단원에서는 CloudFormation에서 일반적인 스택 변경을 위해 생성하는 변경 세트의 예를 제공합니다. 이
러한 예에서는 템플릿을 직접 편집하는 방법, 단일 입력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방법, 백업되지 않은 데이터 손
실을 방지하거나 스택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이 중단되지 않도록 리소스 재생성(대체)을 계획하는 방
법, 그리고 리소스를 추가 및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변경 세트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제출된
변경 사항을 살펴보고 그 결과 생성된 변경 세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각 예는 여러분이 이전의 예를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작성되었으므로 해당하는 예를 순서대로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세트 내 각 필드의
설명은 AWS CloudFormation API Reference의 Change 데이터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콘솔 (p. 138), AWS CLI 또는 CloudFormation API를 사용하여 변경 세트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변경 세트는 샘플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에서 생성했습니다.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Description" : "A sample EC2 instance template for testing change sets.",
"Parameters" : {
"Purpose" : {
"Type" : "String",
"Default" : "testing",
"AllowedValues" : ["testing", "production"],
"Description" : "The purpose of this instance."
},
"KeyPairName" : {
"Type": "AWS::EC2::KeyPair::Key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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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instance"
},
"InstanceType" : {
"Type" : "String",
"Default" : "t2.micro",
"AllowedValues" : ["t2.micro", "t2.small", "t2.medium"],
"Description" : "The EC2 instance type."
}
},
"Resources" : {
"MyEC2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KeyName" : { "Ref" : "KeyPairName" },
"InstanceType" : { "Ref" : "InstanceType" },
"ImageId" : "ami-8fcee4e5",
"Tags" : [
{
"Key" : "Purpose",
"Value" : { "Ref" : "Purpose" }
}
]
}
}
}

}

직접 템플릿 편집
스택의 템플릿에서 직접 리소스를 수정해 변경 세트를 생성하면 업데이트된 파라미터 값으로 시작되는 변경
사항과 달리 CloudFormation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직접적인 수정 사항으로 분류합니다. i-1abc23d4 인스
턴스에 새 태그를 추가한 다음 변경 세트는 직접 수정의 예입니다. 파라미터 값 및 기능과 같은 기타 모든 입
력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Changes 구조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
SampleStack/1a2345b6-0000-00a0-a123-00abc0abc000",
"Status": "CREATE_COMPLETE",
"ChangeSetName": "SampleChangeSet-direct",
"Parameters": [
{
"ParameterValue": "testing",
"ParameterKey": "Purpose"
},
{
"ParameterValue": "MyKeyName",
"ParameterKey": "KeyPairName"
},
{
"ParameterValue": "t2.micro",
"ParameterKey": "InstanceType"
}
],
"Changes": [
{
"ResourceChange": {
"ResourceType": "AWS::EC2::Instance",
"PhysicalResourceId": "i-1abc23d4",
"Details": [
{
"ChangeSource": "DirectModification",
"Evaluation": "Static",
"Targ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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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tribute": "Tags",
"RequiresRecreation": "Never"

],
"Action": "Modify",
"Scope": [
"Tags"
],
"LogicalResourceId": "MyEC2Instance",
"Replacement": "False"

},
"Type": "Resource"

}
],
"CreationTime": "2020-11-18T23:35:25.813Z",
"Capabilities": [],
"StackName": "SampleStack",
"NotificationARNs": [],
"ChangeSet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changeSet/
SampleChangeSet-direct/1a2345b6-0000-00a0-a123-00abc0abc000"
}

Changes 구조에는 ResourceChange 구조가 하나 뿐입니다. 이 구조는 CloudFormation에서 변경할 리
소스 유형, CloudFormation에서 취할 조치, 리소스 ID, 변경 범위 및 변경 시 리소스를 바꿔야 하는지 여부
(CloudFormation이 새 리소스를 만든 다음 이전 리소스 삭제) 등과 같은 정보를 설명합니다. 이 예에서 변경
세트는 CloudFormation에서 i-1abc23d4 EC2 인스턴스의 Tags 속성을 수정하고 인스턴스 대체가 필요하
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Details 구조에서 CloudFormation은 이러한 변경 사항에 직접 수정이라는 레이블을 붙입니다. 직접 수정
시에는 인스턴스를 다시 생성할(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CloudFormation에서 인스턴스를 바꾸지 않을 것이
므로 사용자는 이 변경 사항을 자신 있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이러한 변경을 Static 평가로 표시합니다. 정적 평가는 CloudFormation이 변경 세
트를 실행하기 전에 태그의 값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변경 세트를 실행한 후에만 CloudFormation
에서 값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CloudFormation은 이러한 변경에 대해 Dynamic 평가라는 레이
블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조건부로 바뀌는 업데이트된 리소스를 참조하는 경우, CloudFormation은 업데이
트된 리소스에 대한 참조가 변경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입력 파라미터 값 수정
입력 파라미터 값을 수정하면 CloudFormation에서는 업데이트된 파라미터 값을 사용하는 각 리소스에 대해
변경 사항 2개를 생성합니다. 이 예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중점
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예는 Purpose 입력 파라미터의 값만 변경하여 생성되었
습니다.
Purpose 파라미터는 EC2 인스턴스에 대한 태그 키 값을 지정합니다. 이 예에서 파라미터 값은 testing에
서 production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새 값은 Parameters 구조로 표시됩니다.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
SampleStack/1a2345b6-0000-00a0-a123-00abc0abc000",
"Status": "CREATE_COMPLETE",
"ChangeSetName": "SampleChangeSet",
"Parameters": [
{
"ParameterValue": "production",
"ParameterKey": "Purpose"
},
{
"ParameterValue": "MyKeyName",
"ParameterKey": "KeyPai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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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eterValue": "t2.micro",
"ParameterKey": "InstanceType"

}
],
"Changes": [
{
"ResourceChange": {
"ResourceType": "AWS::EC2::Instance",
"PhysicalResourceId": "i-1abc23d4",
"Details": [
{
"ChangeSource": "DirectModification",
"Evaluation": "Dynamic",
"Target": {
"Attribute": "Tags",
"RequiresRecreation": "Never"
}
},
{
"CausingEntity": "Purpose",
"ChangeSource": "ParameterReference",
"Evaluation": "Static",
"Target": {
"Attribute": "Tags",
"RequiresRecreation": "Never"
}
}
],
"Action": "Modify",
"Scope": [
"Tags"
],
"LogicalResourceId": "MyEC2Instance",
"Replacement": "False"
},
"Type": "Resource"
}
],
"CreationTime": "2020-11-18T23:59:18.447Z",
"Capabilities": [],
"StackName": "SampleStack",
"NotificationARNs": [],
"ChangeSet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changeSet/
SampleChangeSet/1a2345b6-0000-00a0-a123-00abc0abc000"
}

Changes 구조는 직접 템플릿 편집 (p. 148) 예에서 수행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작동합니다.
ResourceChange 구조가 하나 뿐이고, 이 구조는 Tags EC2 인스턴스의 i-1abc23d4 속성에 대한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Details 구조에서는 단일 파라미터 값이 변경되었더라도 변경 세트에는 Tags 속성에 대한 변경 사
항이 2개 표시됩니다. (Ref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변경된 파라미터 값을 참조하는 리소스에는 변경 사항이
항상 2개 있습니다. 하나는 Dynamic 평가와 관련된 변경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Static 평가와 관련된 변경
사항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변경 사항은 다음 필드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tatic 평가 변경의 경우 ChangeSource 필드를 확인합니다. 이 예에서 ChangeSource 필드는
ParameterReference와 동일합니다. 즉, 이 변경은 업데이트된 파라미터 참조 값의 결과입니다. 변경
세트에는 유사한 Dynamic 평가 변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두 변경 사항에 대한 Dynamic 구조를 비교해 일치하는 Target 평가 변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는 동일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예에서 두 변경 사항에 대한 Target 구조에는 Attribute 및
RequireRecreation 필드에 대해 동일한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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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경 유형의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해 가장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적 평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
습니다. 이 예에서 정적 평가는 변경 사항이 파라미터 참조 값(ParameterReference)을 변경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변경된 정확한 파라미터는 CauseEntity 필드(Purpose 파라미터)로 표시됩니다.

대체 필드의 값 확인
ResourceChange 구조의 Replacement 필드는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를 다시 생성할지 여부를 나타
냅니다. 리소스 재생성(대체)을 계획하면 백업되지 않은 데이터 손실 또는 스택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
중단이 방지됩니다.
Replacement 필드의 값은 변경 시 리소스를 바꿔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변경의
RequiresRecreation 구조 내 Target 필드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RequiresRecreation 필드
가 Never이면 Replacement 필드는 False입니다. 그러나 한 리소스에 대한 변경 사항이 여러 개인데 변
경마다 RequiresRecreation 필드 값이 다른 경우, CloudFormation은 가장 적극적인 개입 동작을 사용
하여 리소스를 업데이트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 변경 사항 중 리소스를 바꿔야 하는 것이 하나뿐인 경우
CloudFormation은 해당 리소스를 바꾸기 위해 Replacement 필드를 True로 설정합니다.
다음 변경 세트는 전부 EC2 인스턴스에서 사용되는 모든 파라미터(Purpose, InstanceType 및
KeyPairName)의 값을 변경하여 생성된 것입니다. Replacement 필드가 True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CloudFormation은 인스턴스를 바꿔야 합니다.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
SampleStack/1a2345b6-0000-00a0-a123-00abc0abc000",
"Status": "CREATE_COMPLETE",
"ChangeSetName": "SampleChangeSet-multiple",
"Parameters": [
{
"ParameterValue": "production",
"ParameterKey": "Purpose"
},
{
"ParameterValue": "MyNewKeyName",
"ParameterKey": "KeyPairName"
},
{
"ParameterValue": "t2.small",
"ParameterKey": "InstanceType"
}
],
"Changes": [
{
"ResourceChange": {
"ResourceType": "AWS::EC2::Instance",
"PhysicalResourceId": "i-7bef86f8",
"Details": [
{
"ChangeSource": "DirectModification",
"Evaluation": "Dynamic",
"Target": {
"Attribute": "Properties",
"Name": "KeyName",
"RequiresRecreation": "Always"
}
},
{
"ChangeSource": "DirectModification",
"Evaluation": "Dynamic",
"Target": {
"Attribute": "Properties",
"Name": "InstanceType",
"RequiresRecreation": "Condi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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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ChangeSource": "DirectModification",
"Evaluation": "Dynamic",
"Target": {
"Attribute": "Tags",
"RequiresRecreation": "Never"
}
"CausingEntity": "KeyPairName",
"ChangeSource": "ParameterReference",
"Evaluation": "Static",
"Target": {
"Attribute": "Properties",
"Name": "KeyName",
"RequiresRecreation": "Always"
}
"CausingEntity": "InstanceType",
"ChangeSource": "ParameterReference",
"Evaluation": "Static",
"Target": {
"Attribute": "Properties",
"Name": "InstanceType",
"RequiresRecreation": "Conditionally"
}
"CausingEntity": "Purpose",
"ChangeSource": "ParameterReference",
"Evaluation": "Static",
"Target": {
"Attribute": "Tags",
"RequiresRecreation": "Never"
}

}
],
"Action": "Modify",
"Scope": [
"Tags",
"Properties"
],
"LogicalResourceId": "MyEC2Instance",
"Replacement": "True"

},
"Type": "Resource"

}
],
"CreationTime": "2020-11-18T00:39:35.974Z",
"Capabilities": [],
"StackName": "SampleStack",
"NotificationARNs": [],
"ChangeSet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changeSet/
SampleChangeSet-multiple/1a2345b6-0000-00a0-a123-00abc0abc000"
}

각 변경(Details 구조의 정적 평가)을 보고 리소스를 바꿔야 하는 변경을 찾습니다. 이 예에서는 변경 사항
마다 RequireRecreation 필드 값이 다르지만, KeyName 속성의 변경에는 가장 적극적인 업데이트 동작
이 포함되어 있어 항상 재생성해야 합니다. 키 이름이 변경되었으므로 CloudFormation은 이 인스턴스를 바
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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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이름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InstanceType 속성의 변경에는 가장 적극적인 업데이트 동작
(Conditionally)이 포함되어 있어 Replacement 필드가 Conditionally가 됩니다. CloudFormation이
인스턴스를 바꿔야 하는 조건을 찾아보려면 InstanceType 속성에 대한 업데이트 동작을 확인하십시오.

리소스 추가 및 제거
다음은 EC2 인스턴스를 제거하고 Auto Scaling 그룹 및 시작 구성을 추가하는 수정된 템플릿을 제출하여 생
성된 예제입니다.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
SampleStack/1a2345b6-0000-00a0-a123-00abc0abc000",
"Status": "CREATE_COMPLETE",
"ChangeSetName": "SampleChangeSet-addremove",
"Parameters": [
{
"ParameterValue": "testing",
"ParameterKey": "Purpose"
},
{
"ParameterValue": "MyKeyName",
"ParameterKey": "KeyPairName"
},
{
"ParameterValue": "t2.micro",
"ParameterKey": "InstanceType"
}
],
"Changes": [
{
"ResourceChange": {
"Action": "Add",
"Resource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Scope": [],
"Details": [],
"LogicalResourceId": "AutoScalingGroup"
},
"Type": "Resource"
},
{
"ResourceChange": {
"Action": "Add",
"ResourceTyp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Scope": [],
"Details": [],
"LogicalResourceId": "LaunchConfig"
},
"Type": "Resource"
},
{
"ResourceChange": {
"ResourceType": "AWS::EC2::Instance",
"PhysicalResourceId": "i-1abc23d4",
"Details": [],
"Action": "Remove",
"Scope": [],
"LogicalResourceId": "MyEC2Instance"
},
"Type": "Resource"
}
],
"CreationTime": "2020-11-18T01:44:08.444Z",
"Capabilities": [],
"StackName": "Sample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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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ARNs": [],
"ChangeSet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changeSet/
SampleChangeSet-addremove/1a2345b6-0000-00a0-a123-00abc0abc000"
}

Changes 구조에는 리소스마다 하나씩 세 가지 ResourceChange 구조가 있습니다. 각 리소스의 Action
필드는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를 추가하는지 아니면 제거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Scope 및
Details 필드는 수정된 리소스에만 적용되므로 비어 있습니다.
새 리소스의 경우, 변경 세트를 실행할 때까지 CloudFormation이 일부 필드의 값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uto Scaling 그룹의 물리적 ID 및 시작 구성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CloudFormation은 이러한 정
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변경 세트를 실행하면 CloudFormation은 새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직접 스택 업데이트
스택에 대한 업데이트를 빠르게 배포하려면 직접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직접 업데이트를 통해 스택의 리소
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정하는 템플릿 또는 입력 파라미터를 제출하고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이러한
템플릿 및 파라미터를 즉시 배포합니다. 템플릿을 사용하여 업데이트하려는 경우 현재 템플릿을 수정하고 로
컬 또는 S3 버킷에 로컬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리소스 속성의 경우 현재 값을 유지해야 합니다. 스택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AWS
CloudFormation이 스택에 대해 변경할 사항을 미리 보려면 변경 세트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변경 세
트를 사용하여 스택 업데이트 (p. 131) 단원을 참조하세요.

Note
스택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업데이트하는 속성에 따라 리소스를 중단
하거나 업데이트된 리소스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업데이트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리소스의 업데이트 동작 (p. 12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콘솔)
1.

AWS CloudFormation 콘솔의 스택 목록에서 업데이트하려는 실행 중인 스택을 선택합니다.

2.
3.

스택 세부 정보 창에서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스택 템플릿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현재 템플릿 사용(Use current template)]을 선택하고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템플릿을 수정한 경우 Replace current template(현재 템플릿 교체)을 선택하고 Specify template(템플릿
지정) 섹션에서 업데이트된 템플릿의 위치를 지정하십시오.
• 컴퓨터에 로컬로 저장된 템플릿의 경우 템플릿 파일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파일 선택(Choose file)]을
선택하고 해당 파일을 찾아 선택한 후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Note
로컬 템플릿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해당 파일을 AWS 계정의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버킷에 업로드합니다. AWS CloudFormation
에서 생성한 S3 버킷이 아직 없는 경우 템플릿 파일을 업로드하는 각 리전에 대해 고유한 버
킷이 생성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생성한 S3 버킷이 AWS 계정에 이미 있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템플릿을 해당 버킷에 추가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생성한 S3 버킷 관련 고려 사항
• AWS 계정에서 Amazon S3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가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AWS CloudFormation은 기본값으로 서버 측 암호화가 활성화된 버킷을 생성하여 버킷에
저장된 모든 객체를 암호화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생성한 버킷에 대한 암호화 옵션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 https://console.aws.amazon.com/s3/에서 Amazon S3 콘솔을 사용하거나 AWS CLI
사용).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개발자 가이드의 S3 버킷에 대한
Amazon S3 기본 암호화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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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릿을 Amazon S3에 수동으로 업로드하여 자체 버킷을 사용하고 버킷의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마다 템플릿 파일의 Amazon S3 URL을 지
정합니다.
• Amazon S3 버킷에 저장된 템플릿의 경우 Amazon S3 URL을 선택합니다. 템플릿에 대한 URL을 입
력하거나 붙여 넣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템플릿이 버전 관리를 사용하는 버킷에 있는 경우 특정 버전의 템플릿(예:
https://s3.amazonaws.com/templates/myTemplate.template?
versionId=123ab1cdeKdOW5IH4GAcYbEngcpTJTDW)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콘솔 사용 설명서의 버전 관리를 사용하는 버킷의 객체 관리를 참조
하세요.
4.

템플릿에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스택 세부 정보 지정(Specify stack details)] 페이지에서 파라
미터 값을 입력하거나 수정하고 [다음(Next)]을 선택하면 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NoEcho 속성으로 파라미터가 선언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스택에서 설
정된 값으로 각 파라미터를 채웁니다. 하지만 [기존 값 사용(Use existing value)]을 선택하여 현재 값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적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관리하는 방법과 NoEcho를 사용하여 민감한 정보를 마스킹 처
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 모범 사례를 참조하세요.

5.

[스택 옵션 구성(Configure stack options)] 페이지에서 스택에 적용된 태그 및 권한을 업데이트하고 스택
정책, 롤백 구성과 같은 고급 옵션을 수정하거나 Amazon SNS 알림 주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스택 옵션 설정 (p. 104)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다음을 클릭합니다.

6.

스택 정보와 제출한 변경 사항을 검토합니다.
올바른 정보(예: 올바른 파라미터 값 또는 템플릿 URL)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템플릿에 IAM 리소스
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템플릿이 IAM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I acknowledge that this
template may create IAM resources)를 선택하여 템플릿에서 IAM 리소스를 사용하도록 지정합니다. 템
플릿에서 IAM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을
통한 액세스 제어 (p. 5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변경 세트 미리 보기 섹션에서 AWS CloudFormation에서 필요한 모든 변경을 수행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제거 또는 수정하려는 리소스를 AWS CloudFormation에서 추가, 제거 또는 수정하는지
확인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를 만들어 이 미리 보기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스택 업데이트 (p. 131) 단원을 참조하세요.

7.

변경 사항이 만족스러우면 [스택 업데이트(Update stack)]를 선택합니다.

Note
이때, 제안한 업데이트를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기 위해 변경 세트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스택 업데이트(Update stack)] 대신 [변경 세트 보기(View change set)]를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은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생성된 변경 세트를 표시합니다. 스택 업데이트를 수
행할 준비가 되면 [실행(Execute)]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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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창이 선택된 상태로 CloudFormation이 스택에 대한 스택 세부 정보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이제
스택의 상태는 UPDATE_IN_PROGRESS입니다. CloudFormation이 스택 업데이트를 성공적으로 완료
하면 스택 상태가 UPDATE_COMPLETE로 설정됩니다.
스택 업데이트가 실패하면 CloudFormation에서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롤백하고 스택 상태를
UPDATE_ROLLBACK_COMPLETE로 설정합니다.

Note
UPDATE_IN_PROGRESS 상태인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스
택 업데이트 취소 (p. 15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업데이트하려면(AWS CLI)
•

aws cloudformation update-stack 명령을 사용하여 스택을 직업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하려
는 스택, 파라미터 값 및 기능을 지정하고 업데이트된 템플릿을 사용하려는 경우 템플릿 이름을 지정합
니다.
다음 예에서는 mystack 스택의 템플릿 및 입력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PROMPT> aws cloudformation update-stack --stack-name mystack --template-url https://
s3.amazonaws.com/sample/updated.template
--parameters ParameterKey=VPCID,ParameterValue=SampleVPCID
ParameterKey=SubnetIDs,ParameterValue=SampleSubnetID1\\,SampleSubnetID2

다음 예에서는 SubnetIDs 스택의 mystack 파라미터 값만 업데이트합니다.
PROMPT> aws cloudformation update-stack --stack-name mystack --use-previous-template
--parameters ParameterKey=VPCID,UsePreviousValue=true
ParameterKey=SubnetIDs,ParameterValue=SampleSubnetID1\\,UpdatedSampleSubnetID2

다음 예에서는mystack 스택에 스택 알림 주제 2개를 추가합니다.
PROMPT> aws cloudformation update-stack --stack-name mystack --use-previous-template
--notification-arns "arn:aws:sns:us-east-1:12345678912:mytopic" "arn:aws:sns:useast-1:12345678912:mytopic2"

다음 예에서는mystack 스택에서 스택 알림 주제를 모두 제거합니다.
PROMPT> aws cloudformation update-stack --stack-name mystack --use-previous-template
--notification-arns []

스택 업데이트 진행률 모니터링
스택의 이벤트를 보면서 스택 업데이트 진행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콘솔의 이벤트 탭에는 스택을 생
성 및 업데이트하는 각 주요 단계가 각 이벤트의 시간 순으로 정렬되어 표시됩니다. 즉, 최신 이벤트가 맨 위
에 표시됩니다.

성공적인 스택 업데이트 중 생성된 이벤트
스택 업데이트 프로세스의 맨 처음에는 스택에 대한 UPDATE_IN_PROGRESS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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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09:35 PDT AWS::CloudFormation::Stack MyStack UPDATE_IN_PROGRESS

그 다음은 업데이트 템플릿에서 변경된 각 리소스의 업데이트 시작과 완료를 표시하는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MyDB라는 AWS::RDS::DBInstance 리소스를 업데이트하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표시됩니다.

2011-09-30 09:35 PDT AWS::RDS::DBInstance MyDB UPDATE_COMPLETE
2011-09-30 09:35 PDT AWS::RDS::DBInstance MyDB UPDATE_IN_PROGRESS

UPDATE_IN_PROGRESS 이벤트는 AWS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 업데이트가 시작되었다고 보고할 때
로깅됩니다. UPDATE_COMPLETE 이벤트는 리소스를 성공적으로 생성한 경우에 로깅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스택을 성공적으로 업데이트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2011-09-30 09:35 PDT AWS::CloudFormation::Stack MyStack UPDATE_COMPLETE

Important
스택 업데이트 작업 중에 CloudFormation이 기존 리소스를 교체해야 할 경우, 먼저 새 리소스를 생
성한 다음 이전 리소스를 삭제합니다. 그러나 CloudFormation이 이전 리소스를 삭제하지 못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예: 사용자가 특정 유형의 리소스를 삭제할 권한이 없을 경우).
CloudFormation은 세 번에 걸쳐 이전 리소스를 삭제하려고 시도합니다. CloudFormation이 이전 리
소스를 삭제하지 못하면 스택에서 이전 리소스를 제거하고 스택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스택 업데
이트가 완료되면 CloudFormation이 UPDATE_COMPLETE 스택 이벤트를 실행하지만 하나 이상의 리
소스를 삭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StatusReason이 포함됩니다. CloudFormation은 특정 리소스
에 대한 DELETE_FAILED 이벤트를 실행하는데, CloudFormation이 리소스 삭제에 실패한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는 해당 StatusReason도 제공됩니다.
이전 리소스는 아직 남아 있고 계속 요금이 부과되지만, 더 이상 CloudFormation을 통해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전 리소스를 삭제하려면 콘솔 또는 API를 사용하여 기본 서비스에 대한 이전 리소스
에 직접 액세스합니다.
이는 스택 템플릿에서 제거된 리소스에도 적용되며, 스택 업데이트 중에 스택에서 삭제됩니다.

리소스 업데이트 실패 시 생성된 이벤트
리소스 업데이트에 실패한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실패 이유를 포함하는 UPDATE_FAILED 이벤
트를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업데이트 템플릿에 리소스에서 지원되지 않는 속성 변경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예: AWS::RDS::DBInstance 리소스에 대한 AllocatedStorage의 크기 축소) 다음과 같은 이벤트가 표시됩니
다.

2011-09-30 09:36 PDT AWS::RDS::DBInstance MyDB UPDATE_FAILED Size cannot be less than
current size; requested: 5; current: 10
2011-09-30 09:35 PDT AWS::RDS::DBInstance MyDB UPDATE_IN_PROGRESS

리소스 업데이트가 실패한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업그레이드 중에 업데이트한 모든 리소스를 업
데이트하기 이전의 구성으로 롤백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업데이트 롤백 중에 표시되는 이벤트를 보여줍니다.

2011-09-30
2011-09-30
2011-09-30
2011-09-30
following

09:38 PDT AWS::CloudFormation::Stack MyStack UPDATE_ROLLBACK_COMPLETE
09:38 PDT AWS::RDS::DBInstance MyDB UPDATE_COMPLETE
09:37 PDT AWS::RDS::DBInstance MyDB UPDATE_IN_PROGRESS
09:37 PDT AWS::CloudFormation::Stack MyStack UPDATE_ROLLBACK_IN_PROGRESS The
resource(s) failed to update: [My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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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을 사용하여 스택 이벤트를 보려면
1.
2.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업데이트한 스택을 선택한 다음 [이벤트(Events)] 탭을 선택하여 스택
이벤트를 봅니다.
이벤트 목록을 최신 이벤트로 업데이트하려면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새로 고침 버튼을 선택합
니다.

명령줄을 사용하여 스택 이벤트를 보려면
•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events 명령을 사용하여 스택에 대한 이벤트를 봅니다.

스택 업데이트 취소
스택 업데이트 시작 후 스택이 UPDATE_IN_PROGRESS 상태이면 스택 업데이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업데
이트가 완료된 후에는 업데이트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 설정을 사용하여 스택을 다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스택 업데이트를 취소하면 스택 업데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존재하던 스택 구성으로 스택이 롤백됩니다.
주제
• 콘솔을 사용하여 스택 업데이트를 취소하려면 (p. 158)
• 명령줄을 사용하여 스택 업데이트를 취소하려면 (p. 158)

콘솔을 사용하여 스택 업데이트를 취소하려면
1.

AWS CloudFormation 콘솔의 스택 목록에서 현재 업데이트 중인 스택을 선택합니다. 상태는
UPDATE_IN_PROGRESS여야 합니다.

2.
3.

Stack actions(스택 작업)를 선택한 다음 스택 업데이트 취소를 선택하십시오.
업데이트 취소를 계속 진행하려면 [업데이트 취소(Cancel update)]를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소
(Cancel)]를 선택해 업데이트를 재개합니다.

스택이 UPDATE_ROLLBACK_IN_PROGRESS 상태로 진행합니다. 업데이트 취소가 완료되면 스택이
UPDATE_ROLLBACK_COMPLETE로 설정됩니다.

명령줄을 사용하여 스택 업데이트를 취소하려면
•

aws cloudformation cancel-update-stack 명령을 사용하여 업데이트를 취소합니다.

스택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 방지
스택을 생성할 때 모든 리소스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 작업이 허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택 업데이트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스택에서 모든 리소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중에 일부 리소스를 중단하거나
완전히 교체하여 새로운 물리적 ID 또는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지를 생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스택 정책을 사
용하여 스택 업데이트 중에 스택 리소스 (p. 721)를 실수로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
니다. 스택 정책은 지정된 리소스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업데이트 작업을 정의하는 JSON 문서입니다.
스택 정책을 설정한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스택 내의 모든 리소스가 보호됩니다. 특정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
트를 허용하려면 스택 정책에서 해당 리소스에 대해 명시적 Allow 문을 지정합니다. 스택 정책을 스택당 하
나만 정의할 수 있지만, 단일 정책에서 여러 리소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택 정책은 스택을 업데이트하려
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른 스택 정책을 다른 사용자와 연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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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정책은 스택 업데이트 중에만 적용됩니다.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정책처럼 액세
스 제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스택 정책을 안전 메커니즘으로만 사용하여 특정 스택 리소스가 실수로 업데
이트되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AWS 리소스 또는 작업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려면 IAM을 사용합니다.
주제
• 예제 스택 정책 (p. 159)
• 스택 정책 정의 (p. 159)
• 스택 정책 설정 (p. 162)
• 보호된 리소스 업데이트 (p. 163)
• 스택 정책 수정 (p. 165)
• 더 많은 예제 스택 정책 (p. 165)

예제 스택 정책
다음은 ProductionDatabase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방지하는 예제 스택 정책입니다.
{

}

"Statement" : [
{
"Effect" : "Allow",
"Action" : "Update:*",
"Principal": "*",
"Resource" : "*"
},
{
"Effect" : "Deny",
"Action" : "Update:*",
"Principal": "*",
"Resource" : "LogicalResourceId/ProductionDatabase"
}
]

스택 정책을 설정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리소스가 보호됩니다. 모든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허용하려면
모든 리소스에 대해 모든 작업을 허용하는 Allow 문을 추가합니다. Allow 문은 모든 리소스를 지정하지만
명시적 Deny 문은 ProductionDatabase 논리적 ID를 가진 리소스에 대해 해당 문을 무시합니다. 이 Deny
문은 ProductionDatabase 리소스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 작업(예: 대체 또는 삭제)를 금지합니다.
Principal 요소는 필수이지만 와일드카드(*)만 지원합니다. 즉, 문이 모든 보안 주체에 적용됩니다.

Note
스택 업데이트 중에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다른 업데이트된 리소스에 종속되는 리소스를 자
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AWS CloudFormation은 업데이트된 리소스를 참조하는 리소스
를 업데이트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된 리소스를 물리적으로 변경
하지 않지만(예: 리소스의 ID), 스택 정책이 해당 리소스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리소스를 업데
이트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스택 정책 정의
스택을 생성할 때에는 스택 정책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든 리소스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 작업이 허용
됩니다. 스택 리소스를 업데이트 작업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스택 정책을 정의한 다음 스택에 대해 해당 정책
을 설정합니다. 스택 정책은 AWS CloudFormation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
데이트 작업과 작업이 적용되는 리소스를 정의하는 JSON 문서입니다. 스택을 생성할 때 스택 정책을 포함하
는 텍스트 파일을 지정하거나 입력하여 스택 정책을 설정합니다. 스택에 대한 스택 정책을 설정하는 경우 명
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업데이트는 기본적으로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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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Action, Principal, Resource, Condition의 다섯 가지 요소를 사용하여 스택 정책을 정의합
니다. 다음은 의사(pseudo) 코드는 스택 정책 구문을 보여줍니다.
{

}

"Statement" : [
{
"Effect" : "Deny_or_Allow",
"Action" : "update_actions",
"Principal" : "*",
"Resource" : "LogicalResourceId/resource_logical_ID",
"Condition" : {
"StringEquals_or_StringLike" : {
"ResourceType" : [resource_type, ...]
}
}
}
]

Effect
지정한 리소스에 대해 지정한 작업을 거부할지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Deny 또는 Allow만 지정
할 수 있습니다(예: ).
"Effect" : "Deny"

Important
스택 정책에 중복 문(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 허용 및 거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항상 Deny
문이 Allow 문보다 우선합니다. 리소스를 보호하려면 해당 리소스에 대해 Deny 문을 사용합니
다.
작업
거부되거나 허용되는 업데이트 작업을 지정합니다.
Update:Modify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동안 리소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거나 일부 중단될 수 있는 업데이트 작업을
지정합니다. 모든 리소스는 물리적 ID를 유지합니다.
Update:Replace
도중에 리소스가 다시 생성되는 업데이트 작업을 지정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지정된
업데이트를 사용하여 새로운 리소스를 생성한 다음 이전 리소스를 삭제합니다. 리소스가 다시 생성
되므로 새 리소스의 물리적 ID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Update:Delete
도중에 리소스가 제거되는 업데이트 작업을 지정합니다. 스택 템플릿에서 리소스를 완전히 제거하
는 업데이트의 경우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업데이트:*
모든 업데이트 작업을 지정합니다. 별표는 모든 업데이트 작업을 나타내는 와일드카드입니다.
다음 예에서는 대체 및 삭제 작업을 지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Action" : ["Update:Replace", "Update:Delete"]

하나를 제외한 모든 업데이트 작업을 허용하려면 NotAction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Update:Delete를 제외한 모든 업데이트 작업을 허용하려면 이 예제와 같이 NotAction을 사용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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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tement" : [
{
"Effect" : "Allow",
"NotAction" : "Update:Delete",
"Principal": "*",
"Resource" : "*"
}
]

스택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 (p. 128)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
보안 주체
Principal 요소는 정책이 적용되는 개체를 지정합니다. 이 요소는 필수이지만 와일드카드(*)만 지원
합니다. 즉, 정책이 모든 보안 주체에 적용됩니다.
리소스
정책이 적용되는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지정합니다. 리소스 유형 (p. 721)을 지정하려면 Condition
요소를 사용합니다.
단일 리소스를 지정하려면 논리적 ID를 사용합니다. 예:
"Resource" : ["LogicalResourceId/myEC2instance"]

와일드카드를 논리적 ID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관련 리소스에 대해 일반 논리적
ID 접두사를 사용할 경우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모두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source" : ["LogicalResourceId/CriticalResource*"]

Not 요소를 리소스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를 제외한 모든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
트를 허용하려면 NotResource 요소를 사용하여 해당 리소스를 보호합니다.
{

}

"Statement" : [
{
"Effect" : "Allow",
"Action" : "Update:*",
"Principal": "*",
"NotResource" : "LogicalResourceId/ProductionDatabase"
}
]

스택 정책을 설정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업데이트는 거부됩니다. ProductionDatabase
리소스를 제외한 모든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허용하여 ProductionDatabase 리소스에 대한 업데
이트를 거부합니다.
조건
정책이 적용되는 리소스 유형 (p. 721)을 지정합니다. 특정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지정하려면
Resource 요소를 사용합니다.
다음 예제와 같이 리소스 유형(예: 모든 EC2 및 RDS DB 인스턴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State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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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 "Deny",
"Principal" : "*",
"Action" : "Update:*",
"Resource" : "*",
"Condition" : {
"StringEquals" : {
"ResourceType" : ["AWS::EC2::Instance", "AWS::RDS::DBInstance"]
}
}

},
{

}

}
]

"Effect" : "Allow",
"Principal" : "*",
"Action" : "Update:*",
"Resource" : "*"

Allow 문은 모든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 권한을 부여하고 Deny 문은 EC2 및 RDS DB 인스턴스에 대
한 업데이트를 거부합니다. Deny 문은 항상 허용 작업보다 우선합니다.
와일드카드를 리소스 유형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예제와 같이 와일드카드를 사용
하여 모든 Amazon EC2 리소스(예: 인스턴스, 보안 그룹, 서브넷 등)에 대한 업데이트 권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Condition" : {
"StringLike" : {
"ResourceType" : ["AWS::EC2::*"]
}
}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경우 StringLike 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스택 정책 설정
스택을 생성할 때 콘솔 또는 AWS CLI를 사용하여 스택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기
존 스택에 스택 정책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택 정책을 적용한 이후에는 스택에서 스택 정책을 제거할 수
없지만, AWS CLI를 사용하여 스택 정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택 정책은 스택을 업데이트하려 하는 모든 AWS CloudFormation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른 스택 정책
을 다른 사용자와 연결할 수 없습니다.
스택 정책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정책 정의 (p. 15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스택을 생성할 때 스택 정책을 설정하려면(콘솔)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CloudFormation Stacks(CloudFormation 스택) 페이지에서 스택 생성을 선택합니다.

3.

스택 생성 마법사의 Configure stack options(스택 옵션 구성) 페이지에서 고급 섹션을 확장하고 스택 정
책을 선택하십시오.

4.

스택 정책을 지정합니다.
• 콘솔에서 정책을 직접 작성하려면 Enter stack policy(스택 정책 입력)을 선택한 다음 텍스트 필드에 직
접 스택 정책을 입력하십시오.
• 별도의 파일에 정의된 정책을 사용하려면 파일 업로드를 선택한 다음 파일 선택을 선택하여 스택 정책
이 포함된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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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을 생성할 때 스택 정책 설정(AWS CLI)
•

aws cloudformation create-stack 명령에서 --stack-policy-body 옵션을 사용하여 수정된
정책을 입력하거나 --stack-policy-url 옵션을 사용하여 정책이 포함된 파일을 지정합니다.

기존 스택에 대한 스택 정책 설정(AWS CLI 전용)
•

aws cloudformation set-stack-policy 명령에서 --stack-policy-body 옵션을 사용하여
수정된 정책을 입력하거나 --stack-policy-url 옵션을 사용하여 정책이 포함된 파일을 지정합니다.

Note
기존 스택에 정책을 추가하려면 AWS CloudFormation SetStackPolicy 작업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보호된 리소스 업데이트
보호된 리소스를 업데이트하려면 스택 정책을 재정의하고 해당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허용하는 임시 정
책을 생성합니다. 스택을 업데이트할 때 재정의 정책을 지정합니다. 재정의 정책은 스택 정책을 영구히 변경
하지 않습니다.
보호된 리소스를 업데이트하려면 AWS CloudFormation SetStackPolicy 작업을 사용할 권한이 있어야 합
니다. AWS CloudFormation 권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을 통한
액세스 제어 (p. 5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Note
스택 업데이트 중에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다른 업데이트된 리소스에 종속되는 리소스를 자
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AWS CloudFormation은 업데이트된 리소스를 참조하는 리소스
를 업데이트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된 리소스를 물리적으로 변경
하지 않지만(예: 리소스의 ID), 스택 정책이 해당 리소스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리소스를 업데
이트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보호된 리소스를 업데이트하려면(콘솔)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업데이트할 스택을 선택하고 Stack actions(스택 작업), 스택 업데이트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3.

스택 템플릿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현재 템플릿 사용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템플릿을 수정한
경우 Replace current template(현재 템플릿 교체)을 선택하고 Specify template(템플릿 지정) 섹션에서
업데이트된 템플릿의 위치를 지정하십시오.
• 컴퓨터에 로컬로 저장된 템플릿의 경우 템플릿 파일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파일 선택을 선택하여 파일
을 찾아서 선택한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 Amazon S3 버킷에 저장된 템플릿의 경우 Amazon S3URL을 선택하십시오. 템플릿에 대한 URL을 입
력하거나 붙여넣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템플릿이 버전 관리를 사용하는 버킷에 있는 경우 특정 버전의 템플릿(예:
https://s3.amazonaws.com/templates/myTemplate.template?
versionId=123ab1cdeKdOW5IH4GAcYbEngcpTJTDW)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콘솔 사용 설명서의 버전 관리를 사용하는 버킷의 객체 관리를 참조
하세요.

4.

템플릿에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스택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파라미터 값을 입력하거나 수
정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NoEcho 속성으로 선언된 파라미터를 제외하고 스택에 현재 설정된 값으로
각 파라미터를 채웁니다. 기존 값 사용을 선택하여 파라미터에 대한 현재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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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관리하는 방법 및 NoEcho를 사용하여 민감한 정보를 마스킹 처
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 모범 사례를 참조하세요.
5.

스택 정책 재정의를 지정합니다.
a.

Configure stack options(스택 옵션 구성) 페이지의 고급 옵션 섹션에서 스택 정책을 선택하십시오.

b.

파일 업로드를 선택하십시오.

c.

파일 선택을 클릭하고 스택 정책 재정의가 포함된 파일을 찾거나 정책을 입력하십시오.

d.

[Next]를 선택합니다.

재정의 정책에서는 업데이트하려는 보호된 리소스에 대해 Allow 문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
든 보호된 리소스를 업데이트하려면 모든 업데이트를 허용하는 임시 재정의 정책을 지정합니다.
{

}

"Statement" : [
{
"Effect" : "Allow",
"Action" : "Update:*",
"Principal": "*",
"Resource" : "*"
}
]

Note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이 업데이트 중에만 재정의 정책을 적용합니다. 재정의 정책은 스
택 정책을 영구히 변경하지 않습니다. 스택 정책을 수정하려면 스택 정책 수정 (p. 165) 단원
을 참조하십시오.
6.

스택 정보와 제출한 변경 사항을 검토합니다.
올바른 정보(예: 올바른 파라미터 값 또는 템플릿 URL)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템플릿에 IAM 리소스
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템플릿이 IAM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I acknowledge that this
template may create IAM resources)를 선택하여 템플릿에서 IAM 리소스를 사용하도록 지정합니다. 템
플릿에서 IAM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을
통한 액세스 제어 (p. 5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변경 미리 보기 섹션에서 AWS CloudFormation에서 필요한 모든 변경을 수행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제거 또는 수정하려는 리소스를 AWS CloudFormation에서 추가, 제거 또는 수정하는지 확인
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를 만들어 이 미리 보기를 생성합니다. 자세
한 정보는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스택 업데이트 (p. 131) 단원을 참조하세요.

7.

변경 사항이 만족스러우면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Note
이때, 제안한 업데이트를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기 위해 변경 세트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업데이트 대신 View change set(변경 세트 보기)를 클릭하십시오. CloudFormation은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생성된 변경 세트를 표시합니다. 스택 업데이트를 수행할 준비가 되면 실
행을 클릭하십시오.
CloudFormation은 해당 스택의 스택 세부 정보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이제 스택의 상태는
UPDATE_IN_PROGRESS입니다. CloudFormation이 스택 업데이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스택 상태
가 UPDATE_COMPLETE로 설정됩니다.
스택 업데이트가 실패하면 CloudFormation에서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롤백하고 스택 상태를
UPDATE_ROLLBACK_COMPLETE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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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된 리소스 업데이트(AWS CLI)
•

aws cloudformation update-stack 명령에서 --stack-policy-during-update-body 옵션
을 사용하여 수정된 정책을 입력하거나 --stack-policy-during-update-url 옵션을 사용하여 정
책이 포함된 파일을 지정합니다.

Note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이 업데이트 중에만 재정의 정책을 적용합니다. 재정의 정책은 스
택 정책을 영구히 변경하지 않습니다. 스택 정책을 수정하려면 스택 정책 수정 (p. 165) 단원
을 참조하십시오.

스택 정책 수정
추가 리소스를 보호하거나 리소스에서 보호를 제거하려면 스택 정책을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할 데이
터베이스를 스택에 추가할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Deny 문을 스택 정책에 추가합니다. 정책을 수정하려
면 SetStackPolicy 작업을 사용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스택 정책을 수정합니다.

스택 정책 수정(AWS CLI)
•

aws cloudformation set-stack-policy 명령에서 --stack-policy-body 옵션을 사용하여
수정된 정책을 입력하거나 --stack-policy-url 옵션을 사용하여 정책이 포함된 파일을 지정합니다.

스택 정책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리소스에서 모든 보호를 제거하려면 모든 리소스에 대해 모든 작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정책을 수정합니다. 다음 정책은 모든 리소스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를 허용합니다.
{

}

"Statement" : [
{
"Effect" : "Allow",
"Action" : "Update:*",
"Principal": "*",
"Resource" : "*"
}
]

더 많은 예제 스택 정책
다음 정책 예제에서는 모든 스택 리소스 및 특정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와 특정 유형의 업데이트를 방지하
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모든 스택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 방지
모든 스택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정책에서는 모든 리소스에 관한 모든 업데이트 작
업에 대해 Deny 문을 지정합니다.
{

"Statement" : [
{
"Effect" : "Deny",
"Action" : "Update:*",
"Principal": "*",
"Resour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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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일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 방지
다음 정책은 논리적 ID가 MyDatabase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 작업을 거부하고, Allow 문을
사용하여 나머지 모든 스택 리소스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 작업을 허용합니다. Allow 문이 허용 작업보다 항
상 우선하므로 MyDatabase 문은 Deny 리소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

"Statement" : [
{
"Effect" : "Deny",
"Action" : "Update:*",
"Principal": "*",
"Resource" : "LogicalResourceId/MyDatabase"
},
{
"Effect" : "Allow",
"Action" : "Update:*",
"Principal": "*",
"Resource" : "*"
}
]

기본 거부를 사용하여 이전 예제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택 정책을 설정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모든 업데이트를 거부합니다. 다음 정책은 기본적으로 거
부되는 ProductionDatabase 리소스를 제외한 모든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허용합니다.
{

}

"Statement" : [
{
"Effect" : "Allow",
"Action" : "Update:*",
"Principal": "*",
"NotResource" : "LogicalResourceId/ProductionDatabase"
}
]

Important
기본 거부를 사용할 경우 위험이 있습니다. 정책 내의 다른 위치에 Allow 문이 있는 경우(예: 와일
드카드를 사용하는 Allow 문) 원치 않는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 권한을 자신도 모르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거부가 허용 작업보다 우선하므로 Deny 문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보호할 수 있습
니다.

특정 리소스 유형의 모든 인스턴스에 대한 업데이트 방지
다음 정책은 RDS DB 인스턴스 리소스 유형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 작업을 거부하고, Allow 문을 사용하여
나머지 모든 스택 리소스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 작업을 허용합니다. Allow 문이 허용 작업보다 항상 우선하
므로 Deny 문은 RDS DB 인스턴스 리소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Statement" : [
{
"Effect" : "D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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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tion" : "Update:*",
"Principal": "*",
"Resource" : "*",
"Condition" : {
"StringEquals" : {
"ResourceType" : ["AWS::RDS::DBInstance"]
}
}
},
{
"Effect" : "Allow",
"Action" : "Update:*",
"Principal": "*",
"Resource" : "*"
}

인스턴스에 대한 대체 업데이트 방지
다음 정책은 논리적 ID가 MyInstance인 인스턴스를 바꿔야 하는 업데이트를 거부하고, Allow 문을 사용하
여 나머지 모든 스택 리소스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 작업을 허용합니다. Allow 문이 허용 작업보다 항상 우선
하므로 MyInstance 문은 Deny 리소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

"Statement" : [
{
"Effect" : "Deny",
"Action" : "Update:Replace",
"Principal": "*",
"Resource" : "LogicalResourceId/MyInstance"
},
{
"Effect" : "Allow",
"Action" : "Update:*",
"Principal": "*",
"Resource" : "*"
}
]

중첩 스택에 대한 업데이트 방지
다음 정책은 AWS CloudFormation 스택 리소스 유형(중첩 스택)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 작업을 거부합니다.
Allow 문을 사용하여 나머지 모든 스택 리소스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 작업을 허용합니다. Allow 문이 허용
작업보다 항상 우선하므로 Deny 문은 AWS CloudFormation 스택 리소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Statement" : [
{
"Effect" : "Deny",
"Action" : "Update:*",
"Principal": "*",
"Resource" : "*",
"Condition" : {
"StringEquals" : {
"ResourceType" : ["AWS::CloudFormation::Stack"]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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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fect" : "Allow",
"Action" : "Update:*",
"Principal": "*",
"Resource" : "*"

업데이트 롤백 계속
AWS CloudFormation에서 업데이트 중에 모든 변경 사항을 롤백할 수 없는 경우 스택이
UPDATE_ROLLBACK_FAILED 상태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스택이 CloudFormation 외부에서 삭제된 이전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로 롤백하기 시작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되었는지 알지
못하므로 해당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롤백을 시도합니다. 따라서 업데이트 롤
백이 실패합니다.
스택이 UPDATE_ROLLBACK_FAILED 상태인 경우 작업 상태(UPDATE_ROLLBACK_COMPLETE)로 계속 롤백
할 수 있습니다. UPDATE_ROLLBACK_FAILED 상태인 스택을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롤백을 계속
할 수 있는 경우 스택을 원래 설정으로 되돌린 다음 다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스택을 계속해서 롤백하려면 업데이트 롤백 실패의 원인인 오류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예: 스택 작업이 시간 초과된 경우) 변경하지 않고 업데이트를 계속 롤백할 수 있습니다.

Note
중첩 스택을 사용하는 경우 상위 스택을 롤백하면 모든 하위 스택도 함께 롤백하려고 시도합니다.

업데이트 롤백을 계속하려면(콘솔)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업데이트할 스택을 선택하고 Stack actions(스택 작업), 업데이트 롤백 계속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문제 해결 안내서의 해결 방법 중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경우 고급 옵션을 사용하여 CloudFormation에
서 롤백할 수 없는 리소스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건너뛸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조회 (p. 108)하여 입력
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전달 과정이 아니라 UpdateRollback 중에 UPDATE_FAILED 상태로 전환된 리소
스만 지정합니다.

Warning
CloudFormation에서 지정된 리소스의 상태를 UPDATE_COMPLETE로 설정하고 스택을 계속 롤
백합니다. 롤백이 완료된 이후에는 건너뛴 리소스의 상태가 스택 템플릿에 있는 리소스의 상태
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스택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스택 또는 리소스를 서로 일치하도록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속 스택 업데이트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택
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스택을 롤백하는 데 필요한 최소 리소스 수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리소스 업데이트가 실패하여 종속
리소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속 리소스를 건너뛸 필요가 없습니다.
중첩 스택에 포함된 리소스를 건너뛰려면 NestedStackName.ResourceLogicalID 형
식을 사용합니다. Type: AWS::CloudFormation::Stack 목록에서 스택 리소스의 논
리적 ID(ResourcesToSkip)를 지정하려면 포함된 해당 스택이 DELETE_IN_PROGRESS,
DELETE_COMPLETE 또는 DELETE_FAILED 상태 중 하나여야 합니다.

업데이트 롤백을 계속하려면(AWS CLI)
•

aws cloudformation continue-update-rollback 명령을 stack-name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롤백을 계속할 스택의 ID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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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ToSkip을 사용하여 중첩 스택 계층 구조 복구
다음 다이어그램은 UPDATE_ROLLBACK_FAILED 상태인 중첩 스택 계층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예에서는
WebInfra 루트 스택에 두 개의 중첩 스택(WebInfra-Compute 및 WebInfra-Storage)이 있고, 여기에
다시 하나 이상의 중첩 스택이 있습니다.

Note
간소화하기 위해 이 예에서는 스택 이름이 잘려 있습니다. 하위 스택 이름은 일반적으로
CloudFormation에 의해 생성되고 고유한 임의의 문자열을 포함하므로 실제 이름은 사용자에게 친
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ntinue-update-rollback을 사용하여 루트 스택을 실행 가능한 상태로 가져오려면 resourcesto-skip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롤백에 실패한 리소스를 건너뛰어야 합니다. 이 예에서 resources-toskip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1. myCustom
2. WebInfra-Compute-Asg.myAsg
3. WebInfra-Compute-LB.myLoadBalancer
4. WebInfra-Storage.DB
다음은 전체 AWS CLI 명령의 예입니다.
PROMPT> aws cloudformation continue-update-rollback --stack-name WebInfra --resourcesto-skip myCustom WebInfra-Compute-Asg.myAsg WebInfra-Compute-LB.myLoadBalancer WebInfraStorage.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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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tedStackName.ResourceLogicalID 형식을 사용하여 중첩 스택의 리소스를 지정했지만, 루트 스택
의 리소스(예: myCustom)에 대해서는 논리적 ID만 지정했습니다.
중첩 스택의 스택 이름 찾기
스택 ID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에서 하위 스택의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 스택 이름
은 WebInfra-Storage-Z2VKC706XKXT입니다.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WebInfra-StorageZ2VKC706XKXT/ea9e7f90-54f7-11e6-a032-028f3d2330bd
중첩 스택의 논리적 ID 찾기
상위 스택의 템플릿 정의에서 하위 스택의 논리적 ID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에서 WebInfraStorage-DB 하위 스택의 LogicalId는 상위 WebInfra-Storage의 DB입니다.
CloudFormation 콘솔의 [리소스(Resources)] 또는 [이벤트(Events)] 탭에 있는 스택 리소스에 대한 [논리적
ID(Logical ID)] 열에서 논리적 ID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스택 및 리소스에 대한 비관리형 구성 변경 감지
CloudFormation을 통해 리소스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CloudFormation 외부의 리소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리소스를 생성하는 기본 서비스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직접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Amazon EC2 콘솔을 사용하여 CloudFormation 스택의 일부로 생성된 서버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
습니다. 일부 변경 사항은 실수일 수 있으며, 일부는 시간에 민감한 작업 이벤트에 의도적으로 응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와 무관하게 CloudFormation 외부에서의 변경 사항은 스택 업데이트 또는 삭제 작업을 복잡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드리프트 감지를 사용하여 구성 변경이 CloudFormation 관리 외부에서 이루어진 스
택 리소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교정 작업을 수행하여 스택 리소스가 스택 템플릿의 정의와 동기화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프트된 리소스를 직접 업데이트하여 템플릿 정의가 일치할 수 있습니다. 드리프트 확
인은 구성 일관성과 성공적인 스택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주제
• 드리프트란 무엇인가요? (p. 170)
• 드리프트 감지 상태 코드 (p. 171)
• 드리프트 감지 시 고려 사항 (p. 172)
• 전체 CloudFormation 스택의 드리프트 감지 (p. 174)
• 개별 스택 리소스의 드리프트 감지 (p. 178)
• 가져오기 작업을 통한 드리프트 해결 (p. 180)

드리프트란 무엇인가요?
드리프트 감지 기능을 사용하면 스택의 실제 구성이 예상 구성과 다르거나 드리프트했는지 여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전체 스택 또는 스택 내 개별 리소스의 드리프트를 감지합니다. 리소
스는 실제 속성 값이 예상 속성 값과 다를 경우 드리프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속성 또는 리소스가
삭제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스택은 하나 이상의 리소스가 드리프트된 경우 드리프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리소스가 드리프트되었는지 확인하려면 CloudFormation에서 템플릿 파라미터로 지정된 스택 템플릿 및 모
든 값에서 정의된 예상 속성 값을 확인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 이후 이러한 예상 값을 스택에 있는 리소
스 속성의 실제 값과 비교합니다. 리소스는 하나 이상의 속성이 삭제되었거나 값이 변경된 경우 드리프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CloudFormation은 드리프트된 스택의 각 리소스에서 세부 정보를 생성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 드리프트 감지를 지원하는 AWS 리소스의 드리프트를 감지합니다. 드리프트 감지를 지
원하지 않는 리소스는 드리프트 상태가 NOT_CHECKED로 할당됩니다. 드리프트 감지를 지원하는 AWS 리
소스 목록은 가져오기 및 드리프트 감지 작업을 지원하는 리소스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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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loudFormation에서는 프로비저닝 가능한 프라이빗 리소스 유형, 즉 프로비저닝 유형이
FULLY_MUTABLE 또는 IMMUTABLE인 프라이빗 리소스 유형에 대한 드리프트 감지를 지원합니다. 프라이
빗 리소스 유형의 리소스에 대한 드리프트 감지를 수행하려면 계정에 등록한 리소스 유형의 기본 버전이
프로비저닝 가능해야 합니다. 리소스 프로비저닝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API
Reference에 있는 DescribeType 작업 및 AWS CLI Command Reference에 있는 DescribeType 명령의
ProvisioningType 파라미터를 참조하세요. 프라이빗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레지
스트리 사용을 참조하세요.
상태가 CREATE_COMPLETE, UPDATE_COMPLETE, UPDATE_ROLLBACK_COMPLETE 및
UPDATE_ROLLBACK_FAILED인 스택에서 드리프트 감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택의 드리프트를 감지할 때 CloudFormation에서 해당 스택에 속하는 중첩 스택의 드리프트를 감지하지 않
습니다. 대신 중첩 스택에서 직접 드리프트 감지 작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Note
CloudFormation에서 스택 템플릿을 통해 또는 템플릿 파라미터 지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설정된 속
성 값에 대한 드리프트만을 감지합니다. 여기에는 리소스 속성에 대한 기본값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CloudFormation에서 드리프트 확인을 목적으로 리소스 속성을 추적하도록 하려면 기본값으로 설정
하는 경우에도 속성 값을 명시적으로 설정합니다.

드리프트 감지 상태 코드
이 단원의 표에서는 드리프트 감지에 사용되는 다양한 상태 유형을 설명합니다.
• 드리프트 감지 작업 상태는 드리프트 작업의 현재 상태를 설명합니다.
• 드리프트 상태
스택 세트의 경우, 스택 세트에 속하는 스택 인스턴스의 드리프트 상태를 기준으로 스택 세트의 드리프트
상태를 전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스택 인스턴스의 경우, 연결된 스택의 드리프트 상태를 기준으로 스택 인스턴스의 드리프트 상태를 설명합
니다.
스택의 경우, 리소스의 드리프트 상태를 기준으로 스택의 드리프트 상태를 전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리소스 드리프트 상태는 개별 리소스의 드리프트 상태를 설명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CloudFormation에서 스택 드리프트 감지 작업에 할당하는 상태 코드를 나열합니다.
드리프트 감지 작업 상태

설명

DETECTION_COMPLETE

드리프트 감지를 지원하는 스택의 모든 리소스에 대해 스택 드리프
트 감지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DETECTION_FAILED

스택에 있는 하나 이상의 리소스에 대해 스택 드리프트 감지 작업이
실패했습니다. 결과는 CloudFormation에서 드리프트 감지가 완료된
리소스에 대해 제공됩니다.

DETECTION_IN_PROGRESS

스택 드리프트 감지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CloudFormation에서 스택에 할당하는 드리프트 상태 코드를 나열합니다.
드리프트 상태

설명

DRIFTED

스택의 경우: 스택이 예상 템플릿 구성과 다르거나 드리프트되었습
니다. 스택은 하나 이상의 리소스가 드리프트된 경우 드리프트된 것
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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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 상태

설명
스택 인스턴스의 경우: 스택 인스턴스는 연결된 스택이 드리프트되
면 드리프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스택 세트의 경우: 하나 이상의 스택 인스턴스가 드리프트되면 스택
세트가 드리프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NOT_CHECKED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 스택 세트 또는 스택 인스턴스가 예상
템플릿 구성과 다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IN_SYNC

각 지원되는 리소스의 현재 구성이 예상 템플릿 구성과 일치합니다.
드리프트 감지를 지원하는 리소스가 없는 스택, 스택 세트 또는 스택
인스턴스도 IN_SYNC 상태가 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CloudFormation에서 스택 리소스에 할당하는 드리프트 상태 코드를 나열합니다.
리소스 드리프트 상태

설명

DELETED

리소스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리소스가 예상 템플릿 구성과 다릅니
다.

MODIFIED

리소스가 예상 템플릿 구성과 다릅니다.

NOT_CHECKED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가 예상 템플릿 구성과 다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IN_SYNC

리소스의 현재 구성이 예상 템플릿 구성과 일치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CloudFormation에서 예상 템플릿 구성과 다른 리소스 속성에 할당하는 차이 유형 상태 코드
를 나열합니다.
속성 차이 유형

설명

ADD

값이 어레이 또는 목록 데이터 유형인 리소스 속성에 추가되었습니
다.

REMOVE

속성이 현재 리소스 구성에서 제거되었습니다.

NOT_EQUAL

현재 속성 값이 스택 템플릿에서 정의된 예상 값과 다릅니다.

드리프트 감지 시 고려 사항
스택의 드리프트 감지를 수행하려면 사용자가 다음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 스택에 포함된 드리프트 감지를 지원하는 각 리소스에 대한 읽기 권한. 예를 들어 스택에
AWS::EC2::Instance 리소스가 포함된 경우 ec2:DescribeInstances 권한을 보유하고 스택에서
드리프트 감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 cloudformation:DetectStackDrift
• cloudformation:DetectStackResourceDrift
CloudFormation에 권한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을
통한 액세스 제어 (p. 59)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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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엣지 케이스에서 CloudFormation은 정확한 드리프트 결과를 항상 반환할 수는 없습니다. 드리프트 감
지 결과를 적절하게 해석하려면 이러한 엣지 케이스를 인식해야 합니다.
• 실제로 리소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본 서비스로부터 속성에 공급되는 기본값인 경우 특정 케이스에서 속
성 어레이에 포함된 객체는 드리프트로 보고됩니다.
• 특정 리소스에는 관련 리소스와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소스에서 동일하거나 다
른 템플릿에 정의된 또 다른 리소스에 대한 속성 값을 연결 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EC2::SecurityGroupIngress 및 AWS::EC2::SecurityGroupEgress 리소스는
AWS::EC2::SecurityGroup 리소스에서 값을 연결 또는 제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CloudFormation에서 드리프트 비교 수행 전에 스택 템플릿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CloudFormation에서 스
택에 걸쳐 이 분석을 수행할 수 없고, 정확한 드리프트 결과를 반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연결된 리소스
는 다른 스택에 위치합니다.
드리프트 감지를 지원하고 다른 리소스로부터의 연결을 허용 또는 필요로 하는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소스 유형

연결 리소스 유형

AWS::SNS::Topic

AWS::SNS::Subscription

AWS::IAM::User

AWS::IAM::UserToGroupAddition

AWS::IAM::Group

AWS::IAM::Policy

AWS::IAM::Role

AWS::IAM::ManagedPolicy

AWS::IAM::User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Certificate

AWS::EC2::SecurityGroup

AWS::EC2::SecurityGroupEgress
AWS::EC2::SecurityGroupIngress

• CloudFormation에서는 모든 리소스의 KMSKeyId 속성에 대해 드리프트 감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여러
별칭에서 AWS KMS 키를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CloudFormation에서 이 속성에 대한 정확한 드리프트 결
과를 일관적으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 특성에 따라 스택 템플릿에서 지정할 수 있는 특정 리소스 속성이 있습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결과
로 나온 스택 리소스의 속성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은 드리프트 감지 결과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두 가지 넓은 범주로 나뉩니다.
• CloudFormation에서 스택 템플릿의 최초 리소스 속성 값으로 매핑할 수 없는 속성 값입니다.
예를 들어 CloudFormation에서 Lambda 함수의 소스 코드를 Function 리소스의 Code 속성 유형으로 매
핑할 수 없고, 따라서 CloudFormation이 드리프트 감지 결과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리소스에 대해 책임이 있는 서비스에서 반환하지 않는 속성 값입니다.
설계 면에서 리소스가 속하는 서비스에 의해 반환되지 않는 특정 속성 값이 있습니다. 암호 또는 노
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타 민감한 데이터와 같은 기밀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AM 서비스에서 IAM User LoginProfile 속성 유형의 Password 속성 값을 반환하지 않으며, 따라서
CloudFormation은 드리프트 감지 결과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어레이에 있는 객체는 서비스 기본값이 될 수 있지만 대역 외에서 수동으로 추가된 드리프트는 아닙니
다.
• 오탐지가 발생하는 경우 CloudFormation 콘솔의 피드백 링크를 사용하여 의견을 보내거나 https://
forums.aws.amazon.com/의 AWS 포럼을 통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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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CloudFormation 스택의 드리프트 감지
스택에서 드리프트 감지 작업을 수행하면 스택이 예정 템플릿 구성에서 드리프트되었는지 확인하고, 드리프
트 감지를 지원하는 스택의 각 리소스에 대한 드리프트 상태 관련 세부 정보를 반환합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전체 스택의 드리프트를 감지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스택 목록에서 드리프트 감지를 수행할 스택을 선택하십시오. 스택 세부 정보 창에서 Stack actions(스택
작업)를 선택한 후 Detect drift(드리프트 감지)를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은 선택한 스택에 대해 드리프트 감지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 표시줄을 표시합
니다.
3.

CloudFormation에서 드리프트 감지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드리프트 감지 작업이 완료되면
CloudFormation은 스택의 [드리프트 상태(Drift status)] 및 [마지막 드리프트 확인 시간(Last drift check
time)]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필드는 스택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Stack info(스택 정보) 창의 개요 섹션에
나열됩니다.
드리프트 감지 작업은 몇 분이 걸릴 수 있으며, 스택에 포함된 리소스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동시
에 해당 스택에서 단일 드리프트 감지 작업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 표시줄을 무시한 후에도
CloudFormation은 드리프트 감지 작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4.

스택 및 리소스에 대한 드리프트 감지 결과를 검토합니다. 스택을 선택한 상태에서 Stack actions(스택
작업) 메뉴에서 View drift results(드리프트 결과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CloudFormation은 스택 또는 개별 리소스에서 드리프트 감지가 개시된 마지막 시간에 더해 스택의 전체
드리프트 상태를 나열합니다. 스택은 하나 이상의 리소스가 드리프트된 경우 드리프트된 것으로 간주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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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드리프트 상태(Resource drift status)] 섹션에서 CloudFormation은 각 스택 리소스, 드리프트 상
태 및 리소스에서 드리프트 감지가 개시된 마지막 시간을 나열합니다. 각 리소스의 논리적 ID 및 물리적
ID가 표시되어 식별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상태가 MODIFIED인 리소스의 경우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 드리프트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드리프트 상태 열을 사용하여 드리프트 상태에 따라 리소스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

수정된 리소스의 세부 정보를 보려면
•

수정된 리소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드리프트 세부 정보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CloudFormation은 해당 리소스에 대한 드리프트 세부 정보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이 페이지는
리소스의 예상 및 현재 속성 값, 그리고 둘 사이의 차이를 나열합니다.
차이를 강조 표시하려면 차이 섹션에서 속성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 추가된 속성은 세부 정보 섹션의 현재 열에 녹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 삭제된 속성은 세부 정보 섹션의 Expected 열에 붉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 값이 변경된 속성의 경우 Expected 및 현재 열 모두에서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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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I을(를) 사용하여 전체 스택의 드리프트를 감지하려면
AWS CLI을(를) 사용하여 전체 스택의 드리프트를 감지하려면 aws cloudformation 명령을 사용합니다.
• detect-stack-drift는 스택의 드리프트 감지 작업을 개시합니다.
• describe-stack-drift-detection-status는 스택 드리프트 감지 작업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 describe-stack-resource-drifts는 스택 드리프트 감지 작업의 세부 정보를 검토합니다.
1.

detect-stack-drift를 사용하여 전체 스택의 드리프트를 감지합니다. 스택 이름 또는 ARN을 지정
합니다. 또한 이 드리프트 감지 작업에 대한 필터로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PROMPT> aws cloudformation detect-stack-drift --stack-name my-stack-with-resource-drift
{
"StackDriftDetectionId": "624af370-311a-11e8-b6b7-500cexample"
}

2.

스택 드리프트 감지 작업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describe-stack-drift-detectionstatus를 사용하여 스택 드리프트 감지 작업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이 명령은 detect-stackdrift 명령에서 반환된 스택 드리프트 감지 ID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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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제에서 위 예제의 detect-stack-drift에서 반환된 스택 드리프트 감지 ID를 가져와 이를 파
라미터로 describe-stack-drift-detection-status에 전달했습니다. 파라미터는 드리프트 감
지 작업이 완료되었고, 단일 스택 리소스가 드리프트되었으며, 전체 스택이 결과적으로 드리프트된 것으
로 간주되는 것을 보여주는 작업 세부 정보를 반환합니다.
PROMPT>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drift-detection-status --stack-driftdetection-id 624af370-311a-11e8-b6b7-500cexample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099908667365:stack/my-stack-withresource-drift/489e5570-df85-11e7-a7d9-50example",
"StackDriftDetectionId": "624af370-311a-11e8-b6b7-500cexample",
"StackDriftStatus": "DRIFTED",
"Timestamp": "2018-03-26T17:23:22.279Z",
"DetectionStatus": "DETECTION_COMPLETE",
"DriftedStackResourceCount": 1
}

3.

스택 드리프트 감지 작업이 완료될 때 describe-stack-resource-drifts 명령을 사용하여 결과를
검토합니다. 결과에는 드리프트된 리소스에 대한 실제 및 예상 속성 값이 포함됩니다.
아래 예제에서는 stack-resource-drift-status-filters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수정 또는 삭제
된 리소스에 대한 스택 드리프트 정보를 요청합니다. 요청을 통해 수정된 리소스에 대한 정보가 반환되
며, 여기에는 값이 변경된 속성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삭제된 리소스가 없었습니다.
PROMPT>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resource-drifts --stack-name my-stack-withresource-drift --stack-resource-drift-status-filters MODIFIED DELETED
{
"StackResourceDrifts": [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099908667365:stack/my-stackwith-resource-drift/489e5570-df85-11e7-a7d9-50example",
"ActualProperties": "{\"ReceiveMessageWaitTimeSeconds\":0,
\"DelaySeconds\":120,\"RedrivePolicy\":{\"deadLetterTargetArn\":\"arn:aws:sqs:useast-1:099908667365:my-stack-with-resource-drift-DLQ-1BCY7HHD5QIM3\",
\"maxReceiveCount\":12},\"MessageRetentionPeriod\":345600,\"MaximumMessageSize
\":262144,\"VisibilityTimeout\":60,\"QueueName\":\"my-stack-with-resource-driftQueue-494PBHCO76H4\"}",
"ResourceType": "AWS::SQS::Queue",
"Timestamp": "2018-03-26T17:23:34.489Z",
"PhysicalResourceId": "https://sqs.us-east-1.amazonaws.com/099908667365/mystack-with-resource-drift-Queue-494PBHCO76H4",
"StackResourceDriftStatus": "MODIFIED",
"ExpectedProperties": "{\"ReceiveMessageWaitTimeSeconds\":0,
\"DelaySeconds\":20,\"RedrivePolicy\":{\"deadLetterTargetArn\":\"arn:aws:sqs:useast-1:099908667365:my-stack-with-resource-drift-DLQ-1BCY7HHD5QIM3\",
\"maxReceiveCount\":10},\"MessageRetentionPeriod\":345600,\"MaximumMessageSize
\":262144,\"VisibilityTimeout\":60,\"QueueName\":\"my-stack-with-resource-driftQueue-494PBHCO76H4\"}",
"PropertyDifferences": [
{
"PropertyPath": "/DelaySeconds",
"ActualValue": "120",
"ExpectedValue": "20",
"DifferenceType": "NOT_EQUAL"
},
{
"PropertyPath": "/RedrivePolicy/maxReceiveCount",
"ActualValue": "12",
"ExpectedValue": "10",
"DifferenceType": "NOT_EQU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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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ogicalResourceId": "Queue"

개별 스택 리소스의 드리프트 감지
전체 스택이 아닌 하나의 스택 내 특정 리소스의 드리프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특정 리소스가
예상 템플릿 구성과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리소스의 드리프트 감지를 수행할 때 CloudFormation에서는 전체 스택 드리프트 상태와 해당되는 경우 [마
지막 드리프트 확인 시간(Last drift check time)]을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프트 상태가 IN_SYNC인
스택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 스택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리소스에 드리프트 감지를 수행
하도록 하고, CloudFormation에서 하나 이상의 리소스가 드리프트되었음을 감지합니다. CloudFormation은
스택 드리프트 상태를 DRIFTED로 업데이트합니다. 반대로 드리프트된 단일 리소스로 인해 드리프트 상태
가 DRIFTED인 스택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리소스를 예상 속성 값으로 설정한 다음 다시 리소스의 드리프트
를 감지하는 경우 CloudFormation에서 전체 스택에 대한 드리프트를 다시 감지할 필요 없이 리소스 드리프
트 상태 및 스택 드리프트 상태 모두를 IN_SYNC로 업데이트합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개별 리소스의 드리프트를 감지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스택 목록에서 리소스가 포함된 스택을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은 해당 스택의 스택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3.

왼쪽 탐색 창의 스택에서 스택 동작을 선택한 다음 드리프트 감지를 선택합니다.

4.

리소스 드리프트 상태에서 리소스를 선택한 다음 리소스 드리프트 상태를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선택한 리소스의 드리프트 감지를 수행합니다. 성공적인 경우 CloudFormation
에서 리소스의 드리프트 상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체 스택 드리프트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또한 리소스 또는 전체 스택에서 마지막으로 수행된 드리프트 감지에 대한 타임
스탬프를 업데이트합니다. 리소스가 수정된 경우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의 예상 및 현재 속성 값에
대한 세부 드리프트 정보를 표시합니다.

5.

리소스에 대한 드리프트 감지 결과를 검토합니다.
•

수정된 리소스의 세부 정보를 보려면
•

수정된 리소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View drift details(드리프트 세부 정보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의 예상 및 현재 속성 값, 그리고 둘 사이의 차이를 비롯한 해당 리
소스의 드리프트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차이를 강조 표시하려면 차이 섹션에서 속성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 추가된 속성은 세부 정보 섹션의 현재 열에 녹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 삭제된 속성은 세부 정보 섹션의 Expected 열에 붉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 값이 변경된 속성의 경우 Expected 및 현재 열 모두에서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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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I을 사용하여 개별 리소스의 드리프트를 감지하려면
•

AWS CLI를 사용하여 개별 리소스의 드리프트를 감지하려면 aws cloudformation detectstack-resource-drift 명령을 사용합니다. 리소스와 리소스가 포함된 스택의 논리적 ID를 지정합
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특정 스택 리소스인 my-drifted-resource에서 드리프트 감지 작업을 실행합니다. 응답
을 통해 리소스가 수정되었음을 확인하는 정보가 반환되며, 여기에는 값이 변경된 속성에 대한 세부 정
보가 포함됩니다.
PROMPT> aws cloudformation detect-stack-resource-drift --stack-name my-stack-withresource-drift --logical-resource-id my-drifted-resource
{
"StackResourceDrift":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099908667365:stack/my-stack-withresource-drift/489e5570-df85-11e7-a7d9-50example",
"ActualProperties": "{\"ReceiveMessageWaitTimeSeconds\":0,\"DelaySeconds\":120,
\"RedrivePolicy\":{\"deadLetterTargetArn\":\"arn:aws:sqs:us-east-1:099908667365:mystack-with-resource-drift-DLQ-1BCY7HHD5QIM3\",\"maxReceiveCount\":12},
\"MessageRetentionPeriod\":345600,\"MaximumMessageSize\":262144,\"VisibilityTimeout
\":60,\"QueueName\":\"my-stack-with-resource-drift-Queue-494PBHCO76H4\"}",
"ResourceType": "AWS::SQS::Que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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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tamp": "2018-03-26T18:54:28.462Z",
"PhysicalResourceId": "https://sqs.us-east-1.amazonaws.com/099908667365/mystack-with-resource-drift-Queue-494PBHCO76H4",
"StackResourceDriftStatus": "MODIFIED",
"ExpectedProperties": "{\"ReceiveMessageWaitTimeSeconds\":0,
\"DelaySeconds\":20,\"RedrivePolicy\":{\"deadLetterTargetArn\":\"arn:aws:sqs:useast-1:099908667365:my-stack-with-resource-drift-DLQ-1BCY7HHD5QIM3\",
\"maxReceiveCount\":10},\"MessageRetentionPeriod\":345600,\"MaximumMessageSize
\":262144,\"VisibilityTimeout\":60,\"QueueName\":\"my-stack-with-resource-driftQueue-494PBHCO76H4\"}",
"PropertyDifferences": [
{
"PropertyPath": "/DelaySeconds",
"ActualValue": "120",
"ExpectedValue": "20",
"DifferenceType": "NOT_EQUAL"
},
{
"PropertyPath": "/RedrivePolicy/maxReceiveCount",
"ActualValue": "12",
"ExpectedValue": "10",
"DifferenceType": "NOT_EQUAL"
}
],
"LogicalResourceId": "my-drifted-resource"
}
}

가져오기 작업을 통한 드리프트 해결
리소스의 구성이 의도된 구성에서 드리프트되어 새 구성을 의도된 구성으로 적용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
니다. 대부분의 경우 스택 템플릿의 리소스 정의를 새 구성으로 업데이트하여 드리프트 결과를 해결한 다음
스택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새 구성에서 교체가 필요한 리소스 속성을 업데이트하면 스택 업데이트
중에 리소스가 다시 생성됩니다. 기존 리소스를 유지하려면 리소스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업데
이트하고 리소스를 교체하지 않으면서 드리프트 결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작업을 통해 리소스에 대한 드리프트를 해결하는 기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Retain으로 설정된 DeletionPolicy 속성을 리소스에 추가합니다 (p.
택에서 제거될 때 삭제되지 않고 보존됩니다.

). 이렇게 하면 기존 리소스가 스

• 템플릿에서 리소스를 제거하고 스택 업데이트 작업을 실행합니다 (p.
가 제거되지만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 이렇게 하면 스택에서 리소스

• 스택 템플릿에서 리소스의 실제 상태를 설명한 다음 기존 리소스를 다시 스택으로 가져옵니다 (p.
이렇게 하면 리소스가 스택에 다시 추가되고 드리프트 결과를 유발하는 속성 차이가 해결됩니다.

).

리소스 가져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존 리소스를 CloudFormation 관리로 가져오기를 참조하세요. 가져
오기를 지원하는 리소스 목록은 가져오기 작업을 지원하는 리소스를 참조하세요.
다음 예제에서는 templateToImport.json이라는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Example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Import test",
"Resources": {
"ServiceTable":{
"Type":"AWS::DynamoDB::Tabl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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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Name":"Service",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key",
"AttributeType":"S"
}
],
"KeySchema":[
{
"AttributeName":"key",
"KeyType":"HASH"
}
],
"BillingMode": "PROVISIONED",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5,
"WriteCapacityUnits":1
}

}

}

}
},
"GamesTable": {
"Type": "AWS::DynamoDB::Table",
"Properties": {
"TableName": "Games",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key",
"AttributeType": "S"
}
],
"KeySchema": [
{
"AttributeName": "key",
"KeyType": "HASH"
}
],
"BillingMode": "PROVISIONED",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1
}
}
}

Example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Import test
Resources:
ServiceTable:
Type: 'AWS::DynamoDB::Table'
Properties:
TableName: Service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 key
AttributeType: S
KeySchema:
- AttributeName: key
KeyType: HASH
BillingMode: PROVISIONED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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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sTable:
Type: 'AWS::DynamoDB::Table'
Properties:
TableName: Games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 key
AttributeType: S
KeySchema:
- AttributeName: key
KeyType: HASH
BillingMode: PROVISIONED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1

이 예제에서는 사용자가 CloudFormation 외부의 리소스를 변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드리프트 감지를
실행한 후 GamesTable의 BillingMode가 PAY_PER_REQUEST로 수정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드리프트 감
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및 리소스에 대한 비관리형 구성 변경 감지를 참조하세요.

스택이 오래되었고 리소스는 라이브 상태이지만 의도된 리소스 구성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가져오기 작업을
통해 서비스 중단 없이 드리프트를 해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가져오기 작업으로 드리프트 해
결
단계 1. 보존 삭제 정책을 사용하여 스택 업데이트
Retain 옵션과 함께 DeletionPolicy 속성을 사용하여 스택을 업데이트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다음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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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택(Stacks) 페이지에서 드리프트된 스택을 선택합니다.

3.

업데이트(Update)를 선택한 다음 스택 세부 정보(Stack details) 창에서 현재 템플릿 교체(Replace
current template)를 선택합니다.

4.

템플릿 지정(Specify template) 페이지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Retain 옵션과 함께
DeletionPolicy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 업데이트된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 Amazon S3 URL을 선택한 다음, 텍스트 상자에 템플릿의 URL을 지정합니다.
• 템플릿 파일 업로드를 선택한 다음 템플릿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을 선택합니다

5.

스택 세부 정보 지정(Specify stack details) 페이지를 검토하고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6.

스택 옵션 구성(Configure stack options) 페이지를 검토하고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7.

stack-name 검토(Review stack-name) 페이지에서 스택 업데이트(Update stack)를 선택합니다.

결과: 스택의 이벤트(Events) 페이지에서 상태가 UPDATE_COMPLETE입니다.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가져오기 작업을 통해 드리프트를 해결하려면 스택에서 제거할 리소스에 대
해 Retain DeletionPolicy를 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Retain으로 설정된 DeletionPolicy 속성을
GamesTable 리소스에 추가했습니다.
Example JSON
"GamesTable": {
"Type": "AWS::DynamoDB::Table",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
"TableName": "Games",

Example YAML
GamesTable:
Type: 'AWS::DynamoDB::Table'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TableName: Games

단계 2. 드리프트된 리소스, 관련 파라미터 및 출력 제거
드리프트된 리소스, 관련 파라미터 및 출력을 제거하려면
1.

업데이트(Update)를 선택한 다음 스택 세부 정보(Stack details) 창에서 현재 템플릿 교체(Replace
current template)를 선택합니다.

2.

템플릿 지정(Specify template) 페이지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스택 템플릿에서 제거된 리소
스, 관련 파라미터 및 출력을 업데이트된 템플릿에 제공합니다.
• Amazon S3 URL을 선택한 다음, 텍스트 상자에 템플릿의 URL을 지정합니다.
• 템플릿 파일 업로드를 선택한 다음 템플릿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을 선택합니다

3.

스택 세부 정보 지정(Specify stack details) 페이지를 검토하고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4.

스택 옵션 구성(Configure stack options) 페이지를 검토하고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5.

stack-name 검토(Review stack-name) 페이지에서 스택 업데이트(Update stack)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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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스택의 이벤트(Events) 페이지에서 논리적 ID(Logical ID) GamesTable에 DELETE_SKIPPED 상태가
있습니다.
CloudFormation이 스택 업데이트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스택 업데이트 작업이 완료되면 스택
템플릿에서 리소스, 관련 파라미터 및 출력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업데이트된 템플릿을 가져옵니다. 이러
한 작업을 완료한 후 예제 템플릿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mple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Import test",
"Resources": {
"ServiceTable":{
"Type":"AWS::DynamoDB::Table",
"Properties":{
"TableName":"Service",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key",
"AttributeType":"S"
}
],
"KeySchema":[
{
"AttributeName":"key",
"KeyType":"HASH"
}
],
"BillingMode": "PROVISIONED",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5,
"WriteCapacityUnits":1
}
}
}
}

Example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Import test
Resources:
ServiceTable:
Type: 'AWS::DynamoDB::Table'
Properties:
TableName: Service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 key
AttributeType: S
KeySchema:
- AttributeName: key
KeyType: HASH
BillingMode: PROVISIONED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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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리소스의 라이브 상태와 일치하도록 템플릿 업데이트
리소스의 라이브 상태와 일치하도록 템플릿을 업데이트하려면
1.

업데이트된 템플릿을 가져오려면 스택 작업(Stack actions)을 선택한 다음 리소스를 스택으로 가져오기
(Import resources into stack)를 선택합니다.

2.

가져오기 개요(Import overview) 페이지에서 이 작업 중에 제공해야 하는 항목 목록을 검토한 후 다음
(Next)을 선택합니다.

3.

Specify template(템플릿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된 템플릿을 제공합
니다.
• Amazon S3 URL을 선택한 다음, 텍스트 상자에 템플릿의 URL을 지정합니다.
• 템플릿 파일 업로드를 선택한 다음 템플릿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을 선택합니다

4.

Identify resources(리소스 식별) 페이지에서 각 대상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a.

Identifier property(식별자 속성)에서 리소스 식별자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TableName
속성은 AWS::DynamoDB::Table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b.

식별자 값(Identifier value)에서 실제 속성 값을 입력합니다. 예제 템플릿에서 GamesTable 리소스
의 TableName은 Games입니다.

c.

[Next]를 선택합니다.

5.

스택 세부 정보 지정(Specify stack details) 페이지를 검토하고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6.

가져오기 개요(Import overview) 페이지에서 가져올 리소스를 검토한 다음 리소스 가져오기(Import
resources)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AWS::DynamoDB::Table 리소스 유형을 다시 스택으로 가져오게 됩
니다.

결과: 이 예제에서는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가져오기 작업을 통해 리소스 드리프트를 해결했습니다.
CloudFormation 콘솔의 [이벤트(Events)] 탭에서 가져오기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져온
리소스가 IMPORT_COMPLETE 상태가 된 다음 CREATE_COMPLETE 상태가 되고 상태 이유로 리소스 가져오
기 완료(Resource import complete)가 표시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가져오기 작업을
통해 리소스 드리프트를 해결했습니다.
CloudFormation이 스택 업데이트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스택 업데이트 작업이 완료되면
리소스의 실제 드리프트된 상태와 일치하도록 템플릿을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BillingMode는
PAY_PER_REQUEST 및 ReadCapacityUnits로 설정되고 WriteCapacityUnits는 0으로 설정됩니다.
Example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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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Import test",
"Resources": {
"ServiceTable":{
"Type":"AWS::DynamoDB::Table",
"Properties":{
"TableName":"Service",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key",
"AttributeType":"S"
}
],
"KeySchema":[
{
"AttributeName":"key",
"KeyType":"HASH"
}
],
"BillingMode": "PROVISIONED",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5,
"WriteCapacityUnits":1
}
}
},
"GamesTable": {
"Type": "AWS::DynamoDB::Table",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
"TableName": "Games",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key",
"AttributeType": "S"
}
],
"KeySchema": [
{
"AttributeName": "key",
"KeyType": "HASH"
}
],
"BillingMode": "PAY_PER_REQUEST",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0,
"WriteCapacityUnits": 0
}
}
}
}

Example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Import test
Resources:
ServiceTable:
Type: 'AWS::DynamoDB::Table'
Properties:
TableName: Service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 key
AttributeType: S
KeySc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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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ributeName: key
KeyType: HASH
BillingMode: PROVISIONED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1
GamesTable:
Type: 'AWS::DynamoDB::Table'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TableName: Games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 key
AttributeType: S
KeySchema:
- AttributeName: key
KeyType: HASH
BillingMode: PAY_PER_REQUEST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0
WriteCapacityUnits: 0

기존 리소스를 CloudFormation 관리로 가져오기
AWS CloudFormation 관리 외부에서 AWS 리소스를 만든 경우, resource import를 사용하여 이러한 기
존 리소스를 AWS CloudFormation 관리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리소스를 스택의 일부로 삭제하거나 다시 생
성하지 않고도 생성된 위치에 관계없이 AWS CloudFormation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작업을 지원하는 AWS 리소스 목록은 가져오기 작업을 지원하는 리소스를 참조하세요.

리소스 가져오기 개요
가져오기 작업 중에 기존 리소스를 스택으로 가져오거나 기존 리소스에서 새 스택을 생성하는 변경 세트를
생성합니다. 가져오기 작업 동안 다음을 제공합니다.
• 원본 스택 리소스와 가져오기 중인 리소스를 모두 포함하여 전체 스택을 설명하는 템플릿. 가져오기를 수
행할 각 리소스에는 DeletionPolicy 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 가져오기를 수행할 리소스에 대한 식별자. 각 대상 리소스를 식별하기 위해 두 개의 값을 제공합니다.
• 식별자 속성. 각 리소스 유형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AWS::S3::Bucket 리소스는 BucketName를 사용해 식별할 수 있습니다.
• 식별자 값. 대상 리소스의 실제 속성 값입니다. 예를 들어 BucketName 속성의 실제 값은
MyS3Bucket일 수 있습니다.

리소스 가져오기 확인
가져오기 작업 중에 CloudFormation은 다음과 같은 유효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 가져오기를 수행할 자원이 존재합니다.
• 가져오기를 수행할 각 리소스의 속성 및 구성 값은 허용되는 속성, 필수 속성 및 지원되는 속성 값을 정의
하는 리소스 유형 스키마를 따릅니다.
• 필수 속성은 템플릿에서 지정됩니다. 각 리소스 유형에 대한 필수 속성은 리소스 및 속성 참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 가져오기를 수행할 리소스는 동일한 리전의 다른 스택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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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ormation은 템플릿 구성이 리소스 속성의 실제 구성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리소스 가져오기 상태 코드
이 표에서는 resource import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상태 유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져오기 작업 상태

설명

IMPORT_IN_PROGRESS

가져오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IMPORT_COMPLETE

스택의 모든 리소스에 대해 가져오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IMPORT_ROLLBACK_IN_PROGRESS 롤백 가져오기 작업은 이전 템플릿 구성을 롤백하는 것입니다.
IMPORT_ROLLBACK_FAILED

가져오기 롤백 작업이 실패했습니다.

IMPORT_ROLLBACK_COMPLETE

가져오기가 이전 템플릿 구성으로 롤백되었습니다.

가져오기 작업 중 고려 사항
• 가져오기가 완료된 후 후속 스택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가져오기를 수행한 리소스에 대해 드리프트 감지를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리프트 감지는 템플릿 구성이 실제 구성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가져오기 작업에서는 새 리소스 생성, 리소스 삭제 또는 속성 구성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가져오기를 수행할 각 리소스에서 가져오기 작업이 성공하려면 DeletionPolicy 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DeletionPolicy는 가능한 어떤 값으로든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 리소스에서만 DeletionPolicy이
필요합니다. 이미 스택의 일부인 리소스에서는 DeletionPolicy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리소스를 여러 스택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 cloudformation:ImportResourceTypesIAM 정책 조건을 사용하여 가져오기 작업 중에 IAM 사용자
가 작업할 수 있는 리소스 유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AWS CloudFormation 스택 한도는 리소스를 가져올 때 적용됩니다.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한도를 참조하세요.

리소스 가져오기 시작하기
• 기존 리소스에서 스택 생성
• 기존 리소스를 스택으로 가져오기
• 스택 간 리소스 이동
• 기존 스택 중첩
• 가져오기 작업 되돌리기
• 가져오기 작업을 지원하는 리소스

기존 리소스에서 스택 생성
이 가져오기 작업 중에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새 스택에 있을 리소스와 리소스 구성을 설명하는 템플릿. 템플릿의 각 리소스에는 DeletionPolicy 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 각 대상 리소스에 대한 고유 식별자. 고유 식별자를 얻으려면 해당 서비스 콘솔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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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습에서는 TemplateToImport.json이라는 다음과 같은 예제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ServiceTable
및 GamesTable은 가져 오기 대상입니다.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Import test",
"Resources": {
"ServiceTable":{
"Type":"AWS::DynamoDB::Table",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TableName":"Service",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key",
"AttributeType":"S"
}
],
"KeySchema":[
{
"AttributeName":"key",
"KeyType":"HASH"
}
],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5,
"WriteCapacityUnits":1
}
}
},
"GamesTable": {
"Type": "AWS::DynamoDB::Table",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
"TableName": "Games",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key",
"AttributeType": "S"
}
],
"KeySchema": [
{
"AttributeName": "key",
"KeyType": "HASH"
}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1
}
}
}
}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기존 리소스에서 스택 생
성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다음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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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택 페이지에서 스택 생성을 선택한 다음 With existing resources(import resources)(기존 리소스 사용
(리소스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3.

이 작업 중에 제공해야 하는 항목 목록은 Import overview(가져오기 개요)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그런
다음 다음을 선택합니다

4.

Specify template(템플릿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템플릿을 제공하고 다음을 선
택합니다.
• Amazon S3 URL을 선택한 다음, 텍스트 상자에 템플릿의 URL을 지정합니다.
• 템플릿 파일 업로드를 선택한 다음 템플릿을 찾습니다.

5.

6.

Identify resources(리소스 식별) 페이지에서 각 대상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a.

Identifier property(식별자 속성)에서 리소스 식별자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TableName
속성을 사용하여 AWS::DynamoDB::Table 리소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b.

Identifier value(식별자 값)에서 실제 속성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예제 템플릿의 GamesTable
리소스에 대한 TableName는 Games입니다.

c.

다음을 선택합니다.

Specify stack details(스택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어떤 파라미터든 수정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경 세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Important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 작업을 시작하는 기존 파라미터를 수정하면 가져오기 작업이 실패합
니다.
7.

stack-name 검토 페이지에서 올바른 리소스를 가져오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Import resources(리소스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생성된 변경 세트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새로운 스택에 대한 Stack details(스택 세부 정보) 페이지의 이벤트 창이 표시됩니다.

8.

(선택 사항) 스택에서 드리프트 감지를 실행하여 가져온 리소스의 템플릿과 실제 구성이 일치하는지 확
인합니다. 드리프트 감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체 CloudFormation 스택에서 드리프트 감지를 참조하
세요.

9.

(선택 사항) 가져온 리소스가 예상 템플릿 구성과 일치하지 않으면 템플릿 구성을 수정하거나 리소스를
직접 업데이트합니다. 이 연습에서는 템플릿 구성을 실제 구성과 일치하도록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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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향을 받는 리소스에 대해 가져오기 작업을 되돌립니다 (p. 196).

b.

템플릿 구성이 실제 구성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템플릿에 가져오기 대상을 다시 추가합니다.

c.

수정된 템플릿을 사용해 2 – 8단계를 반복하여 리소스를 다시 가져옵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기존 리소스에서 스택 생성
1.

AWS CLI을 엽니다.

2.

선택적으로 GetTemplateSummary를 실행하여 템플릿의 각 리소스 유형을 식별하는 속성을 알아봅니
다. 예를 들어 TableName 속성을 사용하여 AWS::DynamoDB::Table 리소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제 템플릿의 GamesTable 리소스의에서 TableName의 값은 Games입니다.
> aws cloudformation get-template-summary
--template-url https://DOC-EXAMPLE-BUCKET.s3.uswest-2.amazonaws.com/TemplateToImport.json

3.

템플릿의 대상 리소스 목록과 고유한 식별자를 다음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ResourceType\":\"AWS::DynamoDB::Table\",\"LogicalResourceId\":\"GamesTable\",
\"ResourceIdentifier\":{\"TableName\":\"Games\"}}]

4.

다음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IMPORT 유형의 변경 세트를 생성합니다. --resources-to-import는 인
라인 YAML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aws cloudformation create-change-set
--stack-name TargetStack --change-set-name ImportChangeSet
--change-set-type IMPORT
--resources-to-import "[{\"ResourceType\":\"AWS::DynamoDB::Table\",
\"LogicalResourceId\":\"GamesTable\",\"ResourceIdentifier\":{\"TableName\":\"Games\"}},
{\"ResourceType\":\"AWS::DynamoDB::Table\",\"LogicalResourceId\":\"ServiceTable\",
\"ResourceIdentifier\":{\"TableName\":\"Service\"}}]"
--template-url https://DOC-EXAMPLE-BUCKET.s3.uswest-2.amazonaws.com/TemplateToImport.json

또한 AWS CLI는 다음 예제와 같이 --resources-to-import 파라미터에 대한 입력으로 텍스트 파일
을 지원합니다.
--resources-to-import file://ResourcesToImport.txt

이 연습에서 file://resourcesToImport.txt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

}

"ResourceType":"AWS::DynamoDB::Table",
"LogicalResourceId":"GamesTable",
"ResourceIdentifier": {
"TableName":"Games"
}
"ResourceType":"AWS::DynamoDB::Table",
"LogicalResourceId":"ServiceTable",
"ResourceIdentifier": {
"TableName":"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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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변경 세트를 검토하여 올바른 리소스를 가져올 것인지 확인합니다.
> aws cloudformation describe-change-set --change-set-name ImportChangeSet --stackname TargetStack

6.

변경 세트를 실행하여 리소스를 가져옵니다. 작업 (IMPORT_COMPLETE)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리소
스가 성공적으로 가져오기 됩니다.
> aws cloudformation execute-change-set --change-set-name ImportChangeSet --stackname TargetStack

7.

(선택 사항) IMPORT_COMPLETE 스택에서 드리프트 감지를 실행하여 가져온 리소스의 템플릿과 실제
구성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드리프트 감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체 CloudFormation 스택에서 드
리프트 감지를 참조하세요.
> aws cloudformation detect-stack-drift --stack-name TargetStack
{ "Stack-Drift-Detection-Id" : "624af370-311a-11e8-b6b7-500cexample" }
>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drift-detection-status --stack-drift-detectionid 624af370-311a-11e8-b6b7-500cexample
>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resource-drifts --stack-name TargetStack

8.

(선택 사항) 가져온 리소스가 예상 템플릿 구성과 일치하지 않으면 템플릿 구성을 수정하거나 리소스를
직접 업데이트합니다. 이 연습에서는 템플릿 구성을 실제 구성과 일치하도록 수정합니다.
a.
b.
c.

영향을 받는 리소스에 대해 가져오기 작업을 되돌립니다 (p. 198).
템플릿 구성이 실제 구성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템플릿에 가져오기 대상을 다시 추가합니다.
수정된 템플릿을 사용해 4 – 7단계를 반복하여 리소스를 다시 가져옵니다.

기존 리소스를 스택으로 가져오기
이 가져오기 작업 중에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스택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리소스와 가져올 리소스를 모두 포함한 전체 스택을 설명하는 템플릿. 가져올
각 리소스의 템플릿에는 DeletionPolicy 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 각 대상 리소스에 대한 고유 식별자. 고유 식별자를 얻으려면 해당 서비스 콘솔을 방문하십시오.
이 연습에서는 TemplateToImport.json이라는 다음과 같은 예제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ServiceTable은 현재 스택의 일부이고 GamesTable은 가져 오기 대상입니다.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Import test",
"Resources": {
"ServiceTable":{
"Type":"AWS::DynamoDB::Table",
"Properties":{
"TableName":"Service",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key",
"AttributeType":"S"
}
],
"KeySc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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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ributeName":"key",
"KeyType":"HASH"

}
],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5,
"WriteCapacityUnits":1
}

}

}

}
},
"GamesTable": {
"Type": "AWS::DynamoDB::Table",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
"TableName": "Games",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key",
"AttributeType": "S"
}
],
"KeySchema": [
{
"AttributeName": "key",
"KeyType": "HASH"
}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1
}
}
}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기존 리소스를 스택으로
가져오기
1.
2.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다음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스택 페이지에서 리소스를 가져올 스택을 선택합니다.

3.

Stack actions(스택 작업)를 선택한 다음 Import resources into stack(스택으로 리소스 가져오기)을 선택
합니다.

4.
5.

Import overview(가져오기 개요) 페이지를 검토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Specify template(템플릿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된 템플릿을 제공하
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6.

• Amazon S3 URL을 선택한 다음, 텍스트 상자에 템플릿의 URL을 지정합니다.
• 템플릿 파일 업로드를 선택한 다음 템플릿을 찾습니다.
Identify resources(리소스 식별) 페이지에서 각 대상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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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Identifier property(식별자 속성)에서 리소스 식별자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TableName
속성을 사용하여 AWS::DynamoDB::Table 리소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b.

Identifier value(식별자 값)에서 실제 속성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예제 템플릿의 GamesTable
리소스에 대한 TableName는 Games입니다.

c.

다음을 선택합니다.

Specify stack details(스택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어떤 파라미터든 업데이트하고 다음을 선택합니
다. 이렇게 하면 변경 세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Note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 작업을 시작하는 기존 파라미터를 수정하면 가져오기 작업이 실패합
니다.
8.

stack-name 검토 페이지에서 가져올 리소스를 검토한 다음, Import resources(리소스 가져오기)를 선
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생성된 변경 세트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때 어떤 스택 레벨
태그든 가져온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스택에 대한 이벤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9.

(선택 사항) 스택에서 드리프트 감지를 실행하여 가져온 리소스의 템플릿과 실제 구성이 일치하는지 확
인합니다. 드리프트 감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체 CloudFormation 스택에서 드리프트 감지를 참조하
세요.

10. (선택 사항) 가져온 리소스가 예상 템플릿 구성과 일치하지 않으면 템플릿 구성을 수정하거나 리소스를
직접 업데이트합니다. 드리프트된 리소스 가져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져오기 작업을 통한 드리프
트 해결을 참조하세요.

AWS CLI를 사용하여 기존 리소스를 스택으로 가져오기
1.

선택적으로 GetTemplateSummary를 실행하여 템플릿의 각 리소스 유형을 식별하는 속성을 알아봅니
다. 예를 들어 TableName 속성을 사용하여 AWS::DynamoDB::Table 리소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제 템플릿의 GamesTable 리소스의에서 TableName의 값은 Games입니다.
> aws cloudformation get-template-summary
--template-url https://DOC-EXAMPLE-BUCKET.s3.uswest-2.amazonaws.com/TemplateToImport.json

2.

가져올 리소스 목록과 고유 식별자를 다음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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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Type\":\"AWS::DynamoDB::Table\",\"LogicalResourceId\":\"GamesTable\",
\"ResourceIdentifier\":{\"TableName\":\"Games\"}}]

3.

다음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IMPORT 유형의 변경 세트를 생성합니다. --resources-to-import는 인
라인 YAML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aws cloudformation create-change-set
--stack-name TargetStack --change-set-name ImportChangeSet
--change-set-type IMPORT
--resources-to-import "[{\"ResourceType\":\"AWS::DynamoDB::Table\",
\"LogicalResourceId\":\"GamesTable\",\"ResourceIdentifier\":{\"TableName\":
\"Games\"}}]"
--template-url https://DOC-EXAMPLE-BUCKET.s3.uswest-2.amazonaws.com/TemplateToImport.json

또한 AWS CLI는 다음 예제와 같이 resources-to-import 에 파라미터에 대한 입력으로 텍스트 파일
을 지원합니다.
--resources-to-import: file://ResourcesToImport.txt

이 연습에서 file://resourcesToImport.txt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4.

{

}

"ResourceType":"AWS::DynamoDB::Table",
"LogicalResourceId":"GamesTable",
"ResourceIdentifier": {
"TableName":"Games"
}

변경 세트를 검토하여 올바른 리소스를 가져올 것인지 확인합니다.
> aws cloudformation describe-change-set --change-set-name ImportChangeSet --stackname TargetStack

5.

변경 세트를 실행하여 리소스를 가져옵니다. 이때 어떤 스택 레벨 태그든 가져온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작업 (IMPORT_COMPLETE)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리소스가 성공적으로 가져오기 됩니다.
> aws cloudformation execute-change-set --change-set-name ImportChangeSet --stackname TargetStack

6.

(선택 사항) IMPORT_COMPLETE 스택에서 드리프트 감지를 실행하여 가져온 리소스의 템플릿과 실제
구성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드리프트 감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체 CloudFormation 스택에서 드
리프트 감지를 참조하세요.
> aws cloudformation detect-stack-drift --stack-name TargetStack
{ "Stack-Drift-Detection-Id" : "624af370-311a-11e8-b6b7-500cexample" }
>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drift-detection-status --stack-drift-detectionid 624af370-311a-11e8-b6b7-500cexample
>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resource-drifts --stack-name TargetStack

7.

(선택 사항) 가져온 리소스가 예상 템플릿 구성과 일치하지 않으면 템플릿 구성을 수정하거나 리소스를
직접 업데이트합니다. 드리프트된 리소스 가져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져오기 작업을 통한 드리프
트 해결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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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기 작업 되돌리기
가져오기 작업을 되돌리려면 템플릿에서 제거할 리소스에 대한 Retain 삭제 정책을 지정하여 스택에서 삭
제할 때 해당 리소스가 보존되도록 합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가져오기 작업 되돌리기
1.

스택에서 제거할 리소스에 대한 Retain DeletionPolicy를 지정합니다. 다음 예제 템플릿에서
GamesTable는 이러한 되돌리기 작업의 대상입니다.

Example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Import test",
"Resources": {
"ServiceTable":{
"Type":"AWS::DynamoDB::Table",
"Properties":{
"TableName":"Service",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key",
"AttributeType":"S"
}
],
"KeySchema":[
{
"AttributeName":"key",
"KeyType":"HASH"
}
],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5,
"WriteCapacityUnits":1
}
}
},
"GamesTable": {
"Type": "AWS::DynamoDB::Table",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
"TableName": "Games",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key",
"AttributeType": "S"
}
],
"KeySchema": [
{
"AttributeName": "key",
"KeyType": "HASH"
}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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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열어서 스택 업데이트를 수행하여 삭제 정책을 적용합니다.
a.

스택 페이지에서 스택을 선택한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선택한 다음, Update stack(standard)(스택 업
데이트(표준))를 선택합니다.

b.

Prepare template(템플릿 준비)에서 Replace current template(현재 템플릿 바꾸기)을 선택합니다.

c.

Specify template(템플릿 지정)에서 GamesTable에 DeletionPolicy 속성이 설정된 업데이트된
소스 템플릿을 제공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 Amazon S3 URL을 선택한 다음 텍스트 상자에 업데이트된 소스 템플릿의 URL을 지정합니다.
• 템플릿 파일 업로드를 선택한 다음 업데이트된 소스 템플릿 파일을 찾습니다.

3.

d.

Specify stack details(스택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어떤 변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선
택합니다.

e.

Configure stack options(스택 옵션 구성) 페이지에서 어떤 변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선택
합니다.

f.

stack_name 검토 페이지에서 변경 사항을 검토합니다. 템플릿에 IAM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I acknowledge that this template may create IAM resources(이 템플릿이 IAM 리소스를 생성
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를 선택하여 템플릿에서 IAM 리소스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지정합
니다. 템플릿에서 IAM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을 통한 액세스 제어 (p. 5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그런 다음 변경 세트를 생성하여 소
스 스택을 업데이트하거나 소스 스택을 직접 업데이트하십시오.

스택 템플릿에서 리소스, 관련 파라미터 및 출력을 제거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제 소스 템플릿이 다음
과 같이 보입니다.

Example JSON
{

}

4.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Import test",
"Resources": {
"ServiceTable":{
"Type":"AWS::DynamoDB::Table",
"Properties":{
"TableName":"Service",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key",
"AttributeType":"S"
}
],
"KeySchema":[
{
"AttributeName":"key",
"KeyType":"HASH"
}
],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5,
"WriteCapacityUnits":1
}
}
}
}

2단계를 반복하여 리소스(GamesTable)와 관련 파라미터 및 출력을 스택에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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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I를 사용하여 가져오기 작업 되돌리기
1.

스택에서 제거할 리소스에 대한 Retain DeletionPolicy를 지정합니다. 다음 예제 템플릿에서
GamesTable는 이러한 되돌리기 작업의 대상입니다.

Example JSON
{

}

2.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Import test",
"Resources": {
"ServiceTable":{
"Type":"AWS::DynamoDB::Table",
"Properties":{
"TableName":"Service",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key",
"AttributeType":"S"
}
],
"KeySchema":[
{
"AttributeName":"key",
"KeyType":"HASH"
}
],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5,
"WriteCapacityUnits":1
}
}
},
"GamesTable": {
"Type": "AWS::DynamoDB::Table",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
"TableName": "Games",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key",
"AttributeType": "S"
}
],
"KeySchema": [
{
"AttributeName": "key",
"KeyType": "HASH"
}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1
}
}
}
}

스택을 업데이트하여 삭제 정책을 리소스에 적용합니다.
update-stack --stack-name "stac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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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택 템플릿에서 리소스, 관련 파라미터 및 출력을 제거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제 소스 템플릿이 다음
과 같이 보입니다.

Example JSON
{

}

4.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Import test",
"Resources": {
"ServiceTable":{
"Type":"AWS::DynamoDB::Table",
"Properties":{
"TableName":"Service",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key",
"AttributeType":"S"
}
],
"KeySchema":[
{
"AttributeName":"key",
"KeyType":"HASH"
}
],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5,
"WriteCapacityUnits":1
}
}
}
}

스택을 업데이트하여 리소스(GamesTable)와 관련 파라미터 및 출력을 스택에서 삭제합니다.
update-stack --stack-name "stack-name"

스택 장애 옵션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를 롤백하지 않고 장애 지점에서 시작하여 프로비저닝 장애가 발생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반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스택 장애 옵션을 지정하여CREATE_FAILED 또
는UPDATE_FAILED 상태의 리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스택 배포 및 변경 집합 작업에 대한 실
패 옵션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 보존으로 설정된 작업 생성은 성공한 리소스의 상태를 유지하지만 실패
한 리소스는 다음 업데이트 작업이 수행될 때까지 실패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 보존으로 설정된 업데이트 및 변경 세트 작업은 성공한 리소스의 상
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실패한 리소스를 마지막으로 알려진 안정적인 상태로 롤백합니다. 실패한 리소스
는UPDATE_FAILED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안정 상태가 없는 리소스는 다음 스택 작업 시 삭
제됩니다.
실패한 리소스의 롤백 일시 중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스택 장애 옵션 개요 (p. 200)
• 스택 롤백을 일시 중지하는 조건 (p. 200)
•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 보존(콘솔)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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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AWS CLI) 보존 (p. 202)

스택 장애 옵션 개요
AWS CloudFormation 콘솔, API 또는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에서 작업을 발행하기 전에
프로비저닝된 리소스 장애에 대한 동작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수정 없이 리소스의 배포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작업 오류가 발생하면 CloudFormation이(가) 각 독립 프로비저닝 경로의 첫 번째 오류에서 중지
됩니다. CloudFormation은(는) 독립적인 프로비저닝 작업을 병렬화하기 위해 리소스 간의 종속성을 식별합
니다. 그런 다음 장애가 발생할 때까지 각 독립 프로비저닝 경로에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합니다. 한 경로의 장
애가 다른 프로비저닝 경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loudFormation은(는) 완료될 때까지 리소스를 계속
프로비저닝하거나 다른 실패에서 중지합니다.
배포 프로세스를 계속하려면 문제를 수정하세요. CloudFormation은(는) 이전에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할 수
없었던 리소스에 대한 프로비저닝 작업을 다시 시도하기 전에 필요한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재시도, 업데
이트 또는 롤백 작업을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Amazon EC2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고
EC2 인스턴스가 생성 작업 중에 실패하는 경우 실패한 리소스를 즉시 롤백하는 대신 오류를 조사할 수 있습
니다. 시스템 상태 확인 및 인스턴스 상태 확인을 검토한 다음 문제가 해결되면 재시도 작업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스택 작업이 실패하고 스택 장애 옵션 메뉴에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 보존을 지정한 경우 다음 옵션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재시도 – 실패한 리소스에서 프로비저닝 작업을 재시도하고 스택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거나 다음 실
패 시까지 템플릿 프로비저닝을 계속합니다.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권한과 같이 템
플릿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지 못한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업데이트 – 프로비저닝된 리소스는 템플릿 업데이트 시 업데이트됩니다. 생성 또는 업데이트에 실패한 리
소스는 재시도됩니다. 템플릿 오류로 인해 리소스 프로비저닝에 실패하고 템플릿을 수정한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FAILED 상태에 있는 스택을 업데이트할 때 스택 업데이트를 계속하려면 스택 장애 옵션에 대
해 프로비저닝된 리소스 보존을 선택해야 합니다.
• 롤백 – CloudFormation 스택을 마지막으로 알려진 안정 상태로 롤백합니다.

스택 롤백을 일시 중지하는 조건
스택에서 실패한 리소스의 롤백을 일시 중지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스택 작업 중에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 보존 파라미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롤백 동작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스택 옵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스택 작업의 스택 상태는 CREATE_FAILED 또는 UPDATE_FAILED여야 합니다. 스택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상태 코드를 참조하세요.

Note
변경할 수 없는 업데이트 유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 보존(콘솔)
Create stack

스택 생성 작업 중에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를 보존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다음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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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택 생성을 선택하고 새 리소스 사용(표준)을 선택합니다.

3.

템플릿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스택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 템플릿 준비 완료
• 샘플 템플릿 사용
• Create template in Designer(Designer에서 템플릿 생성)
설정을 수락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4.

스택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스택 이름 상자에 스택 이름을 입력합니다.

5.

(Optional) 파라미터 섹션에서 스택 템플릿에 정의된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을 사용하여 파라미터를 사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파라미터 값에 만족하면 다음을 선택합니다.

7.

스택 옵션 구성 페이지에서 스택에 대한 추가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8.

스택 장애 옵션에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 보존을 선택합니다.

9.

스택 옵션에 만족하면 다음을 선택합니다.

10. 검토 페이지에서 스택을 검토하고 스택 생성을 선택합니다.
결과: 생성에 실패한 리소스는 스택 작업이 실패할 때 스택이 롤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택 상태를
CREATE_FAILED(으)로 전환합니다.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는 CREATE_COMPLETE 상태입니
다. 스택 이벤트 탭에서 스택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Update stack

업데이트 스택 작업 중에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를 보존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다음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업데이트할 스택을 선택한 다음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3.

업데이트 스택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스택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 현재 템플릿 사용
• 현재 템플릿 교체
• 디자이너에서 템플릿 수정
설정을 수락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4.

스택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스택 템플릿에 정의된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을 사용하여 파라미터를 사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파라미터 값에 만족하면 다음을 선택합니다.

6.

스택 옵션 구성 페이지에서 스택에 대한 추가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7.

프로비저닝 실패 시 동작의 경우 프로비저닝된 리소스 보존을 선택합니다.

8.

스택 옵션에 만족하면 다음을 선택합니다.

9.

검토 페이지에서 스택을 검토하고 스택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결과: 업데이트에 실패한 리소스는 스택 상태를 UPDATE_FAILED(으)로 전환하고 마지막으로 알
려진 안정 상태로 롤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안정 상태가 없는 리소스는 다음 스택 작업 시
CloudFormation에 의해 삭제됩니다.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는 CREATE_COMPLETE 또는
UPDATE_COMPLETE 상태입니다. 스택 이벤트 탭에서 스택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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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set

Note
상태가 CREATE_FAILED 또는 UPDATE_FAILED인 스택에 대해 변경 세트를 시작할 수 있지만
UPDATE_ROLLBACK_FAILED 상태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 세트 작업 중에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를 보존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다음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시작하려는 변경 세트가 포함된 스택을 선택한 다음 변경 세트 탭을 선택합니다.

3.

변경 세트를 선택한 다음 실행을 선택합니다.

4.

변경 세트 실행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리소스 보존 옵션을 선택합니다.

5.

변경 세트 실행을 선택합니다.

결과: 업데이트에 실패한 리소스는 스택 상태를 UPDATE_FAILED(으)로 전환하고 마지막으로 알
려진 안정 상태로 롤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안정 상태가 없는 리소스는 다음 스택 작업 시
CloudFormation에 의해 삭제됩니다.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는 CREATE_COMPLETE 또는
UPDATE_COMPLETE 상태입니다. 스택 이벤트 탭에서 스택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AWS CLI) 보존
Create stack

스택 생성 작업 중에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를 보존하려면
create-stack 작업 중에 disable-rollback 옵션 또는 on-failure DO_NOTHING 열거를 지정합니
다.
1.

disable-rollback 옵션을 사용하여 create-stack 명령에 스택 이름과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aws cloudformation create-stack --stack-name myteststack --template-body file://
DOC-EXAMPLE-BUCKET.json -–disable-rollback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반환합니다.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
myteststack/466df9e0-0dff-08e3-8e2f-5088487c4896"
}

2.

describe-stacks 옵션을 사용하여 스택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 --stack-name myteststack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반환합니다.
{

"Stacks": [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
myteststack/466df9e0-0dff-08e3-8e2f-5088487c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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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Tags": [],
"Outputs": [],
"StackStatusReason": “The following resource(s) failed to create:
[MyBucket]”,
"CreationTime": "2013-08-23T01:02:15.422Z",
"Capabilities": [],
"StackName": "myteststack",
"StackStatus": "CREATE_FAILED",
"DisableRollback": true
}
]

}

Update stack

스택 업데이트 작업 중에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를 보존합니다.
update-stack 작업 중에 disable-rollback 옵션 또는 on-failure DO_NOTHING 열거를 지정합니
다.
1.

disable-rollback 옵션을 사용하여 update-stack 명령에 기존 스택 이름과 템플릿을 제공합
니다.
aws cloudformation update-stack --stack-name myteststack --template-url DOCEXAMPLE-BUCKET.template --disable-rollback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반환합니다.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
myteststack/466df9e0-0dff-08e3-8e2f-5088487c4896"
}

2.

describe-stacks 또는 describe-stack-events 옵션을 사용하여 스택의 상태를 설명합니
다.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 --stack-name myteststack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반환합니다.
{

"Stacks": [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
myteststack/466df9e0-0dff-08e3-8e2f-5088487c4896",
"Description":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Tags": [],
"Outputs": [],
"CreationTime": "2013-08-23T01:02:15.422Z",
"Capabilities": [],
"StackName": "myteststack",
"StackStatus": "UPDATE_COMPLETE",
"DisableRollback": tru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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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set

Note
상태가 CREATE_FAILED 또는 UPDATE_FAILED인 스택에 대해 변경 세트를 시작할 수 있지만
UPDATE_ROLLBACK_FAILED 상태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 세트 작업 중에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를 보존하려면
execute-change-set 작업 중에 disable-rollback 옵션 또는 on-failure DO_NOTHING 열거를 지
정합니다.
1.

disable-rollback 옵션을 사용하여 execute-change-set 명령에 스택 이름과 템플릿을 제공
합니다.
aws cloudformation execute-change-set --stack-name myteststack --change-setname my-change-set --template-body file://template.yaml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반환합니다.
{

"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changeSet/my-change-set/
bc9555ba-a949-xmpl-bfb8-f41d04ec5784",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
myteststack/466df9e0-0dff-08e3-8e2f-5088487c4896"
}

2.

disable-rollback 옵션을 사용하여 변경 세트를 시작합니다.
aws cloudformation execute-change-set --stack-name myteststack --change-setname my-change-set -–disable-rollback

3.

describe-stacks 또는 describe-stack-events 옵션을 사용하여 스택의 상태를 확인합니
다.
{

"StackEvents": [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
myteststack/466df9e0-0dff-08e3-8e2f-5088487c4896",
"EventId": "49c966a0-7b74-11ea-8071-024244bb0672",
"StackName": "myteststack",
"LogicalResourceId": " MyBucket",
"PhysicalResourceId": "MyBucket",
"ResourceType": "AWS::S3::Bucket",
"Timestamp": "2020-04-10T21:43:17.015Z",
"ResourceStatus": "UPDATE_FAILED"
"ResourceStatusReason": "User XYZ is not allowed to perform
S3::UpdateBucket on MyBucket"
}
}

4.

권한 오류를 수정하고 작업을 다시 시도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update-stack --stack-name myteststack --use-previous-template -disable-rollback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반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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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
myteststack/466df9e0-0dff-08e3-8e2f-5088487c4896"
}

5.

describe-stacks 또는 describe-stack-events 옵션을 사용하여 스택의 상태를 설명합니
다.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 --stack-name myteststack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반환합니다.
{

"Stacks": [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
myteststack/466df9e0-0dff-08e3-8e2f-5088487c4896",
"Description":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Tags": [],
"Outputs": [],
"CreationTime": "2013-08-23T01:02:15.422Z",
"Capabilities": [],
"StackName": "myteststack",
"StackStatus": "UPDATE_COMPLETE",
"DisableRollback": true
}
]
}

스택 롤백
CREATE_FAILED 또는 UPDATE_FAILED 스택 상태에서 스택을 롤백하려면
스택을 마지막 안정 상태로 롤백하려면 rollback-stack 작업을 지정합니다.
•

rollback-stack 작업을 사용하여 롤백을 시작하고 스택 이름을 지정합니다.
aws cloudformation rollback-stack --stack-name myteststack

이 명령은 다음 출력을 반환합니다.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
myteststack/466df9e0-0dff-08e3-8e2f-5088487c4896"
}

Note
rollback-stack 작업은 스택에 마지막으로 알려진 안정 상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스택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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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간 리소스 이동
resource import 기능을 사용하여 스택간에 리소스를 이동하거나 스택을 리팩터링할 수 있습니다. 소스
스택에서 제거한 후 대상 스택으로 가져오기를 할 때 리소스가 보존되도록 하려면 먼저 이동시키려는 리소스
에 Retain 삭제 정책을 추가해야 합니다.

Important
모든 리소스가 가져오기 작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택에서 리소스를 제거하기 전에 가져오
기 작업을 지원하는 리소스를 참조하세요. 스택에서 가져오기 작업을 지원하지 않는 리소스를 제거
하면 리소스를 다른 스택으로 가져오거나 원본 스택으로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스택 리팩터링
1.

소스 템플릿에서 이동시킬 리소스에 대한 Retain DeletionPolicy를 지정합니다.
다음 예제 소스 템플릿에서 Games는 이 리팩터의 대상입니다.

Example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Import test",
"Resources": {
"ServiceTable":{
"Type":"AWS::DynamoDB::Table",
"Properties":{
"TableName":"Service",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key",
"AttributeType":"S"
}
],
"KeySchema":[
{
"AttributeName":"key",
"KeyType":"HASH"
}
],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5,
"WriteCapacityUnits":1
}
}
},
"GamesTable": {
"Type": "AWS::DynamoDB::Table",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
"TableName": "Games",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key",
"AttributeType": "S"
}
],
"KeySchema": [
{
"AttributeName": "key",
"KeyType": "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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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1
}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열어서 스택 업데이트를 수행하여 삭제 정책을 적용합니다.
a.

스택(Stacks) 페이지에서 스택을 선택하고 업데이트(Update)를 선택합니다.

b.

Prepare template(템플릿 준비)에서 Replace current template(현재 템플릿 바꾸기)을 선택합니다.

c.

Specify template(템플릿 지정)에서 GamesTable에 DeletionPolicy 속성이 설정된 업데이트된
소스 템플릿을 제공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 Amazon S3 URL을 선택한 다음 텍스트 상자에 업데이트된 소스 템플릿의 URL을 지정합니다.
• 템플릿 파일 업로드를 선택한 다음 업데이트된 소스 템플릿 파일을 찾습니다.

3.

d.

Specify stack details(스택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어떤 변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선
택합니다.

e.

Configure stack options(스택 옵션 구성) 페이지에서 어떤 변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선택
합니다.

f.

stack_name 검토 페이지에서 변경 사항을 검토합니다. 템플릿에 IAM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I acknowledge that this template may create IAM resources(이 템플릿이 IAM 리소스를 생성
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를 선택하여 템플릿에서 IAM 리소스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지정합
니다. 템플릿에서 IAM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을 통한 액세스 제어 (p. 5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그런 다음 변경 세트를 생성하여 소
스 스택을 업데이트하거나 소스 스택을 직접 업데이트하십시오.

소스 템플릿에서 리소스, 관련 파라미터 및 출력을 제거한 다음, 이들을 대상 템플릿에 추가합니다.
이제 소스 템플릿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Example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Import test",
"Resources": {
"ServiceTable":{
"Type":"AWS::DynamoDB::Table",
"Properties":{
"TableName":"Service",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key",
"AttributeType":"S"
}
],
"KeySchema":[
{
"AttributeName":"key",
"KeyType":"HASH"
}
],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5,
"WriteCapacityUnit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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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현재 다음과 같은 예제 대상 템플릿에는 PlayersTable 리소스가 있으며 GamesTable도 포함되어 있
습니다.

Example JSON
{

}

4.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Import test",
"Resources": {
"PlayersTable": {
"Type": "AWS::DynamoDB::Table",
"Properties": {
"TableName": "Players",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key",
"AttributeType": "S"
}
],
"KeySchema": [
{
"AttributeName": "key",
"KeyType": "HASH"
}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1
}
}
},
"GamesTable": {
"Type": "AWS::DynamoDB::Table",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
"TableName": "Games",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key",
"AttributeType": "S"
}
],
"KeySchema": [
{
"AttributeName": "key",
"KeyType": "HASH"
}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1
}
}
}
}

2–3단계를 반복하여 소스 스택을 다시 업데이트합니다. 이번에는 대상 리소스를 스택에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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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져오기 작업을 수행하여 대상 스택에 GamesTable을 추가합니다.
a.

스택 페이지에서 상위 스택을 선택한 상태에서 Stack actions(스택 작업)를 선택한 다음 Import
resources into stack(스택으로 리소스 가져오기)을 선택합니다.

b.

이 작업 중에 제공해야 하는 항목 목록은 Import overview(가져오기 개요)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그런 다음 다음을 선택합니다

c.

Specify template(템플릿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 Amazon S3 URL을 선택한 다음, 텍스트 상자에 URL을 지정합니다.
• 템플릿 파일 업로드를 선택한 다음 업로드할 파일을 찾습니다.

d.

Identify resources(리소스 식별) 페이지에서 이동 중인 리소스를 식별합니다(이 예제에서는
GamesTable).
1. Identifier property(식별자 속성)에서 리소스 식별자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TableName
속성을 사용하여 AWS::DynamoDB::Table 리소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2. Identifier value(식별자 값)에서 실제 속성 값을 입력합니다. 예: GamesTables.

3. 다음을 선택합니다.
e.

Specify stack details(스택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어떤 파라미터든 수정하고 다음을 선택합니
다. 이렇게 하면 변경 세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Important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 작업을 시작하는 기존 파라미터를 수정하면 가져오기 작업이 실
패합니다.
f.

Review stack-name(stack-name 검토) 페이지에서 올바른 리소스를 가져오고 있는지 확인한 다
음, Import resources(리소스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생성된 변경 세
트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때 어떤 스택 레벨 태그든 가져온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g.

상위 스택에 대한 Stack details(스택 세부 정보) 페이지의 이벤트 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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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WS::CloudFormation::Stack 리소스가 이미 AWS CloudFormation에서 관리되기 때
문에 이러한 가져오기 작업을 수행한 후에 상위 스택에서 드리프트 감지를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스택 리팩터링
1.

소스 템플릿에서 이동시킬 리소스에 대한 Retain DeletionPolicy를 지정합니다.
다음 예제 소스 템플릿에서 GamesTable은 이 리팩터의 대상입니다.

Example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Import test",
"Resources": {
"ServiceTable":{
"Type":"AWS::DynamoDB::Table",
"Properties":{
"TableName":"Service",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key",
"AttributeType":"S"
}
],
"KeySchema":[
{
"AttributeName":"key",
"KeyType":"HASH"
}
],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5,
"WriteCapacityUnits":1
}
}
},
"GamesTable": {
"Type": "AWS::DynamoDB::Table",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
"TableName": "Games",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key",
"AttributeType": "S"
}
],
"KeySchema": [
{
"AttributeName": "key",
"KeyType": "HASH"
}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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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소스 스택을 업데이트하여 삭제 정책을 리소스에 적용합니다.
update-stack --stack-name "source-stack-name"

3.

소스 템플릿에서 리소스, 관련 파라미터 및 출력을 제거한 다음, 이들을 대상 템플릿에 추가합니다.
이제 소스 템플릿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Example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Import test",
"Resources": {
"ServiceTable":{
"Type":"AWS::DynamoDB::Table",
"Properties":{
"TableName":"Service",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key",
"AttributeType":"S"
}
],
"KeySchema":[
{
"AttributeName":"key",
"KeyType":"HASH"
}
],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5,
"WriteCapacityUnits":1
}
}
}
}

현재 다음과 같은 예제 대상 템플릿에는 PlayersTable 리소스가 있으며 GamesTable도 포함되어 있
습니다.

Example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Import test",
"Resources": {
"PlayersTable": {
"Type": "AWS::DynamoDB::Table",
"Properties": {
"TableName": "Players",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key",
"AttributeType":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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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Schema": [
{
"AttributeName": "key",
"KeyType": "HASH"
}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1
}

}

4.

}

}
},
"GamesTable": {
"Type": "AWS::DynamoDB::Table",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
"TableName": "Games",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key",
"AttributeType": "S"
}
],
"KeySchema": [
{
"AttributeName": "key",
"KeyType": "HASH"
}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1
}
}
}

소스 스택을 업데이트하여 GamesTable 리소스 및 관련 파라미터와 출력을 스택에서 삭제합니다.
aws cloudformation update-stack --stack-name "source-stack-name"

5.

다음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IMPORT 유형의 변경 세트를 생성합니다. --resources-to-import는 인
라인 YAML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aws cloudformation create-change-set
--stack-name TargetStack --change-set-name ImportChangeSet
--change-set-type IMPORT
--resources-to-import "[{\"ResourceType\":\"AWS::DynamoDB::Table\",
\"LogicalResourceId\":\"GamesTable\",\"ResourceIdentifier\":{\"TableName\":
\"Games\"}}]"
--template-body file://templateToImport.json

또한 AWS CLI는 다음 예제와 같이 resources-to-import 에 파라미터에 대한 입력으로 텍스트 파일
을 지원합니다.
--resources-to-import: file://resourcesToImport.txt

이 연습에서 file://resourcesToImport.txt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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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

"ResourceType":"AWS::DynamoDB::Table",
"LogicalResourceId":"GamesTable",
"ResourceIdentifier": {
"TableName":"Games"
}

변경 세트를 검토하여 올바른 리소스를 대상 스택에 가져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aws cloudformation describe-change-set --change-set-name ImportChangeSet

7.

변경 세트를 실행하여 리소스를 대상 스택으로 가져옵니다. 이때 어떤 스택 레벨 태그든 가져온 리소스
에 적용됩니다. 작업 (IMPORT_COMPLETE)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리소스가 성공적으로 가져오기 됩
니다.
> aws cloudformation execute-change-set --change-set-name ImportChangeSet

Note
리소스가 이미 AWS CloudFormation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져오기 작업을 수행한 후
에 대상 스택에서 드리프트 감지를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져오기 및 드리프트 감지 작업을 지원하는 리소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다음 퍼블릭(AWS) 리소스 유형에 대한 리소스 가져오기 및 드리프트 감지 작
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CloudFormation에서는 프로비저닝 가능한 프라이빗 리소스 유형, 즉 프로비저닝 유형이
FULLY_MUTABLE 또는 IMMUTABLE인 프라이빗 리소스 유형에 대한 가져오기 및 드리프트 감지 작업을 지
원합니다. 프라이빗 리소스 유형의 리소스를 가져오고 드리프트 감지를 수행하려면 계정에 등록한 리소
스 유형의 기본 버전이 프로비저닝 가능해야 합니다. 리소스 프로비저닝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API Reference에 있는 DescribeType 작업 및 AWS CLI Command Reference에 있는
DescribeType 명령의 ProvisioningType 파라미터를 참조하세요.
드리프트 감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및 리소스에 대한 비관리형 구성 변경 감지를 참조하세요.
서비스

리소스 가져오기

드리프트 감지

AWS Amplify

AWS::Amplify::App

AWS::Amplify::App

AWS::Amplify::Branch

AWS::Amplify::Branch

AWS::Amplify::Domain

AWS::Amplify::Domain

AWS::ApiGateway::ApiKey

AWS::ApiGateway::ApiKey

AWS::ApiGateway::Authorizer

AWS::ApiGateway::Authorizer

AWS::ApiGateway::Deployment

AWS::ApiGateway::Deployment

AWS::ApiGateway::Method

AWS::ApiGateway::Method

AWS::ApiGateway::Model

AWS::ApiGateway::Model

Amazon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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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리소스 가져오기

드리프트 감지

AWS::ApiGateway::Resource

AWS::ApiGateway::Resource

AWS::ApiGateway::RestApi

AWS::ApiGateway::RestApi

AWS::ApiGateway::RequestValidator
AWS::ApiGateway::RequestValidator
AWS::ApiGateway::Stage

AWS::ApiGateway::Stage

AWS::ApiGateway::UsagePlanKey AWS::ApiGateway::UsagePlanKey
Amazon AppFlow

AWS::AppFlow::Flow

AWS::AppFlow::Flow

AWS::AppFlow::ConnectorProfile

AWS::AppFlow::ConnectorProfile

AWS::AppMesh::GatewayRoute

AWS::AppMesh::GatewayRoute

AWS::AppMesh::VirtualGateway

AWS::AppMesh::VirtualGateway

AWS App Runner

AWS::AppRunner::Service

AWS::AppRunner::Service

Amazon Athena

AWS::Athena::DataCatalog

AWS::Athena::DataCatalog

AWS::Athena::NamedQuery

AWS::Athena::NamedQuery

AWS App Mesh

AWS::Athena::PreparedStatement AWS::Athena::PreparedStatement
AWS::Athena::WorkGroup
AWS Audit Manager

AWS::AuditManager::Assessment

AWS 예산

AWS::Budgets::BudgetsAction

AWS Certificate Manager

AWS::CertificateManager::Account AWS::CertificateManager::Account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AWS::CE::AnomalyMonitor

AWS::CE::AnomalyMonitor

AWS::CE::AnomalySubscription

AWS::CE::AnomalySubscription

AWS::CE::CostCategory

AWS::CUR::ReportDefinition

AWS::Budgets::BudgetsAction

AWS::CUR::ReportDefinition
AWS Certificate Manager

AWS::ACMPCA::Certificate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Activation

AWS Chatbot

AWS::Chatbot::SlackChannelConfiguration
AWS::Chatbot::SlackChannel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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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리소스 가져오기

드리프트 감지

CloudFormation

AWS::CloudFormation::ModuleDefaultVersion
AWS::CloudFormation::ResourceDefaultVersion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AWS::CloudFormation::ResourceVersion
AWS::CloudFormation::PublicTypeVersion
AWS::CloudFormation::Stack
AWS::CloudFormation::Publisher
AWS::CloudFormation::ResourceDefaultVersion
AWS::CloudFormation::ResourceVersion
AWS::CloudFormation::Stack
AWS::CloudFormation::StackSet
AWS::CloudFormation::TypeActivation

Amazon CloudFront

AWS::CloudFront::CachePolicy

AWS::CloudFront::Distribution

AWS::CloudFront::Distribution

AWS::CloudFront::Function

AWS::CloudFront::Function

AWS::CloudFront::KeyGroup

AWS::CloudFront::KeyGroup

AWS::CloudFront::PublicKey

AWS::CloudFront::OriginRequestPolicy
AWS::CloudFront::PublicKey
AWS::CloudFront::RealtimeLogConfig
AWS CloudTrail

AWS::CloudTrail::Trail

Amazon CloudWatch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AWS::CloudWatch::Alarm

AWS::CloudTrail::Trail

AWS::CloudWatch::Alarm

AWS::CloudWatch::CompositeAlarmAWS::CloudWatch::CompositeAlarm
AWS::CloudWatch::MetricStream

AWS::CloudWatch::MetricStream

AWS::Logs::LogGroup

AWS::Logs::LogGroup

AWS::Logs::MetricFilter

AWS::Logs::MetricFilter

AWS::Logs::QueryDefinition

AWS::Logs::QueryDefinition

AWS::Logs::ResourcePolicy

AWS::Logs::ResourcePolicy

AWS::Logs::SubscriptionFilter

AWS::Logs::SubscriptionFilter

AWS::Synthetics::Canary
AWS CodeArtifact

Amazon CodeGuru Profiler

AWS::CodeArtifact::Domain

AWS::CodeArtifact::Domain

AWS::CodeArtifact::Repository

AWS::CodeArtifact::Repository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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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리소스 가져오기

Amazon CodeGuru Reviewer

AWS::CodeGuruReviewer::RepositoryAssociation
AWS::CodeGuruReviewer::RepositoryAssociatio

AWS CodeStar

AWS::CodeStarConnections::Connection
AWS::CodeStarConnections::Connection

Amazon Connect

AWS::AppIntegrations::EventIntegration
AWS::AppIntegrations::EventIntegration
AWS::Connect::QuickConnect

AWS Config

드리프트 감지

AWS::Connect::QuickConnect

AWS::Config::ConfigurationAggregator
AWS::Config::ConfigurationAggregator
AWS::Config::ConformancePack

AWS::Config::ConformancePack

AWS::Config::OrganizationConformancePack
AWS::Config::OrganizationConformancePack

CustomerProfiles TODO

AWS::Config::StoredQuery

AWS::Config::StoredQuery

AWS::CustomerProfiles::Domain

AWS::CustomerProfiles::Domain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AWS::CustomerProfiles::ObjectTypeAWS::CustomerProfiles::ObjectType
AWS DataSync

AWS::DataSync::Agent

AWS::DataSync::Agent

AWS::DataSync::LocationEFS

AWS::DataSync::LocationEFS

AWS::DataSync::LocationFSxWindows
AWS::DataSync::LocationFSxWindows
AWS::DataSync::LocationNFS

AWS::DataSync::LocationNFS

AWS::DataSync::LocationObjectStorage
AWS::DataSync::LocationObjectStorage

Amazon Detective

AWS::DataSync::LocationS3

AWS::DataSync::LocationS3

AWS::DataSync::LocationSMB

AWS::DataSync::LocationSMB

AWS::DataSync::Task

AWS::DataSync::Task

AWS::Detective::Graph

AWS::Detective::Graph

AWS::Detective::MemberInvitation AWS::Detective::MemberInvitation
Amazon DevOps Guru

AWS::DevOpsGuru::NotificationChannel
AWS::DevOpsGuru::NotificationChannel
AWS::DevOpsGuru::ResourceCollection
AWS::DevOpsGuru::ResourceCollection

Amazon DynamoDB

AWS::DynamoDB::GlobalTable
AWS::DynamoDB::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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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리소스 가져오기

드리프트 감지

Amazon EC2

AWS::EC2::CarrierGateway

AWS::EC2::CarrierGateway

AWS::EC2::EC2Fleet

AWS::EC2::EC2Fleet

AWS::EC2::EgressOnlyInternetGateway
AWS::EC2::EgressOnlyInternetGateway
AWS::EC2::EIP

AWS::EC2::EIP

AWS::EC2::EnclaveCertificateIamRoleAssociation
AWS::EC2::EnclaveCertificateIamRoleAssociatio
AWS::EC2::FlowLog

AWS::EC2::FlowLog

AWS::EC2::GatewayRouteTableAssociation
AWS::EC2::GatewayRouteTableAssociation
AWS::EC2::Instance

AWS::EC2::Instance

AWS::EC2::InternetGateway

AWS::EC2::InternetGateway

AWS::EC2::LocalGatewayRoute

AWS::EC2::LocalGatewayRoute

AWS::EC2::LocalGatewayRouteTableVPCAssociation
AWS::EC2::LocalGatewayRouteTableVPCAssoc
AWS::EC2::NatGateway

AWS::EC2::NatGateway

AWS::EC2::NetworkAcl

AWS::EC2::NetworkAcl

AWS::EC2::NetworkInsightsAnalysisAWS::EC2::NetworkInsightsAnalysis
AWS::EC2::NetworkInsightsPath

AWS::EC2::NetworkInsightsPath

AWS::EC2::NetworkInterface

AWS::EC2::NetworkInterface

AWS::EC2::PrefixList

AWS::EC2::PrefixList

AWS::EC2::RouteTable

AWS::EC2::RouteTable

AWS::EC2::SecurityGroup

AWS::EC2::SecurityGroup

AWS::EC2::SpotFleet

AWS::EC2::SpotFleet

AWS::EC2::Subnet

AWS::EC2::Subnet

AWS::EC2::TransitGateway

AWS::EC2::TransitGateway

AWS::EC2::TransitGatewayConnectAWS::EC2::TransitGatewayConnect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Domain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Domain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DomainAssociation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DomainAss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GroupMember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GroupMemb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GroupSource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GroupSourc
AWS::EC2::TransitGatewayPeeringAttachment
AWS::EC2::TransitGatewayPeeringAttachment
AWS::EC2::Volume

AWS::EC2::Volume

AWS::EC2::VPC

AWS::EC2::V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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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EC2 Auto Scaling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AWS::AutoScaling::LifecycleHook AWS::AutoScaling::LifecycleHook
AWS::AutoScaling::ScalingPolicy

AWS::AutoScaling::ScalingPolicy

AWS::AutoScaling::ScheduledActionAWS::AutoScaling::ScheduledAction

EC2 Image Builder

AWS::AutoScaling::WarmPool

AWS::AutoScaling::WarmPool

AWS::ImageBuilder::Component

AWS::ImageBuilder::DistributionConfiguration

AWS::ImageBuilder::ContainerRecipe
AWS::ImageBuilder::DistributionConfiguration
AWS::ImageBuilder::Image
AWS::ImageBuilder::ImagePipeline
AWS::ImageBuilder::ImageRecipe
AWS::ImageBuilder::InfrastructureConfiguration
Amazon ECR

AWS::ECR::PublicRepository

AWS::ECR::PublicRepository

AWS::ECR::RegistryPolicy

AWS::ECR::RegistryPolicy

AWS::ECR::ReplicationConfiguration
AWS::ECR::ReplicationConfiguration
Amazon ECS

AWS::ECS::CapacityProvider

AWS::ECS::CapacityProvider

AWS::ECS::Cluster

AWS::ECS::PrimaryTaskSet

AWS::ECS::ClusterCapacityProviderAssociations
AWS::ECS::Service
AWS::ECS::PrimaryTaskSet

AWS::ECS::TaskSet

AWS::ECS::Service
AWS::ECS::TaskDefinition
AWS::ECS::TaskSet
Amazon EFS

Amazon EKS

AWS::EFS::AccessPoint

AWS::EFS::AccessPoint

AWS::EFS::FileSystem

AWS::EFS::FileSystem

AWS::EKS::AddOn

AWS::EKS::AddOn

AWS::EKS::FargateProfile
ElastiCache

AWS::ElastiCache::GlobalReplicationGroup
AWS::ElastiCache::GlobalReplicationGroup
AWS::ElastiCache::User

AWS::ElastiCache::User

AWS::ElastiCache::UserGroup

AWS::ElastiCache::User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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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 Load Balancing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Amazon EMR

AWS::EMR::Studio

AWS::EMR::Studio

AWS::EMR::StudioSessionMapping AWS::EMR::StudioSessionMapping
Amazon EMR

AWS::EMRContainers::Studio

AWS::EMRContainers::Studio

AWS::EMRContainers::StudioSessionMapping
AWS::EMRContainers::StudioSessionMapping
AWS::EMRContainers::VirtualCluster
AWS::EMRContainers::VirtualCluster
Amazon EventBridge

AWS::Events::ApiDestination

AWS::Events::ApiDestination

AWS::Events::Archive

AWS::Events::Archive

AWS::Events::Connection

AWS::Events::Connection

AWS::EventSchemas::RegistryPolicy
AWS::Events::Rule
AWS::Events::Rule
Amazon FinSpace

AWS::FinSpace::Environment

AWS::FinSpace::Environment

AWS Firewall Manager

AWS::FMS::NotificationChannel

AWS::FMS::NotificationChannel

AWS::FMS::Policy
Amazon Fraud Detector

AWS::FraudDetector::Detector

AWS::FraudDetector::EntityType

AWS::FraudDetector::EntityType

AWS::FraudDetector::Label

AWS::FraudDetector::EventType

AWS::FraudDetector::Outcome

AWS::FraudDetector::Label

AWS::FraudDetector::Variable

AWS::FraudDetector::Outcome
AWS::FraudDetector::Variable
Amazon GameLift

AWS::GameLift::Alias

AWS::GameLift::Alias

AWS::GameLift::Fleet

AWS::GameLift::Fleet

AWS::GameLift::GameServerGroupAWS::GameLift::GameServerGroup
AWS Global Accelerator

AWS::GlobalAccelerator::Accelerator
AWS::GlobalAccelerator::Accelerator
AWS::GlobalAccelerator::EndpointGroup
AWS::GlobalAccelerator::EndpointGroup
AWS::GlobalAccelerator::List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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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lue

AWS::Glue::Registry

AWS::Glue::Registry

AWS::Glue::Schema

AWS::Glue::Schema

AWS::Glue::SchemaVersion

AWS::Glue::SchemaVersion

AWS::Glue::SchemaVersionMetadata
AWS::Glue::SchemaVersionMetadata
AWS Glue DataBrew

AWS::DataBrew::Dataset

AWS::DataBrew::Dataset

AWS::DataBrew::Job

AWS::DataBrew::Job

AWS::DataBrew::Project

AWS::DataBrew::Project

AWS::DataBrew::Recipe

AWS::DataBrew::Recipe

AWS::DataBrew::Schedule

AWS::DataBrew::Schedule

AWS FIS

AWS::FIS::ExperimentTemplate

AWS::FIS::ExperimentTemplate

AWS IoT Greengrass

AWS::GreengrassV2::ComponentVersion
AWS::GreengrassV2::ComponentVersion

AWS Ground Station

AWS::GroundStation::Config

AWS::GroundStation::Config

AWS::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
AWS::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
AWS::GroundStation::MissionProfileAWS::GroundStation::MissionProfile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WS::AccessAnalyzer::Analyzer

AWS::IAM::Group

AWS::IAM::Group

AWS::IAM::InstanceProfile

AWS::IAM::InstanceProfile

AWS::IAM::OIDCProvider

AWS::IAM::OIDCProvider

AWS::IAM::ManagedPolicy

AWS::IAM::ManagedPolicy

AWS::IAM::Role

AWS::IAM::Role

AWS::IAM::SAMLProvider

AWS::IAM::SAMLProvider

AWS::IAM::ServerCertificate

AWS::IAM::ServerCertificate

AWS::IAM::User

AWS::IAM::User

AWS::IAM::VirtualMFADevice

AWS::IAM::VirtualMFA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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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IoT Core

AWS::IoT::AccountAuditConfiguration
AWS::IoT::AccountAuditConfiguration
AWS::IoT::Authorizer

AWS::IoT::Authorizer

AWS::IoT::Certificate

AWS::IoT::CustomMetric

AWS::IoT::CustomMetric

AWS::IoT::Dimension

AWS::IoT::Dimension

AWS::IoT::DomainConfiguration

AWS::IoT::DomainConfiguration

AWS::IoT::MitigationAction

AWS::IoT::MitigationAction

AWS::IoT::ProvisioningTemplate

AWS::IoT::ProvisioningTemplate

AWS::IoT::ScheduledAudit

AWS::IoT::ScheduledAudit

AWS::IoT::Thing

AWS::IoT::SecurityProfile

AWS::IoT::TopicRule

AWS::IoT::Thing

AWS::IoT::TopicRuleDestination

AWS::IoT::TopicRule

AWS::IoTFleetHub::Application

AWS::IoT::TopicRuleDestination

AWS::IoTWireless::Destination

AWS::IoTCoreDeviceAdvisor::SuiteDefinition
AWS::IoTWireless::DeviceProfile
AWS::IoTFleetHub::Application

AWS::IoTWireless::PartnerAccount

AWS::IoTWireless::Destination

AWS::IoTWireless::ServiceProfile

AWS::IoTWireless::DeviceProfile

AWS::IoTWireless::TaskDefinition

AWS::IoTWireless::PartnerAccount AWS::IoTWireless::WirelessDevice
AWS::IoTWireless::ServiceProfile

AWS::IoTWireless::WirelessGateway

AWS::IoTWireless::TaskDefinition
AWS::IoTWireless::WirelessDevice
AWS::IoTWireless::WirelessGateway
AWS IoT Events

AWS::IoTEvents::DetectorModel

AWS::IoTEvents::DetectorModel

AWS::IoTEvents::Input

AWS::IoTEvents::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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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IoT SiteWise

AWS::IoTSiteWise::AccessPolicy

AWS::IoTSiteWise::AccessPolicy

AWS::IoTSiteWise::Asset

AWS::IoTSiteWise::Asset

AWS::IoTSiteWise::AssetModel

AWS::IoTSiteWise::AssetModel

AWS::IoTSiteWise::Dashboard

AWS::IoTSiteWise::Dashboard

AWS::IoTSiteWise::Gateway

AWS::IoTSiteWise::Gateway

AWS::IoTSiteWise::Portal

AWS::IoTSiteWise::Project

AWS::IoTSiteWise::Project
Amazon Interactive Video
Service

AWS::IVS::Channel

AWS::IVS::Channel

AWS::IVS::PlaybackKeyPair

AWS::IVS::PlaybackKeyPair

AWS::IVS::RecordingConfiguration AWS::IVS::RecordingConfiguration
AWS::IVS::StreamKey

AWS::IVS::StreamKey

AWS::Kendra::DataSource

AWS::Kendra::DataSource

AWS::Kendra::Faq

AWS::Kendra::Faq

AWS::Kendra::Index

AWS::Kendra::Index

Amazon Keyspaces (for Apache
Cassandra)

AWS::Cassandra::Keyspace

AWS::Cassandra::Keyspace

AWS::Cassandra::Table

AWS::Cassandra::Table

Amazon Kinesis

AWS::Kinesis::Stream

AWS::Kinesis::Stream

Kinesis Data Firehose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AWS Key Management Service

AWS::KMS::Key

Amazon Kendra

AWS::KMS::ReplicaKey
AWS Lambda

AWS::Lambda::Alias

AWS::Lambda::CodeSigningConfig

AWS::Lambda::CodeSigningConfig AWS::Lambda::Version
AWS::Lambda::Function
AWS::Lambda::Version
License Manager

AWS::LicenseManager::Grant

AWS::LicenseManager::Grant

AWS::LicenseManager::License

AWS::LicenseManager::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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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Location Service

AWS::Location::GeofenceCollectionAWS::Location::GeofenceCollection
AWS::Location::Map

AWS::Location::Map

AWS::Location::PlaceIndex

AWS::Location::PlaceIndex

AWS::Location::RouteCalculator

AWS::Location::RouteCalculator

AWS::Location::Tracker

AWS::Location::Tracker

AWS::Location::TrackerConsumer
Amazon Lookout for Equipment

AWS::LookoutEquipment::InferenceScheduler
AWS::LookoutEquipment::InferenceScheduler

Amazon Lookout for Metrics

AWS::LookoutMetrics::Alert

AWS::LookoutMetrics::Alert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Amazon Lookout for Vision

AWS::LookoutVision::Project

Amazon Macie

AWS::Macie::CustomDataIdentifier AWS::Macie::CustomDataIdentifier

AWS Elemental MediaConnect

AWS::LookoutVision::Project

AWS::Macie::FindingsFilter

AWS::Macie::FindingsFilter

AWS::Macie::Session

AWS::Macie::Session

AWS::MediaConnect::Flow

AWS::MediaConnect::Flow

AWS::MediaConnect::FlowEntitlement
AWS::MediaConnect::FlowVpcInterface
AWS::MediaConnect::FlowOutput
AWS::MediaConnect::FlowSource
AWS::MediaConnect::FlowVpcInterface
AWS Elemental MediaPackage

AWS::MediaPackage::Asset

AWS::MediaPackage::Asset

AWS::MediaPackage::Channel

AWS::MediaPackage::Channel

AWS::MediaPackage::OriginEndpoint
AWS::MediaPackage::OriginEndpoint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AWS::MediaPackage::PackagingGroup
AWS::MediaPackage::PackagingGroup
Amazon Managed Workflows for
Apache Airflow(Amazon MWAA)

AWS::MWAA::Environment

AWS::MWAA::Environment

AWS Network Firewall

AWS::NetworkFirewall::Firewall

AWS::NetworkFirewall::Firewall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AWS::NetworkFirewall::LoggingConfiguration
AWS::NetworkFirewall::LoggingConfiguration
AWS::NetworkFirewall::RuleGroup AWS::NetworkFirewall::Rule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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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Network Manager

AWS::NetworkManager::CustomerGatewayAssociation
AWS::NetworkManager::CustomerGatewayAsso
AWS::NetworkManager::Device

드리프트 감지

AWS::NetworkManager::Device

AWS::NetworkManager::GlobalNetwork
AWS::NetworkManager::GlobalNetwork
AWS::NetworkManager::Link

AWS::NetworkManager::Link

AWS::NetworkManager::LinkAssociation
AWS::NetworkManager::LinkAssociation
AWS::NetworkManager::Site

AWS::NetworkManager::TransitGatewayRegistra

AWS::NetworkManager::TransitGatewayRegistration
Amazon Nimble Studio

AWS::NimbleStudio::LaunchProfile AWS::NimbleStudio::LaunchProfile
AWS::NimbleStudio::StreamingImage
AWS::NimbleStudio::StreamingImage
AWS::NimbleStudio::Studio

AWS::NimbleStudio::Studio

AWS::NimbleStudio::StudioComponent
AWS::NimbleStudio::StudioComponent
Amazon QLDB

AWS::QLDB::Stream

Amazon QuickSight

AWS::QuickSight::Analysis

AWS::QuickSight::Analysis

AWS::QuickSight::Dashboard

AWS::QuickSight::Dashboard

AWS::QuickSight::DataSet

AWS::QuickSight::DataSet

AWS::QuickSight::DataSource

AWS::QuickSight::DataSource

AWS::QuickSight::Template

AWS::QuickSight::Template

AWS::QuickSight::Theme

AWS::QuickSight::Theme

AWS Resource Groups

AWS::ResourceGroups::Group

AWS::ResourceGroups::Group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AWS::RDS::DBCluster

AWS::RDS::DBCluster

AWS::RDS::DBInstance

AWS::RDS::DBInstance

AWS::RDS::DBProxy

AWS::RDS::DBProxyEndpoint

AWS::RDS::DBProxyEndpoint

AWS::RDS::GlobalCluster

AWS::RDS::DBProxyTargetGroup
AWS::RDS::GlobalCluster
Amazon Redshift

AWS::Redshift::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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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Route 53

AWS::Route53::DNSSEC

AWS::Route53::DNSSEC

AWS::Route53::HostedZone

AWS::Route53::KeySigningKey

AWS::Route53::KeySigningKey

AWS::Route53RecoveryControl::Cluster

AWS::Route53RecoveryControl::Cluster
AWS::Route53RecoveryControl::ControlPanel
AWS::Route53RecoveryControl::ControlPanel
AWS::Route53RecoveryControl::RoutingControl
AWS::Route53RecoveryControl::RoutingControl
AWS::Route53RecoveryControl::SafetyRule
AWS::Route53RecoveryControl::SafetyRule
AWS::Route53RecoveryReadiness::Cell

AWS::Route53RecoveryReadiness::Cell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adinessC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adinessCheck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coveryGr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coveryGroup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sourceSe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sourceSet
AWS::Route53Resolver::FirewallDomainList
AWS::Route53Resolver::FirewallDomainList
AWS::Route53Resolver::FirewallRuleGroup

AWS::Route53Resolver::FirewallRuleGroup
AWS::Route53Resolver::FirewallRuleGroupAsso

AWS::Route53Resolver::FirewallRuleGroupAssociation
AWS::Route53Resolver::ResolverDNSSECConf
AWS::Route53Resolver::ResolverDNSSECConfig
AWS::Route53Resolver::ResolverQueryLoggingConfig
AWS::Route53Resolver::ResolverQueryLoggingConfigAssociation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WS::S3::AccessPoint

AWS::S3::Bucket

AWS::S3::Bucket

AWS::S3::StorageLens

AWS::S3::StorageLens

AWS::S3Outposts::AccessPoint

AWS::S3ObjectLambda::AccessPoint
AWS::S3Outposts::Bucket
AWS::S3ObjectLambda::AccessPointPolicy
AWS::S3Outposts::BucketPolicy
AWS::S3Outposts::AccessPoint
AWS::S3Outposts::Bucket
AWS::S3Outposts::BucketPolicy
AWS::S3Outposts::End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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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SageMaker

AWS::SageMaker::App

AWS::SageMaker::App

AWS::SageMaker::AppImageConfigAWS::SageMaker::AppImageConfig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AWS::SageMaker::Device

AWS::SageMaker::Device

AWS::SageMaker::DeviceFleet

AWS::SageMaker::DeviceFleet

AWS::SageMaker::Domain

AWS::SageMaker::Domain

AWS::SageMaker::FeatureGroup

AWS::SageMaker::FeatureGroup

AWS::SageMaker::Image

AWS::SageMaker::Image

AWS::SageMaker::ImageVersion

AWS::SageMaker::ImageVersion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AWS::SageMaker::ModelPackageGroup
AWS::SageMaker::ModelPackageGroup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AWS::SageMaker::Pipeline
AWS::SageMaker::Pipeline

AWS::SageMaker::Project

AWS::SageMaker::Project

AWS::SageMaker::UserProfile

AWS::SageMaker::UserProfile
AWS Secrets Manager

AWS::SecretsManager::ResourcePolicy
AWS::SecretsManager::ResourcePolicy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AWS Service Catalog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AWS::ServiceCatalog::ServiceAction
AWS::ServiceCatalog::ServiceActionAWS::ServiceCatalogAppRegistry::Application
AWS::ServiceCatalog::ServiceActionAssociation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pplication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ttributeGroup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ttributeGroupAssociation
AWS::ServiceCatalogAppRegistry::ResourceAssociation

AWS Signer

Amazon Simple Email Service

AWS::Signer::ProfilePermission

AWS::Signer::ProfilePermission

AWS::Signer::SigningProfile

AWS::Signer::SigningProfile

AWS::SES::ConfigurationSet

AWS::SES::ConfigurationSet

AWS::SES::ContactList

AWS::SES::Contact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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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Simple Queue Service

AWS::SQS::Queue

AWS::SQS::Queue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AWS::SNS::Topic

AWS::SNS::Topic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AWS::SSO::Assignment

AWS::SSO::Assignment

AWS::SSO::InstanceAccessControlAttributeConfiguration
AWS::SSO::PermissionSet
AWS::SSO::PermissionSet

AWS Step Functions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AWS Systems Manager

AWS::SSM::Association

AWS::SSM::Association

AWS::SSM::ResourceDataSync

AWS::SSM::ResourceDataSync

AWS::SSMContacts::Contact

AWS::SSMContacts::Contact

AWS::SSMContacts::ContactChannel
AWS::SSMContacts::ContactChannel
AWS::SSMIncidents::ReplicationSetAWS::SSMIncidents::ReplicationSet
AWS::SSMIncidents::ResponsePlanAWS::SSMIncidents::ResponsePlan
Amazon Timestream

AWS::Timestream::Database

AWS::Timestream::Database

AWS Transfer Family

AWS::Transfer::Access

AWS::Transfer::Access

AWS WAF

AWS::WAFv2::IPSet

AWS::WAFv2::LoggingConfiguration

AWS::WAFv2::LoggingConfigurationAWS::WAFv2::RegexPatternSet
AWS::WAFv2::RegexPatternSet

AWS::WAFv2::RuleGroup

AWS::WAFv2::RuleGroup

AWS::WAFv2::WebACL

AWS::WAFv2::WebACL
AWS::WAFv2::WebACLAssociation
Amazon WorkSpaces

AWS::Workspaces::ConnectionAliasAWS::Workspaces::ConnectionAlias

AWS X-Ray

AWS::XRay::Group

AWS::XRay::Group

AWS::XRay::SamplingRule

AWS::XRay::SamplingRule

스택 출력 값 내보내기
스택 간에 정보를 공유하려면 스택의 출력 값을 내보냅니다. 내보낸 값을 동일한 AWS 계정 및 리전의 다른
스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블릭 웹 서버의 서브넷 및 보안 그룹 ID를 내보내는 네트워킹 스
택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퍼블릭 웹 서버가 있는 스택은 네트워킹 리소스를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
택의 템플릿 내에서 리소스 ID를 하드 코딩하거나 리소스 ID를 입력 파라미터로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택의 출력 값을 내보내려면 스택 템플릿의 출력 (p. 331) 섹션에서 Export 필드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값을 가져오려면 다른 스택의 템플릿에서 Fn::ImportValue (p. 6547) 함수를 사용합니다. 연습 및 샘플
템플릿은 연습: 다른 AWS CloudFormation 스택의 리소스 출력 참조 (p. 38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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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다른 스택이 출력 값을 가져오면 출력 값을 내보내는 스택을 삭제하거나 내보낸 출력 값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보내는 스택을 삭제하거나 출력 값을 수정하려면 가져오기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스택 출력 값 내보내기와 중첩 스택 사용 비교
중첩 스택은 AWS::CloudFormation::Stack 리소스를 사용하여 다른 스택 내에 생성한 스택입니다. 중첩 스택
을 사용하여 단일 스택의 모든 리소스를 배포 및 관리합니다. 중첩 스택 그룹 내 스택 하나의 출력은 그룹 내
다른 스택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값을 내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중첩 스택 그룹 내로 정보 공유를 제한하려면 중첩 스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첩 스택 그룹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당 그룹 외부에서도) 다른 스택과 정보를 공유하려면 값을 내보냅니다. 예를 들어 서브넷을
사용해 단일 스택을 생성한 다음 이 서브넷의 ID를 내보냅니다. 다른 스택에서는 이 서브넷의 ID를 가져와 해
당 서브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스택에서 자체 서브넷을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택이 서브넷
ID를 가져오는 한 이 ID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내보낸 출력 값 나열
가져올 수 있는 값을 확인하려면 AWS CloudFormation 콘솔, AWS CLI 또는 AWS CloudFormation API를 사
용하여 내보낸 출력 값을 모두 나열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출력을 내보낸 현재 리전 및 스택에
대해 내보낸 출력의 이름 및 값을 표시합니다. 스택 템플릿에서 내보낸 출력 값을 참조하려면 내보내기 이름
및 Fn::ImportValue (p. 6547) 함수를 사용합니다.

내보낸 출력 값을 나열하려면(콘솔)
•

AWS CloudFormation 콘솔의 CloudFormation 탐색 창에서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내보낸 출력 값을 나열하려면(AWS CLI)
•

aws cloudformation list-exports 명령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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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낸 출력 값을 나열하려면(API)
•

ListExports API를 실행합니다.

출력 값을 가져오고 내보내는 스택 나열
출력 값을 내보낼 때 동일한 AWS 계정 및 리전에 있는 스택으로 해당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정 출력 값
을 가져오는 스택을 확인하려면 가져오기 나열 동작을 사용합니다.
내보낸 출력 값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면 ListImports 작업을 사용하여 출력 값을 가져온 스택을 추적한
다음 해당 출력 값을 참조하는 Fn::ImportValue (p. 6547) 함수를 제거하도록 스택을 수정합니다. 내보낸
출력 값을 삭제 또는 수정하려면 내보낸 출력 값을 참조하는 가져오기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출력 값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출력 값 내보내기 (p. 22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내보낸 출력 값을 가져오는 스택을 나열하려면(콘솔)
1.

CloudFormation 콘솔의 CloudFormation 탐색 창에서 [내보내기(Exports)]를 선택합니다.

2.

어떤 스택이 해당 내보내기 값을 가져오는지 보려면 내보내기 값의 [내보내기 이름(Export Name)]을 선
택합니다. CloudFormation은 값을 가져오는 모든 스택을 나열하는 내보내기 세부 정보 페이지를 표시합
니다.

내보낸 출력 값을 가져오는 스택을 나열하려면(AWS CLI)
•

aws cloudformation list-imports 명령을 실행하고 내보낸 출력 값의 이름을 제공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값을 가져오는 스택 목록을 반환합니다.

내보낸 출력 값을 가져오는 스택을 나열하려면(API)
•

ListImports API를 실행하여 내보낸 출력 값의 이름을 제공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값을 가져오는 스택 목록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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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 스택 작업
중첩 스택은 다른 스택의 일부로 생성된 스택입니다. AWS::CloudFormation::Stack 리소스를 사용하여
다른 스택 내에 중첩 스택을 생성합니다.
인프라가 커짐에 따라 여러 템플릿에 동일한 구성 요소를 선언하는 공통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 구성 요소를 구분해 해당 구성 요소를 위한 전용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템플릿의 리
소스를 사용하여 다른 템플릿을 참조해 중첩 스택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스택에 사용하는 로드 밸런서 구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구성을 복사하
여 템플릿에 붙여 넣는 대신 로드 밸런서 전용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리소스를 사용하여
다른 템플릿 내에서 해당 템플릿을 참조하기만 하면 됩니다.
중첩 스택에는 다른 중첩 스택이 포함될 수 있으며 아래 다이어그램과 같이 스택 계층 구조가 생성됩니다. 루
트 스택은 모든 중첩 스택이 궁극적으로 속하는 최상위 스택입니다. 또한 각 중첩 스택에는 직속 상위 스택이
있습니다. 중첩 스택의 첫 레벨의 경우 루트 스택이 상위 스택이기도 합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스택 A는 계층 구조에 있는 다른 모든 중첩 스택의 루트 스택입니다.
• 스택 B의 경우에는 스택 A가 상위 스택이자 루트 스택입니다.
• 스택 C의 경우 스택 B가 상위 스택이고 스택 D의 상위 스택은 스택 C입니다.

스택 업데이트와 같은 특정 스택 작업은 중첩 스택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루트 스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중첩 스택은 스택 잡업 수행 방법에 영향을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제를 참
조하십시오.
• 스택 삭제 방지 (p. 115)
• 스택 리소스의 업데이트 동작 (p. 128)
• 스택 출력 값 내보내기와 중첩 스택 사용 비교 (p. 228)
• ResourcesToSkip을 사용하여 중첩 스택 계층 구조 복구 (p. 169)
• 중첩 스택이 UPDATE_COMPLETE_CLEANUP_IN_PROGRESS,
UPDATE_ROLLBACK_COMPLETE_CLEANUP_IN_PROGRESS 또는 UPDATE_ROLLBACK_IN_PROGRESS 상
태에서 정체됨 (p. 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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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 스택의 루트 스택을 보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다음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원하는 스택을 선택합니다.
중첩 스택은 스택 이름 옆에 NESTED가 표시됩니다.

2.

[개요(Overview)] 탭에서 [루트 스택(Root stack)]으로 나열된 스택 이름을 선택합니다.

루트 스택에 속한 중첩 스택을 보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다음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중첩 스택을 보려는 루트 스택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2.

리소스 섹션을 확장합니다.
AWS::CloudFormation::Stack 유형의 리소스를 찾습니다.

주제
•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 (p. 231)
• 기존 스택 중첩 (p. 235)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를 사용하면 모든 중첩 스택 계층의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리소스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모든 변경 사항이 의도한 대로인지 확인한 후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를 설명하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을 참조하세요.
• 변경 세트 및 중첩 스택 개요 (p. 231)
•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 작업(콘솔) (p. 231)
•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 작업(AWS CLI) (p. 232)

변경 세트 및 중첩 스택 개요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는 다음의 기능을 함께 묶어서 전체 스택 계층의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범위
를 확장합니다.
• 변경 세트는 스택에 제안된 변경 사항이 기존 또는 새로 생성된 리소스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볼 수 있는
CloudFormation 기능입니다. 변경 세트를 생성하면 CloudFormation이 스택과 제출한 리소스 변경 사항을
비교하여 제안된 변경 사항 목록을 제공합니다. 변경 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스
택 업데이트를 참조하세요.
• 중첩 스택은 다른 스택의 일부로 생성된 스택입니다. 중첩 스택을 생성하려면 템플릿의 Resource 섹션에
서 AWS::CloudFormation::Stack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중첩 스택에 네트워킹 및 보안 관
련 리소스가 있고 다른 중첩 스택에 애플리케이션 리소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모델
의 파티션을 나누면 코드 유지 관리와 재사용에 도움이 됩니다. 중첩 스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첩 스택
작업을 참조하세요.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 작업(콘솔)
• 변경 세트 생성 – 스택 계층의 아무 수준에서 변경 사항을 제출하여 변경 세트를 생성합니다. 수정된 스택
템플릿 또는 수정된 입력 파라미터 값을 제출하면 CloudFormation이 중첩 스택과 제출된 변경 사항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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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변경 세트를 생성합니다.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는 기본적으로 CloudFormation 콘솔에서 활
성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경 세트 생성을 참조하세요.

Note
루트 변경 세트는 스택과 연결된 변경 세트이고, 여기에서 변경 세트의 전체 계층이 생성됩니다.
루트 변경 세트에서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를 실행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 변경 세트 보기 – 중첩 스택 내부의 리소스 변경 사항을 실행하기 전에 시각화합니다. 변경 세트의 변경 사
항 섹션에서 현재 스택과 중첩 변경 세트를 탐색하여 제안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변경 세트 보기를 참조하세요.
• 변경 세트 실행 – 현재 스택 및 하위 항목과 관련된 변경 세트에 나와 있는 변경 사항을 실행합니다. 실행
작업은 루트 변경 세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경 세트 실행을 참조하세요.
• 변경 세트 삭제 – 현재 스택에서 변경 세트를 제거합니다. 변경 세트를 삭제하면 자신 또는 다른 사용자가
적용하지 말아야 할 변경 세트를 시작하는 실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삭제 작업은 루트 변경 세트
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경 세트 삭제를 참조하세요.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 작업(AWS CLI)
create-change-set
• create-change-set –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는 기본적으로 AWS CLI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
습니다. 전체 스택 계층에 대한 변경 세트를 생성하려면 --include-nested-stacks 파라미터를 지정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변경 세트를 생성하려면(AWS CLI) (p. 132) 단원을 참조하세요.
다음 AWS CLI 예제는 create-change-set 입력을 나타냅니다.
aws cloudformation create-change-set \
--stack-name my-root-stack \
--change-set-name my-root-stack-change-set \
--template-body file://template.yaml \
--capabilities CAPABILITY_IAM \
--include-nested-stacks

다음 AWS CLI 예제는 create-change-set 출력을 나타냅니다.
{

"Id":"arn:aws:cloudformation:us-west-2:123456789012:changeSet/my-root-stack-changeset/4eca1a01-e285-xmpl-8026-9a1967bfb4b0",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west-2:123456789012:Stack/my-root-stack/d0a825a0e4cd-xmpl-b9fb-061c69e99204"
}

describe-change-set
• describe-change-set – 변경 세트를 실행하면 CloudFormation이 생성할 변경 사항 목록을 반환합니
다. 지정된 변경 세트에 중첩 스택에 속하는 하위 변경 세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ChangeSetId가 해당 변
경 세트에 대한 정보를 반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경 세트를 보려면(AWS CLI) (p. 138) 단원을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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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AWS CLI 예제는 루트 스택 변경 세트에 대한 describe-change-set 입력을 나타냅니다.
aws cloudformation describe-change-set \
--change-set-name my-root-stack-change-set \
--stack-name my-root-stack

다음 AWS CLI 예제는 루트 스택 변경 세트에 대한 describe-change-set 출력을 나타냅니다.
{

"Changes": [
{
"Type": "Resource",
"ResourceChange": {
"Action": "Modify",
"LogicalResourceId": "ChildStack",
"PhysicalResourceId": "arn:aws:cloudformation:uswest-2:123456789012:stack/my-nested-stack/d0a825a0-e4cd-xmpl-b9fb-061c69e99205",
"ResourceType": "AWS::CloudFormation::Stack",
"Replacement": "False",
"ChangeSetId": "arn:aws:cloudformation:us-west-2:123456789012:changeSet/mynested-stack-change-set/4eca1a01-e285-xmpl-8026-9a1967bfb4b0",
"Scope": [
"Properties"
],
"Details": [
{
"Target": {
"Attribute": "Properties",
"RequiresRecreation": "Never"
},
"Evaluation": "Dynamic",
"ChangeSource": "Automatic"
}
]
}
}
],
"ChangeSetName": "my-root-stack-change-set",
"ChangeSetId": "arn:aws:cloudformation:us-west-2:123456789012:changeSet/my-root-stackchange-set/4eca1a01-e285-xmpl-8026-9a1967bfb4b0",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west-2:123456789012:stack/my-root-stack/d0a825a0e4cd-xmpl-b9fb-061c69e99204",
"StackName": "my-root-stack",
"IncludeNestedStacks": true,
"ParentChangeSetId": null,
"RootChangeSetId": null,
"Description": null,
"Parameters": null,
"CreationTime": "2020-11-18T05:20:56.651Z",
"ExecutionStatus": "AVAILABLE",
"Status": "CREATE_COMPLETE",
"StatusReason": null,
"NotificationARNs": [
],
"RollbackConfiguration": {

}

},
"Capabilities": [
"CAPABILITY_IAM"
],
"Tag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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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AWS CLI 예제는 중첩 스택 변경 세트에 대한 describe-change-set 입력을 나타냅니다.
aws cloudformation describe-change-set \
--change-set-name my-nested-stack-change-set \
--stack-name my-nested-stack

다음 AWS CLI 예제는 중첩 스택 변경 세트에 대한 describe-change-set 출력을 나타냅니다.
{

"Changes": [
{
"Type": "Resource",
"ResourceChange": {
"Action": "Modify",
"LogicalResourceId": "function",
"PhysicalResourceId": "my-function",
"ResourceType": "AWS::Lambda::Function",
"Replacement": "False",
"ChangeSetId": null,
"Scope": [
"Properties"
],
"Details": [
{
"Target": {
"Attribute": "Properties",
"Name": "Timeout",
"RequiresRecreation": "Never"
},
"Evaluation": "Static",
"ChangeSource": "DirectModification"
}
]
}
}
],
"ChangeSetName": "my-nested-stack-change-set",
"ChangeSetId": "arn:aws:cloudformation:us-west-2:123456789012:changeSet/my-nestedstack-change-set/4eca1a01-e285-xmpl-8026-9a1967bfb4b0",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west-2:123456789012:stack/my-nested-stack/
d0a825a0-e4cd-xmpl-b9fb-061c69e99205",
"ParentChangeSetId": "arn:aws:cloudformation:us-west-2:123456789012:changeSet/my-rootstack-change-set/4eca1a01-e285-xmpl-8026-9a1967bfb4b0",
"RootChangeSetId": "arn:aws:cloudformation:us-west-2:123456789012:changeSet/my-rootstack-change-set/4eca1a01-e285-xmpl-8026-9a1967bfb4b0",
"IncludeNestedStacks": true,
"StackName": "my-nested-stack",
"Description": null,
"Parameters": null,
"CreationTime": "2020-11-18T05:20:56.651Z",
"ExecutionStatus": "UNAVAILABLE",
"Status": "CREATE_COMPLETE",
"StatusReason": "Executable from root change set",
"NotificationARNs": [
],
"RollbackConfiguration": {
},
"Capabilities": [
"CAPABILITY_IAM"
],
"Tag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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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e-change-set
• execute-change-set – 지정된 변경 세트가 생성되었을 때 제공한 입력 정보를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
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전체 스택 계층에 대한 변경 세트를 생성하려면 create-change-set 프로세스
중에 –include-nested-stacks 파라미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경 세트를 실행하려면
(AWS CLI) (p. 143) 단원을 참조하세요.

Note
execute-change-set는 루트 변경 세트에서 실행해야 하고, 전체 스택 계층에 변경 세트를 적
용합니다.
다음 AWS CLI 예제는 execute-change-set 입력을 나타냅니다.
aws cloudformation execute-change-set \
--stack-name my-root-stack \
--change-set-name my-root-stack-change-set

delete-change-set
• delete-change-set – 지정된 변경 세트를 삭제합니다. 변경 세트를 삭제하면 아무도 잘못된 변경 세트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 세트 삭제는 –include-nested-stacks 파라미터로 생성된 변경 세트에
대해서는 비동기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경 세트를 삭제하려면(AWS CLI) (p. 145) 단원을 참조하
세요.

Note
delete-change-set는 루트 변경 세트에서 실행해야 하고, 변경 세트의 전체 계층을 삭제합니
다. REVIEW_IN_PROGRESS 상태의 중첩 스택은 create-change-set 작업 중에 생성되었다면
역시 삭제됩니다.
다음 AWS CLI 예제는 루트 변경 세트의 delete-change-set 입력을 나타냅니다.
aws cloudformation delete-change-set \
--stack-name my-root-stack \
--change-set-name my-root-stack-change-set

기존 스택 중첩
resource import 기능을 사용하여 기존 스택을 다른 기존 스택에 중첩합니다. 중첩된 스택은 다른
템플릿 내에서 선언하고 참조하는 공통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구성을 복사하여 템플릿에 붙
여 넣을 필요가 없고 스택 업데이트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통 구성 요소에 대한 템플릿이 있는 경우
AWS::CloudFormation::Stack 리소스를 사용하여 다른 템플릿 내에서 이 템플릿을 참조할 수 있습니
다. 중첩된 스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첩 스택 작업 (p. 23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는 resource import를 사용하여 한 수준의 중첩만 지원합니다. 즉, 스택을 하위 스
택으로 가져오거나 하위 요소가 있는 스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중첩 스택 가져오기 확인
중첩 스택 가져오기 작업 중에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효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 상위 스택 템플릿의 중첩 AWS::CloudFormation::Stack 정의는 실제 중첩 스택의 템플릿과 일치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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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스택 템플릿의 중첩 AWS::CloudFormation::Stack 정의에 대한 태그는 실제 중첩 스택 리소스
의 태그와 일치합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기존 스택 중첩
1.

Retain DeletionPolicy를 사용하여 상위 스택 템플릿에 AWS::CloudFormation::Stack 리소스를
추가합니다. 다음 예제 상위 템플릿에서 NestedStack은 가져오기 작업의 대상입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Resources" : {
"ServiceTable":{
"Type":"AWS::DynamoDB::Table",
"Properties":{
"TableName":"Service",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key",
"AttributeType":"S"
}
],
"KeySchema":[
{
"AttributeName":"key",
"KeyType":"HASH"
}
],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5,
"WriteCapacityUnits":1
}
}
},
"NestedStack" : {
"Type" : "AWS::CloudFormation::Stack",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 {
"TemplateURL" :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templates-us-east-2/
EC2ChooseAMI.template",
"Parameters" : {
"InstanceType" : "t1.micro",
"KeyName" : "mykey"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erviceTable:
Type: 'AWS::DynamoDB::Table'
Properties:
TableName: Service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 key
AttributeTyp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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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chema:
- AttributeName: key
KeyType: HASH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1
NestedStack:
Type: 'AWS::CloudFormation::Stack'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TemplateURL: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templates-us-east-2/
EC2ChooseAMI.template
Parameters:
InstanceType: t1.micro
KeyName: mykey

2.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3.

스택 페이지에서 상위 스택을 선택한 상태에서 Stack actions(스택 작업)를 선택한 다음 Import
resources into stack(스택으로 리소스 가져오기)을 선택합니다.

4.

이 작업 중에 제공해야 하는 항목 목록은 Import overview(가져오기 개요)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그런
다음 다음을 선택합니다

5.

Specify template(템플릿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된 템플릿을 제공하
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 Amazon S3 URL을 선택한 다음, 텍스트 상자에 템플릿의 URL을 지정합니다.
• 템플릿 파일 업로드를 선택한 다음 템플릿을 찾습니다.

6.

7.

Identify resources(리소스 식별) 페이지에서 AWS::CloudFormation::Stack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a.

Identifier property(식별자 속성)에서 리소스 식별자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AWS::CloudFormation::Stack 리소스는 StackId 속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있습니다.

b.

Identifier value(식별자 값)에서 실제 속성 값을 입력합니다. 예: arn:aws:cloudformation:uswest-2:12345678910:stack/mystack/5b918d10-cd98-11ea-90d5-0a9cd3354c10.

c.

다음을 선택합니다.

Specify stack details(스택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어떤 파라미터든 수정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경 세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Important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 작업을 시작하는 기존 파라미터를 수정하면 가져오기 작업이 실패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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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eview stack-name(stack-name 검토) 페이지에서 올바른 리소스를 가져오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Import resources(리소스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생성된 변경 세트가 자
동으로 실행됩니다. 이때 어떤 스택 레벨 태그든 가져온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9.

상위 스택에 대한 Stack details(스택 세부 정보) 페이지의 이벤트 창이 표시됩니다.

Note
AWS::CloudFormation::Stack 리소스가 이미 AWS CloudFormation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져오기 작업을 수행한 후에 상위 스택에서 드리프트 감지를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기존 스택 중첩
1.

Retain DeletionPolicy를 사용하여 상위 스택 템플릿에 AWS::CloudFormation::Stack 리소스를
추가합니다. 다음 예제 상위 템플릿에서 NestedStack은 가져오기 작업의 대상입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Resources" : {
"ServiceTable":{
"Type":"AWS::DynamoDB::Table",
"Properties":{
"TableName":"Service",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key",
"AttributeType":"S"
}
],
"KeySchema":[
{
"AttributeName":"key",
"KeyType":"HASH"
}
],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5,
"WriteCapacityUnits":1
}
}
},
"NestedStack" : {
"Type" : "AWS::CloudFormation::Stack",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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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URL" :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templates-us-east-2/
EC2ChooseAMI.template",
"Parameters" : {
"InstanceType" : "t1.micro",
"KeyName" : "mykey"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erviceTable:
Type: 'AWS::DynamoDB::Table'
Properties:
TableName: Service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 key
AttributeType: S
KeySchema:
- AttributeName: key
KeyType: HASH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1
NestedStack:
Type: 'AWS::CloudFormation::Stack'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TemplateURL: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templates-us-east-2/
EC2ChooseAMI.template
Parameters:
InstanceType: t1.micro
KeyName: mykey

2.

다음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IMPORT 유형의 변경 세트를 생성합니다. --resources-to-import는 인
라인 YAML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aws cloudformation create-change-set
--stack-name TargetParentStack --change-set-name ImportChangeSet
--change-set-type IMPORT
--resources-to-import "[{\"ResourceType\":\AWS::CloudFormation::Stack\",
\"LogicalResourceId\":\"MyStack\",\"ResourceIdentifier\":{\"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2:123456789012:stack/mystack-mynestedstacksggfrhxhum7w/f449b250-b969-11e0-a185-5081d0136786\"}}]
--template-body file://templateToImport.json

또한 AWS CLI는 다음 예제와 같이 resources-to-import 에 파라미터에 대한 입력으로 텍스트 파일
을 지원합니다.
--resources-to-import: file://resourcesToImport.txt

이 연습에서 file://resourcesToImport.txt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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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Type":"AWS::CloudFormation::Stack",
"LogicalResourceId":"MyStack",
"ResourceIdentifier": {
"StackId":"arn:aws:cloudformation:us-east-2:123456789012:stack/mystackmynestedstack-sggfrhxhum7w/f449b250-b969-11e0-a185-5081d0136786"
}
}
]

YAML
ResourceType: 'AWS::CloudFormation::Stack'
LogicalResourceId: MyStack
ResourceIdentifier: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2:123456789012:stack/mystack-mynestedstacksggfrhxhum7w/f449b250-b969-11e0-a185-5081d0136786

3.

변경 세트를 검토하여 올바른 리소스를 가져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aws cloudformation describe-change-set --change-set-name ImportChangeSet

4.

변경 세트를 실행하여 해당 스택을 소스 상위 스택으로 가져옵니다. 이때 어떤 스택 레벨 태그든 가져온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가져오기 작업 (IMPORT_COMPLETE)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스택이 성공적으
로 중첩됩니다.
> aws cloudformation execute-change-set --change-set-name ImportChangeSet

Note
AWS::CloudFormation::Stack리소스가 이미 AWS CloudFormation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져오기 작업을 수행한 후에 상위 스택에서 드리프트 감지를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Microsoft Windows 스택
사용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면 Amazon EC2 Windows Amazon 머신 이미지(AMI) 기반의 Microsoft
Windows 스택을 생성하고 소프트웨어 설치, 원격 데스크톱을 통한 스택 액세스, 스택 업데이트 및 구성 기능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주제는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Windows 인스턴스의 생성 및 관리와 관련된 일반 작업
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섹션의 내용
• Microsoft Windows Amazon 머신 이미지(AMI) 및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p. 241)
• AWS CloudFormation Windows 스택 부트스트랩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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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indows Amazon 머신 이미지(AMI) 및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AWS CloudFormation에서는 Windows 서버 인스턴스 실행을 위한 Microsoft Windows 스택을 생성할 수 있
습니다. AWS CloudFormation 샘플 템플릿 페이지에서 직접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전 구성 템플릿을 시작
해 보세요.
• Windows_Single_Server_SharePoint_Foundation.template –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에서 실
행 중인 SharePoint® Foundation 2010
• Windows_Single_Server_Active_Directory.template –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에서 실행되는
Active Directory의 단일 서버 설치를 생성합니다.
• Windows_Roles_And_Features.template –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에서 실행되는 서버 역할
을 지정하여 단일 서버를 생성합니다.
• ElasticBeanstalk_Windows_Sample.template – IIS 7.5에서 실행되는 Windows Server 2008 R2에서 AWS
Elastic Beanstalk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합니다.

Note
Microsoft, Windows Server 및 SharePoint는 Microsoft 그룹사의 상표입니다.
이러한 스택이 이미 구성되어 있더라도 EC2 Windows AMI를 AWS CloudFormation Windows 스택의 기반으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Windows 스택 부트스트랩
이 주제에서는 Windows 스택을 부트스트랩하고 스택 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 사용할 고유한 Windows 이미지를 생성하려는 경우 지침은 Amazon EC2 Microsoft
Windows 가이드에서 EC2ConfigService를 사용하여 Windows 인스턴스 구성의 정보를 참조하세요.
Windows 인스턴스를 AWS CloudFormation 부트스트랩 도구에서 사용하려면 EC2ConfigService를 사용하
여 Windows 인스턴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Windows 스택 부트스트랩 예
설명을 위해 AWS CloudFormation 단일 인스턴스 Sharepoint 서버 템플릿을 검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URL에서 전체 템플릿을 볼 수 있습니다.
•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templates-us-east-1/
Windows_Single_Server_SharePoint_Foundation.template
이번 예제에서는 다음 작업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인스턴스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IAM 사용자 및 보안 그룹 생성
• 초기화 파일 구성: cfn-credentials, cfn-hup.conf 및 cfn-auto-reloader.conf
• 패키지(예: Sharepoint Foundation 2010)를 다운로드하여 서버 인스턴스에 설치
• WaitCondition을 사용하여 리소스가 준비되었는지 확인
• Amazon 탄력적 IP(EIP)를 사용하여 인스턴스에 대한 IP 검색
AWS CloudFormation 헬퍼 스크립트 cfn-init는 Windows Single Server Sharepoint Foundation 템플릿에
있는 AWS::CloudFormation::Init 리소스의 정보를 기반으로 각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AWS::CloudFormation::Init 섹션의 이름은 "SharePointFoundation"이며 표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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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PointFoundation": {
"Type" : "AWS::EC2::Instance",
"Metadata" : {
"AWS::CloudFormation::Init" : {
"config" : {

그런 다음, AWS::CloudFormation::Init의 파일 섹션이 선언됩니다.
"files" : {
"c:\\cfn\\cfn-hup.conf" : {
"content" : { "Fn::Join" : ["", [
"[main]\n",
"stack=", { "Ref" : "AWS::StackName" }, "\n",
"region=", { "Ref" : "AWS::Region" }, "\n"
]]}
},
"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 {
"content": { "Fn::Join" : ["", [
"[cfn-auto-reloader-hook]\n",
"triggers=post.update\n",
"path=Resources.SharePointFoundation.Metadata.AWS::CloudFormation::Init\n",
"action=cfn-init.exe -v -s ", { "Ref" : "AWS::StackName" },
" -r SharePointFoundation",
" --region ", { "Ref" : "AWS::Region" }, "\n"
]]}
},
"C:\\SharePoint\\SharePointFoundation2010.exe" : {
"source" : "http://d3adzpja92utk0.cloudfront.net/SharePointFoundation.exe"
}
},

여기서 세 파일이 생성되어 서버 인스턴스의 C:\cfn 디렉터리에 배치됩니다. 두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cfn-hup.conf - cfn-hup의 구성 파일입니다.
• cfn-auto-reloader.conf - AWS::CloudFormation::Init의 메타데이터가 변경될 때 cfn-hup가
업데이트를 시작(cfn-init 호출)하는 데 사용되는 후크에 대한 구성 파일입니다.
SharePointFoundation.exe - 서버에 다운로드되는 파일이며, 서버 인스턴스에서 SharePoint를 설치하
는 데 사용됩니다.

Important
Windows의 경로는 백슬래시('\') 문자를 사용하므로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Windows 경
로를 참조할 경우 항상 다른 백슬래시를 추가하여 모든 백슬래시를 적절히 이스케이프해야 합니다.
다음은 cmd.exe 명령인 commands 섹션입니다.
"commands" : {
"1-extract" : {
"command" : "C:\\SharePoint\\SharePointFoundation2010.exe /extract:C:\\SharePoint\
\SPF2010 /quiet /log:C:\\SharePoint\\SharePointFoundation2010-extract.log"
},
"2-prereq" : {
"command" : "C:\\SharePoint\\SPF2010\\PrerequisiteInstaller.exe /unattended"
},
"3-install" : {
"command" : "C:\\SharePoint\\SPF2010\\setup.exe /config C:\\SharePoint\\SPF2010\\Files\
\SetupSilent\\config.x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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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스의 명령은 이름별로 사전순으로 처리되므로 각 명령에 원하는 실행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를 추가했
습니다. 따라서 설치 패키지가 먼저 추출된 다음에 모든 사전 요구 사항이 설치되고, 마지막으로 SharePoint
설치가 시작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roperties 섹션입니다.
"Properties": {
"InstanceType" : { "Ref" : "InstanceType" },
"ImageId" : { "Fn::FindInMap" : [ "AWSRegionArch2AMI", { "Ref" : "AWS::Region" },
{ "Fn::FindInMap" : [ "AWSInstanceType2Arch", { "Ref" : "InstanceType" },
"Arch" ] } ] },
"SecurityGroups" : [ {"Ref" : "SharePointFoundationSecurityGroup"} ],
"KeyName" : { "Ref" : "KeyPairName" },
"UserData" : { "Fn::Base64" : { "Fn::Join" : ["", [
"<script>\n",
"cfn-init.exe -v -s ", { "Ref" : "AWS::StackName" },
" -r SharePointFoundation",
" --region ", { "Ref" : "AWS::Region" }, "\n",
"cfn-signal.exe -e %ERRORLEVEL% ", { "Fn::Base64" : { "Ref" :
"SharePointFoundationWaitHandle" }}, "\n",

}

"</script>"
]]}}

이 섹션에서 UserData 속성에는 cfn-init에 의해 실행될 cmd.exe 스크립트가 <script> 태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크립트를 <powershell> 태그로 둘러싸는 대신 Windows Powershell 스크립트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스택의 경우 대기 조건 핸들 URL을 다시 base64 인코딩해야 합니다.
SharePointFoundationWaitHandle은 여기서 참조되며 cfn-signal을 사용하여 실행됩니다.
WaitConditionHandle 및 연결된 WaitCondition이 템플릿에서 다음에 선언됩니다.
"SharePointFoundationWaitHandle" : {
"Type" :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
"SharePointFoundationWaitCondition" : {
"Type" :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
"DependsOn" : "SharePointFoundation",
"Properties" : {
"Handle" : {"Ref" : "SharePointFoundationWaitHandle"},
"Timeout" : "3600"
}
}

모든 단계를 실행하고 SharePoint를 설치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1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WaitCondition은 1시간(3600초)을 대기한 이후에 시간 초과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SharePoint 인스턴스에 액세스하는 데 탄력적 IP가 사용됩니다.
"Outputs" : {
"SharePointFoundationURL" : {
"Value" : { "Fn::Join" : ["", ["http://", { "Ref" : "SharePointFoundationEIP" } ]] },
"Description" : "SharePoint Team Site URL. Please retrieve Administrator password of the
instance and use it to access the URL"
}

스택 생성이 완료되면 EIP가 제공한 IP 주소가 AWS CloudFormation 콘솔의 출력 탭에 표시됩니다. 하지만
인스턴스에 액세스하려면 인스턴스에 대해 자동 생성된 임시 관리자 암호를 검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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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RDP를 사용하여 Windows 인스턴스에 연결을 참조하세
요.

Windows 서비스를 관리하는 방법
windows 대신 sysvinit 키를 사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Linux 서비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Windows 서
비스를 관리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cfn-hup 서비스를 시작하고 [Automatic]으로 설정한 다음 cfn-init가 c:
\cfn\cfn-hup.conf 또는 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구성 파일을 수정하면 서비
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services" : {
"windows" : {
"cfn-hup"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 "true",
"files" : ["c:\\cfn\\cfn-hup.conf", "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
}
}

이름(표시 이름 아님)으로 서비스를 참조하여 다른 Windows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택 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생성 중에 스택이 실패할 경우 기본 동작은 실패 시 롤백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동작은 불필요한 과금을 피
할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스택 생성이 실패한 원인을 디버깅하기 어렵습니다.
이 동작을 해제하려면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스택을 생성할 때 [고급 옵션 표시(Show Advanced
Options)]를 선택하고 [실패 시 롤백(Rollback on failure)] 옆에 있는 [아니요(No)] 선택기를 선택합니다. 그러
면 인스턴스에 로그인한 후 로그 파일을 보고 시작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발생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
습니다.
검토할 중요 로그는 다음과 같습니다.
• C:\Program Files\Amazon\Ec2ConfigService\Logs\Ec2ConfigLog.txt의 EC2 구성 로그
• C:\cfn\log\cfn-init.log의 cfn-init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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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사용
스택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및 구성하려면 JSON 또는 YAML 형식 텍스트 파일인 AWS CloudFormation 템플
릿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템플릿은 AWS CloudFormation 스택에서 프로비저닝할 리소스에 대해 설
명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signer 또는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템플릿을 생성한 후 저장할 수 있
습니다. 템플릿의 구조 및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 구조 (p. 24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JSON 또는 YAML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시작하면 도움이 됩니다. AWS CloudFormation Designer는 템플릿을 시각적으로 생성하고 수정하
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loudFormation Designer란 무엇인가요? (p. 334) 단원을 참조하
세요.
템플릿 코드 조각 (p. 418)에서는 특정 리소스에 대한 템플릿을 쓰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Amazon EC2 인스턴스, Amazon S3 도메인, AWS CloudFormation 매핑 등에 대한 코드 조각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템플릿 코드 조각 (p. 419)의 범용 AWS CloudFormation 코드 조각에서는 코드 조각
이 리소스별로 그룹화됩니다.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되는 리소스, 유형 이름, 내장 함수 및 가상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 참조 (p. 72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형식 (p. 245)
• 템플릿 구조 (p. 246)
• AWS CloudFormation Designer란 무엇인가요? (p. 334)
• 연습 (p. 345)
• 템플릿 코드 조각 (p. 418)
• 사용자 지정 리소스 (p. 588)
• AWS CloudFormation 매크로를 사용하여 템플릿에 사용자 지정 처리 수행 (p. 618)
• 모듈을 사용하여 리소스 구성을 캡슐화하고 재사용 (p. 631)
•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CodeDeploy를 통한 ECS 블루/그린 배포 수행 (p. 637)
•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정규식 사용 (p. 654)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형식
JSON 또는 YAML 형식으로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포함한 모든 AWS CloudFormation 기능은 이 두 가지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사용할 형식을 결정할 때 가장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형식을 선택하십시오. 또한 YAML은 JSON으로 사용
할 수 없는 설명 작성과 같은 몇 가지 기능을 본질적으로 제공합니다.

Important
Designer에서는 템플릿에 # YAML 설명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YAML 템플릿에 # 설명이
있는 경우 템플릿을 JSON으로 변환할 때 Designer에서 해당 설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에서
템플릿을 수정할 경우(예: 캔버스에서 리소스를 이동하는 경우) 설명이 손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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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r 외부에서 생성하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인라인 설명이 있는 YAML 템플릿을 보여 줍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 sample template
Resources:
MyEC2Instance: #An inline comment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ami-0ff8a91507f77f867" #Another comment -- This is a Linux AMI
InstanceType: t2.micro
KeyName: testkey
BlockDeviceMappings:
DeviceName: /dev/sdm
Ebs:
VolumeType: io1
Iops: 200
DeleteOnTermination: false
VolumeSize: 20

각 형식의 템플릿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 구조 (p. 24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은 다음과 같은 JSON 및 YAML 사양을 지원합니다.
JSON
AWS CloudFormation은 ECMA-404 JSON 표준을 따릅니다. JSON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
www.json.org를 참조하십시오.
YAML
AWS CloudFormation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YAML 버전 1.1 규격을 지원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다음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binary, omap, pairs, set 및 timestamp 태그
• 별칭
• 해시 병합
YAM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yaml.org/를 참조하세요.

템플릿 구조
템플릿은 AWS 인프라를 설명하는 JSON 또는 YAML 형식의 텍스트 파일입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템플릿 구
조 및 관련 섹션을 보여줍니다.

JSON
다음 예제에서는 JSON 형식의 템플릿 조각을 보여줍니다.
{

"AWSTemplateFormatVersion" : "version date",
"Description" : "JSON string",
"Metada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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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 metadata
},
"Parameters" : {
set of parameters
},
"Rules" : {
set of rules
},
"Mappings" : {
set of mappings
},
"Conditions" : {
set of conditions
},
"Transform" : {
set of transforms
},
"Resources" : {
set of resources
},

}

"Outputs" : {
set of outputs
}

YAML
다음 예제에서는 YAML 형식의 템플릿 조각을 보여줍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version date"
Description:
String
Metadata:
template metadata
Parameters:
set of parameters
Rules:
set of rules
Mappings:
set of mappings
Conditions:
set of conditions
Transform:
set of transforms
Resources:
set of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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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s:
set of outputs

템플릿 섹션
템플릿에는 여러 주요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sources 섹션만 필수 섹션입니다. 템플릿의 일부 섹션
은 임의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템플릿을 작성할 때 한 섹션의 값이 이전 섹션의 값을 참조할
수도 있으므로 다음 목록의 논리적 순서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포맷 버전(선택 사항) (p. 249)
템플릿이 따르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버전입니다. 템플릿 포맷 버전은 API 또는 WSDL 버전과
같지 않습니다. 템플릿 포맷 버전은 API 및 WSDL 버전과 상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Description(선택 사항) (p. 249)
템플릿을 설명하는 텍스트 문자열입니다. 이 섹션은 항상 템플릿 포맷 버전 섹션 다음에 이어져야 합니
다.
Metadata(선택 사항) (p. 249)
템플릿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객체입니다.
Parameters(선택 사항) (p. 274)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실행 시간에 템플릿에 전달하는 값입니다. 템플릿의 Resources 및
Outputs 섹션에서 파라미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규칙(선택 사항) (p. 293)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템플릿에 전달된 파라미터 또는 파라미터의 조합을 검증합니다.
Mappings(선택 사항) (p. 319)
조건부 파라미터 값을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키와 관련 값의 매핑으로, 조회 테이블과 비슷합니다.
Resources 및 Outputs 섹션의 Fn::FindInMap (p. 6540)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키를 해당 값으로 매핑
할 수 있습니다.
Conditions(선택 사항) (p. 323)
스택 생성 또는 업데이트 시 특정 리소스 속성에 값이 할당되는지 또는 특정 리소스가 생성되는지 여부
를 제어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스택이 프로덕션용인지 테스트 환경용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리소스
를 조건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Transform(선택 사항) (p. 328)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Lambda 기반 애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함)의 경우, 사용할 AWS Serverless
Application Model (AWS SAM)의 버전도 지정합니다. 변환을 지정할 경우 구문을 사용하여 템플릿에 리
소스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사용할 수 있는 구문과 처리 방식을 정의합니다.
또한 AWS::Include 변환을 사용하여 기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과는 별도로 저장되는 템플릿
코드 조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버킷에 코드 조각 파일을 저장한 다음 여러 템플릿 간에 함수를 재사
용할 수 있습니다.
Resources(필수) (p. 329)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인스턴스 또는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버킷 같은 스택 리소스
및 해당 속성을 지정합니다. 템플릿의 Resources 및 Outputs 섹션에서 리소스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Outputs(선택 사항) (p. 331)
스택의 속성을 볼 때마다 반환되는 값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S3 버킷 이름 출력을 선언하고 나서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 AWS CLI 명령을 호출하여 해당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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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 버전
AWSTemplateFormatVersion 섹션은 템플릿의 기능을 식별합니다. 최신 템플릿 포맷 버전은
2010-09-09이며 현재 유일한 유효 값입니다.

Note
템플릿 포맷 버전은 API 또는 WSDL 버전과 같지 않습니다. 템플릿 포맷 버전은 API 및 WSDL 버전
과 상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템플릿 포맷 버전 선언 값은 리터럴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파라미터나 함수를 사용하여 템플릿 포맷 버전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최신 템플릿 포맷 버전이라고 가
정합니다. 다음 코드 조각은 템플릿 포맷 버전 선언 예입니다.

JSON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설명
템플릿의 Description 섹션(선택 사항)에 템플릿에 대한 설명을 지정합니다.
설명 선언 값은 0 ~ 1023바이트 길이의 리터럴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파라미터나 함수를 사용하여 설명을 지
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코드 조각은 설명 선언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JSON
"Description" : "Here are some details about the template."

YAML
Description: >
Here are some
details about
the template.

Metadata
Metadata 섹션(선택 사항)을 사용하여 템플릿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임의 JSON 또는 YAML 객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코드 조각에서처럼 특정 리소스에 대한 템플릿 구현 세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스택 업데이트 중에는 Metadata 섹션을 자체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리소스를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하는 변경 내용을 포함할 때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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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CloudFormation은 Metadata 섹션에 포함된 정보를 변환,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
유 때문에 이 섹션을 사용하여 암호나 보안 암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
다.

JSON
"Metadata" : {
"Instances" : {"Description" : "Information about the instances"},
"Databases" : {"Description" : "Information about the databases"}
}

YAML
Metadata:
Instances:
Description: "Information about the instances"
Databases:
Description: "Information about the databases"

메타데이터 키
일부 AWS CloudFormation 기능은 Metadata 섹션에서 정의하는 설정 또는 구성 정보를 가져옵니다. 다음
관련 메타데이터 키에서 이 정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AWS::CloudFormation::Init
cfn-init 헬퍼 스크립트에 대한 구성 작업을 정의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EC2 인스턴스에서 애플리케이션
을 구성 및 설치할 때 유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CloudFormation::Init을 참조하세요.
AWS::CloudFormation::Interface
AWS CloudFormation 콘솔에 표시되는 입력 파라미터의 그룹화 및 순서를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콘솔에는 파라미터가 논리적 ID별 영문자순으로 정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CloudFormation::Interface를 참조하세요.
AWS::CloudFormation::Designer
AWS CloudFormation Designer(Designer)에서 리소스가 배치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Designer에서
템플릿을 생성 및 업데이트할 때 이 정보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loudFormation
Designer란 무엇인가요? (p. 334)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CloudFormation::Authentication
AWS::CloudFormation::Authentic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CloudFormation::Init (p. 256) 리소스로 지정하는 파일 또는 소스의 인증 자격 증명을 지정합
니다.
AWS::CloudFormation::Init로 지정하는 파일 또는 소스의 인증 정보를 포함하려면 소스가 URI인 경
우 uris 속성을 사용하고 소스가 Amazon S3 버킷인 경우 buckets 속성을 사용합니다. 파일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파일 (p. 26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스 (p. 268)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
직접 AWS::CloudFormation::Init 리소스에서 파일에 대한 인증 정보를 지정할 수
도 있습니다. 리소스의 파일 키에는 authentication이라는 이름의 속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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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속성을 사용하여 리소스에서 정의된 인증 정보를 파일과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
다.AWS::CloudFormation::Authentication
파일의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인증 정보를 찾습니다.
1. authentication AWS::CloudFormation::Init 키의 files 속성입니다.
2. uris 리소스의 buckets 또는 AWS::CloudFormation::Authentication 속성입니다.
소스의 경우 CloudFormation은 AWS::CloudFormation::Authentication리소스의 uris 또는
buckets 속성에서 인증 정보를 찾습니다.
주제
• 구문 (p. 251)
• Properties (p. 252)
• 예제 (p. 253)

구문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엔터티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AWS::CloudFormation::Authentication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
니다.
• 대부분의 CloudFormation 리소스와는 달리, AWS::CloudFormation::Authentication 유형에는
Properties라는 블록이 포함되지 않으며, 그 대신 각각 고유의 인증 속성이 들어 있는 사용자가 이름을 지
정한 블록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모든 속성이 각 인증 유형과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 정보는 유형 (p. 252)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 대부분의 CloudFormation 리소스와 다르게 속성 이름에 Camel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Formation::Authentication" {
"String" : {
"accessKeyId (p. 252)" : String,
"buckets (p. 252)" : [ String, ... ],
"password (p. 252)" : String,
"secretKey (p. 252)" : String,
"type (p. 252)" : String,
"uris (p. 252)" : [ String, ... ],
"username (p. 253)" : String,
"roleName (p. 253)" : String
}
}

YAML
Type: AWS::CloudFormation::Authentication
String:
accessKeyId (p. 252): String
buckets (p. 252):
- String
password (p. 252):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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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Key (p. 252): String
type (p. 252): String
uris (p. 252):
- String
username (p. 253): String
roleName (p. 253): String

Properties
accessKeyId
S3 인증에 대한 액세스 키 ID를 지정합니다.
Required: Conditional를 선택하십시오. type 속성을 "S3"로 설정한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Type: String
buckets
S3 인증 자격 증명과 연결할 쉼표로 구분된 Amazon S3 버킷 목록입니다.
Required: Conditional를 선택하십시오. type 속성을 "S3"로 설정한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Type: List of String values
password
기본 인증에 대한 암호를 지정합니다.
Required: Conditional를 선택하십시오. type 속성을 "basic"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
다.
Type: String
secretKey
S3 인증에 대한 비밀 키를 지정합니다.
Required: Conditional를 선택하십시오. type 속성을 "S3"로 설정한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Type: String
type
인증 스키마에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할지("basic") 또는 액세스 키 ID와 비밀 키를 사용할지("S3")를
지정합니다.
"basic"을 지정할 경우 username, password 및 uris 속성을 지정합니다.
"S3"를 지정할 경우 accessKeyId, secretKey 및 buckets(선택 사항) 속성을 지정합니다.
Required: Yes
Valid values: basic | S3
uris
기본 인증 자격 증명과 연결할 쉼표로 구분된 URI 목록입니다. 권한 부여는 지정된 URI 및 더 구
체적인 URI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http://www.example.com을 지정할 경우 http://
www.example.com/test에 권한 부여도 적용됩니다.
Required: Conditional를 선택하십시오. type 속성을 "basic"로 설정한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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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List of String values
username
기본 인증을 위한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Conditional를 선택하십시오. type 속성을 "basic"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
다.
Type: String
roleName
역할 기반 인증에 대한 역할을 설명합니다.

Important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인스턴스 프로파일 내에 이 역할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스턴스 프
로파일은 하나의 IAM 역할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Conditional를 선택하십시오. type 속성을 "S3"로 설정한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Type: String를 선택하십시오.

예제
Note
대부분의 리소스와는 달리, AWS::CloudFormation::Authentication 유형은 Camel 소문자
이름을 사용하는 인증 속성이 포함된 각각에 사용자가 이름을 지정한 블록의 목록을 지정합니다.

EC2 웹 서버 인증
이 템플릿 코드 조각은 EC2 인스턴스 내의 프라이빗 S3 버킷에서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인증
에 사용되는 자격 증명은 AWS::CloudFormation::Authentication 리소스에서 정의되며 파일 섹션의
AWS::CloudFormation::Init 리소스에서 참조됩니다.

JSON
"WebServer": {
"Type": "AWS::EC2::Instance",
"DependsOn" : "BucketPolicy",
"Metadata" : {
"AWS::CloudFormation::Init" : {
"config" : {
"packages" : { "yum" : { "httpd" : [] } },
"files" : {
"/var/www/html/index.html" : {
"source" : {
"Fn::Join" : [
"", [ "http://s3.amazonaws.com/", { "Ref" : "BucketName" }, "/
index.html" ]
]
},
"mode"
: "000400",
"owner" : "apache",
"group" : "apache",
"authentication" : "S3AccessCreds"
}
},
"servic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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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svinit" : {
"httpd"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 "true" }
}

},
"AWS::CloudFormation::Authentication" : {
"S3AccessCreds" : {
"type" : "S3",
"accessKeyId" : { "Ref" : "CfnKeys" },
"secretKey" : { "Fn::GetAtt": [ "CfnKeys", "SecretAccessKey" ] }
}
}

}

},
"Properties": {
EC2 Resource Properties ...
}

YAML
WebServer:
Type: AWS::EC2::Instance
DependsOn: "BucketPolicy"
Metadata:
AWS::CloudFormation::Init:
config:
packages:
yum:
httpd: []
files:
/var/www/html/index.html:
source:
Fn::Join:
- ""
- "http://s3.amazonaws.com/"
- Ref: "BucketName"
- "/index.html"
mode: "000400"
owner: "apache"
group: "apache"
authentication: "S3AccessCreds"
services:
sysvinit:
httpd:
enabled: "true"
ensureRunning: "true"
AWS::CloudFormation::Authentication:
S3AccessCreds:
type: "S3"
accessKeyId:
Ref: "CfnKeys"
secretKey:
Fn::GetAtt:
- "CfnKeys"
- "SecretAccessKey"
Properties:
EC2 Resource Properties ...

기본 및 S3 인증 모두 지정
다음 예제 템플릿 코드 조각에는 basic 및 S3 인증 유형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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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AWS::CloudFormation::Authentication" : {
"testBasic" : {
"type" : "basic",
"username" : { "Ref" : "UserName" },
"password" : { "Ref" : "Password" },
"uris" : [ "example.com/test" ]
},
"testS3" : {
"type" : "S3",
"accessKeyId" : { "Ref" : "AccessKeyID" },
"secretKey" : { "Ref" : "SecretAccessKeyID" },
"buckets" : [ "DOC-EXAMPLE-BUCKET1" ]
}
}

YAML
AWS::CloudFormation::Authentication:
testBasic:
type: "basic"
username:
Ref: "UserName"
password:
Ref: "Password"
uris:
- "example.com/test"
testS3:
type: "S3"
accessKeyId:
Ref: "AccessKeyID"
secretKey:
Ref: "SecretAccessKeyID"
buckets:
- "myawsbucket"

IAM 역할
다음 예제에서는 IAM 역할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myRole은 AWS::IAM::Role 리소스입니다.
• cfn-init를 실행하는 Amazon EC2 인스턴스는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통해 myRole과 연결됩니다.
• 예제에서는 Amazon S3 인증과 마찬가지로 buckets 속성을 사용하여 인증을 지정합니다. 이름별로 인증
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JSON
"AWS::CloudFormation::Authentication": {
"rolebased" : {
"type": "S3",
"buckets": [ "myBucket" ],
"roleName": { "Ref": "myRole" }
}
}

YAML
AWS::CloudFormation::Authentication:

API 버전 2010-05-15
25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Metadata
rolebased:
type: "S3"
buckets:
- "myBucket"
roleName:
Ref: "myRole"

AWS::CloudFormation::Init
AWS::CloudFormation::Init 유형을 사용하여 cfn-init 헬퍼 스크립트에 대한 Amazon EC2 인
스턴스에 메타데이터를 포함합니다. 템플릿이 cfn-init 스크립트를 호출하는 경우 이 스크립트는
AWS::CloudFormation::Init 메타데이터 키를 루트로 하는 리소스 메타데이터를 찾습니다. cfn-ini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fn-init (p. 657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cfn-init는 Linux 시스템에 대한 모든 메타데이터 유형을 지원하며, 이어지는 단원에 설명된 조건과 함께
Windows용 메타데이터 유형을 지원합니다.
AWS::CloudFormation::Init 및 cfn-init 헬퍼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예제는 AWS CloudFormation을 사
용하여 Amazon EC2에서 애플리케이션 배포 (p. 392) 섹션을 참조하세요.
cfn-init를 사용하여 Windows 스택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제는 AWS CloudFormation Windows 스택
부트스트랩 (p. 24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구성은 여러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템플릿 코드 조각은 템플릿 내에서 cfn-init에 대한 메타데이터
를 EC2 인스턴스 리소스에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메타데이터는 config 키로 구성되는데, 이 키는 configset으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에서 cfn-init을
호출할 때 configset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onfigset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cfn-init는 config라는 단일 config
키를 찾습니다.

Note
cfn-init 헬퍼 스크립트는 패키지, 그룹, 사용자, 소스, 파일, 명령 및 서비스 순으로 구성 섹션을 처리
합니다. 다른 순서가 필요한 경우 섹션을 서로 다른 config 키로 분리한 다음 config 키를 처리해야
할 순서를 지정하는 configset을 사용합니다.

JSON
"Resources": {
"My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Metadata" : {
"AWS::CloudFormation::Init" : {
"config" : {
"packages" : {
:
},
"groups" : {
:
},
"users" : {
:
},
"sources" : {
:
},
"fil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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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mands" : {
:
},
"services" : {
:
}

}

}

}
}
},
"Properties": {
:
}

YAML
Resources:
MyInstance:
Type: AWS::EC2::Instance
Metadata:
AWS::CloudFormation::Init:
config:
packages:
:
groups:
:
users:
:
sources:
:
files:
:
commands:
:
services:
:
Properties:
:

Note
Amazon EC2 인스턴스의 AWS::CloudFormation::Init 속성을 지정하려면 Amazon Linux 예
제를 참조하세요.

Configsets
두 개 이상의 config 키를 생성하고 cfn-init를 통해 이들 키를 특정 순서대로 처리하려는 경우 원하는 순서대
로 config 키를 포함하는 configset을 생성합니다.

단일 configset
다음 템플릿 코드 조각은 각각 config 키 두 개를 포함하는 ascending 및 descending 이름의 configset을
생성합니다.

JSON
"AWS::CloudFormation::In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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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gSets" : {
"ascending" : [ "config1" , "config2" ],
"descending" : [ "config2" , "config1" ]
},
"config1" : {
"commands" : {
"test" : {
"command" : "echo \"$CFNTEST\" > test.txt",
"env" : { "CFNTEST" : "I come from config1." },
"cwd" : "~"
}
}
},
"config2" : {
"commands" : {
"test" : {
"command" : "echo \"$CFNTEST\" > test.txt",
"env" : { "CFNTEST" : "I come from config2" },
"cwd" : "~"
}
}
}

YAML
AWS::CloudFormation::Init:
configSets:
ascending:
- "config1"
- "config2"
descending:
- "config2"
- "config1"
config1:
commands:
test:
command: "echo \"$CFNTEST\" > test.txt"
env:
CFNTEST: "I come from config1."
cwd: "~"
config2:
commands:
test:
command: "echo \"$CFNTEST\" > test.txt"
env:
CFNTEST: "I come from config2"
cwd: "~"

관련 cfn-init 호출
다음 예제에서는 cfn-init를 호출하여 이전 예제 configset을 참조합니다. 예제 호출은 명확성을 위해 생략되었
으며, 전체 구문은 cfn-init (p. 657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cfn-init 호출이 ascending configset을 지정하는 경우:
cfn-init -c ascending

스크립트가 config1을 처리하고 나서 config2를 처리하면 test.txt 파일에 I come from config2 텍
스트가 포함됩니다.
• cfn-init 호출이 descending configset을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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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n-init -c descending

스크립트가 config2을 처리하고 나서 config1를 처리하면 test.txt 파일에 I come from config1 텍
스트가 포함됩니다.

여러 configset
configset을 여러 개 생성하고 cfn-init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configset 시리즈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각
configset에는 config 키 또는 다른 configset에 대한 참조 목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템플릿
코드 조각은 configset 세 개를 생성합니다. 첫 번째 configset인 test1에는 1이라는 config 키 하나가 포함됩
니다. 두 번째 configset인 test2에는 test1 configset의 참조와 2라는 config 키 하나가 포함됩니다. 세 번
째 configset인 default에는 test2 configset의 참조가 포함됩니다.

JSON
"AWS::CloudFormation::Init" : {
"configSets" : {
"test1" : [ "1" ],
"test2" : [ { "ConfigSet" : "test1" }, "2" ],
"default" : [ { "ConfigSet" : "test2" } ]
},
"1" : {
"commands" : {
"test" : {
"command" : "echo \"$MAGIC\" > test.txt",
"env" : { "MAGIC" : "I come from the environment!" },
"cwd" : "~"
}
}
},
"2" : {
"commands" : {
"test" : {
"command" : "echo \"$MAGIC\" >> test.txt",
"env" : { "MAGIC" : "I am test 2!" },
"cwd" : "~"
}
}
}
}

YAML
AWS::CloudFormation::Init:
1:
commands:
test:
command: "echo \"$MAGIC\" > test.txt"
env:
MAGIC: "I come from the environment!"
cwd: "~"
2:
commands:
test:
command: "echo \"$MAGIC\" >> test.txt"
env:
MAGIC: "I am test 2!"
cwd: "~"
config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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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1:
- "1"
test2:
ConfigSet: "test1"
- "2"
default:
ConfigSet: "test2"

관련 cfn-init 호출
다음 예제에서는 cfn-init를 호출하여 이전 템플릿 코드 조각에 선언된 configSet을 참조합니다. 예제 호출은
명확성을 위해 생략되었으며, 전체 구문은 cfn-init (p. 657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test1만 지정하는 경우:
cfn-init -c test1

cfn-init가 config key 1만 처리합니다.
• test2만 지정하는 경우:
cfn-init -c test2

cfn-init가 config 키 1을 처리하고 나서 config 키 2를 처리합니다.
• default configset(또는 configset 없음)을 지정하는 경우:
cfn-init -c default

configset test2를 지정할 때와 똑같이 작동합니다.

명령
command 키를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에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이름별 영문자 순으로 처리
됩니다.
키

Required
설명

명령

필수

실행할 명령을 지정하는 어레이나 문자열입니다. 어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
수 문자를 이스케이프하거나 명령 파라미터를 따옴표로 묶을 필요가 없습니
다. 어레이를 사용하여 여러 명령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env

선택

명령에 대한 환경 변수를 설정합니다. 이 속성은 기존 환경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씁니다.

cwd

선택

작업 디렉터리.

테스트

선택

cfn-init가 command 키에 지정된 명령을 실행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테스트
명령입니다. 테스트를 통과하면 cfn-init가 명령을 실행합니다. cfn-init 스크립
트는 Bash 또는 cmd.exe 같은 명령 인터프리터에서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테스트 통과 여부는 인터프리터가 반환하는 종료 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Linux의 경우,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테스트 명령이 종료 코드 0을 반환해야
합니다. Windows의 경우, 테스트 명령이 %ERRORLEVEL% 0을 반환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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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Required
설명

ignoreErrors

선택

waitAfterCompletion 선택

command 키에 포함된 명령이 실패할 경우 cfn-init가 계속 실행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울 값입니다(0이 아닌 값 반환). 명령이 실패하더라도 cfn-init가 계
속 실행되도록 하려면 true로 설정합니다. 명령이 실패할 경우 cfn-init의 실
행이 중지되도록 하려면 false로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Windows 시스템에만 해당합니다. 명령으로 인해 재부팅해야 하는 경우 명령
이 완료된 후 대기 시간(초)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60초이며 "forever" 값을
지정하면 cfn-init가 종료되고 재부팅이 완료된 후에만 재개됩니다. 모든 명령
에 대해 대기하지 않으려면 이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예
다음 예제 코드 조각은 ~/test.txt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echo 명령을 호출합니다.

JSON
"commands" : {
"test" : {
"command" : "echo \"$MAGIC\" > test.txt",
"env" : { "MAGIC" : "I come from the environment!" },
"cwd" : "~",
"test" : "test ! -e ~/test.txt",
"ignoreErrors" : "false"
},
"test2" : {
"command" : "echo \"$MAGIC2\" > test2.txt",
"env" : { "MAGIC2" : "I come from the environment!" },
"cwd" : "~",
"test" : "test ! -e ~/test2.txt",
"ignoreErrors" : "false"
}
}

YAML
commands:
test:
command: "echo \"$MAGIC\" > test.txt"
env:
MAGIC: "I come from the environment!"
cwd: "~"
test: "test ! -e ~/test.txt"
ignoreErrors: "false"
test2:
command: "echo \"$MAGIC2\" > test2.txt"
env:
MAGIC2: "I come from the environment!"
cwd: "~"
test: "test ! -e ~/test2.txt"
ignoreErrors: "false"

파일
files 키를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에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는 템플릿에서 인라인이거나 내
용을 URL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일은 사전 순서로 디스크에 작성됩니다. 다음 표에는 지원되는 키가 나
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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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설명

content

문자열 또는 올바른 형식의 JSON 객체입니다. JSON 객체를 content로 사용할
경우 JSON이 디스크의 파일에 기록됩니다. JSON 객체를 디스크에 기록하기
전에 Fn::GetAtt 또는 Ref 같은 내장 함수를 평가합니다. symlink를 만드는 경우
symlink 대상을 content로 지정합니다.

Note
symlink를 만드는 경우 헬퍼 스크립트가 대상 파일의 권한을 수정합니
다. 현재는 대상 파일의 권한을 수정하지 않고는 symlink를 만들 수 없
습니다.
소스

파일을 로드할 URL입니다. 이 옵션은 content 키와 함께 지정할 수 없습니다.

encoding

인코딩 형식입니다. content가 문자열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source를 사용
중인 경우 enconding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값: plain | base64

그룹

이 파일을 소유하는 그룹의 이름입니다. Windows 시스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
다.

owner

이 파일을 소유하는 사용자 이름입니다. Windows 시스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
다.

mode

이 파일의 모드를 나타내는 6자리 8진수 값입니다. Windows 시스템에는 지원
되지 않습니다. symlink에는 처음 세 자리를 사용하고 설정 권한에는 마지막 세
자리를 사용합니다. symlink를 만들려면 120xxx를 지정합니다. 이때 xxx는 대
상 파일의 권한을 정의합니다. 파일의 권한을 지정하려면 마지막 세 자리를 사
용합니다(예: 000644).

인증

사용할 인증 방법의 이름입니다. 이 키를 지정하면 기본 인증이 재정의됩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AWS::CloudFormation::Authentication (p. 250)
리소스를 사용하여 정의하는 인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ontext

Mustache 템플릿으로 처리해야 할 파일의 컨텍스트를 지정합니다. 이 키를 사
용하려면 먼저 aws-cfn-bootstrap 1.3–11 이상과 pystache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제:
다음 예제 코드 조각은 setup.mysql 파일을 더 큰 설치의 일부로서 생성합니다.

JSON
"files" : {
"/tmp/setup.mysql" : {
"content" : { "Fn::Join" : ["", [
"CREATE DATABASE ", { "Ref" : "DBName" }, ";\n",
"CREATE USER '", { "Ref" : "DBUsername" }, "'@'localhost' IDENTIFIED BY '",
{ "Ref" : "DBPassword" }, "';\n",
"GRANT ALL ON ", { "Ref" : "DBName" }, ".* TO '", { "Ref" : "DBUsername" },
"'@'localhost';\n",
"FLUSH PRIVILEGES;\n"
]]},
"mode" : "000644",
"owner" : "root",
"group" : "r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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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files:
/tmp/setup.mysql:
content: !Sub |
CREATE DATABASE ${DBName};
CREATE USER '${DBUsername}'@'localhost' IDENTIFIED BY '${DBPassword}';
GRANT ALL ON ${DBName}.* TO '${DBUsername}'@'localhost';
FLUSH PRIVILEGES;
mode: "000644"
owner: "root"
group: "root"

전체 템플릿은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templates-us-east-1/
Drupal_Single_Instance.templat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 코드 조작은 기존 파일 /tmp/myfile2.txt를 가리키는 symlink /tmp/myfile1.txt를 생성합
니다. 대상 파일 /tmp/myfile1.txt의 권한은 모드 값 644로 정의됩니다.

JSON
"files" : {
"/tmp/myfile2.txt" : {
"content" : "/tmp/myfile1.txt",
"mode" : "120644"
}
}

YAML
files:
/tmp/myfile2.txt:
content: "/tmp/myfile1.txt"
mode: "120644"

Mustache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구성 파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S3 버킷에 구성 파일을 저
장하고 Fn::Join (p. 6550)을 사용하는 대신에 템플릿에서 Refs 및 GetAtts를 보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
제 코드 조각은 "Content for test9"를 /tmp/test9.txt로 출력합니다.

JSON
"files" : {
"/tmp/test9.txt" : {
"content" : "Content for {{name}}",
"context" : { "name" : "test9" }
}
}

YAML
files:
/tmp/test9.txt:
content: "Content fo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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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name: "test9"

Mustache 템플릿 작업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처리해야 할 파일에 대해 context 키가 존재해야 합니다.
• context 키는 키-값 맵이어야 하지만,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
• content 키를 사용하여 인라인 콘텐츠를 포함하는 파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source 키를 사용하여 원격 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Mustache 지원은 pystache 버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버전 0.5.2는 Mustache 1.1.2 사양을 지원합니다.

그룹
groups 키를 사용하여 Linux/UNIX 그룹을 생성하고 그룹 ID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groups 키는 Windows 시
스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룹을 생성하려면 새 그룹 이름을 그룹 ID(선택 사항)로 매핑하는 새 키-값 페어를 추가합니다. groups 키에
는 하나 이상의 그룹 이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가용 키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키

설명

gid

그룹 ID 번호입니다.
그룹 ID를 지정했으며 그룹 이름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룹이 생성되지 않습니
다. 다른 그룹에 해당 그룹 ID를 지정한 경우 OS에서 그룹 생성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 { "gid" : "23" }

예제 코드 조각
다음 코드 조각은 그룹 ID를 할당하지 않은 groupOne 이름의 그룹과 그룹 ID 값 groupTwo를 지정한 45 이
름의 그룹을 지정합니다.

JSON
"groups" : {
"groupOne" : {},
"groupTwo" : { "gid" : "45" }
}

YAML
groups:
groupOne: {}
groupTwo:
gid: "45"

패키지
packages 키를 사용하여 사전 패키징된 애플리케이션 및 구성 요소를 다운로드 및 설치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는 packages 키가 MSI 설치 프로그램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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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패키지 형식
cfn-init 스크립트는 현재 apt, msi, python, rpm, rubygems 및 yum 패키지 형식을 지원합니다. 패키지는 rpm,
yum/apt, rubygems 및 python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rubygems와 python 사이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
며, 각 패키지 관리자 안에 있는 패키지는 특정 순서대로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버전 지정
각 패키지 관리자 내에서 각 패키지는 패키지 이름과 버전 목록으로 지정됩니다. 버전은 문자열, 버전 목록
또는 빈 문자열이나 목록일 수 있습니다. 빈 문자열이나 목록은 최신 버전 사용을 나타냅니다. rpm 관리자에
서 버전은 디스크의 파일 경로 또는 URL로 지정됩니다.
패키지의 버전을 지정하는 경우 cfn-init는 패키지의 새 버전이 인스턴스에 이미 설치되었더라도 해당 버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일부 패키지 관리자는 여러 버전을 지원하지만 다른 패키지 관리자는 지원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키지 관리자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버전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패키지 버전이
이미 설치된 경우, cfn-init 스크립트가 새 버전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사용자가 기존 버전을
유지하고 사용하고자 한다고 가정합니다.

예제 코드 조각
RPM, yum 및 Rubygems
다음 코드 조각은 rpm용 버전 URL을 지정하고, yum의 최신 버전과 rubygems의 chef 0.10.2 버전을 요청합
니다.

JSON
"rpm" : {
"epel" : "http://download.fedoraproject.org/pub/epel/5/i386/epel-release-5-4.noarch.rpm"
},
"yum" : {
"httpd" : [],
"php" : [],
"wordpress" : []
},
"rubygems" : {
"chef" : [ "0.10.2" ]
}

YAML
rpm:
epel: "http://download.fedoraproject.org/pub/epel/5/i386/epel-release-5-4.noarch.rpm"
yum:
httpd: []
php: []
wordpress: []
rubygems:
chef:
- "0.10.2"

MSI 패키지
다음 코드 조각은 MSI 패키지의 URL을 지정합니다.

JSON
"msi" : {
"awscli" : "https://s3.amazonaws.com/aws-cli/AWSCLI64.m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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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msi:
awscli: "https://s3.amazonaws.com/aws-cli/AWSCLI64.msi"

서비스
services 키를 사용하여 인스턴스가 실행될 때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될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Linux 시스템에서 이 키는 sysvinit를 사용하여 지원됩니다. Windows 시스템에서는 Windows 서비스 관리자
를 사용하여 지원됩니다.
services 키를 사용하면 소스, 패키지 및 파일에 대한 종속성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설치하려는 파일로 인해
재시작해야 하는 경우 cfn-init가 서비스 재시작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Apache HTTP Server 패키지를 다
운로드하는 경우 패키지 설치는 스택 생성 프로세스 중에 Apache HTTP Server를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하
지만 Apache HTTP Server 구성이 스택 생성 프로세스의 뒷부분에서 업데이트되는 경우 Apache 서버를 다
시 시작하지 않으면 업데이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rvices 키를 사용하여 Apache HTTP 서비스가 다시 시
작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지원되는 키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키

설명

ensureRunning

cfn-init가 완료된 후에도 서비스를 실행 중 상태로 유지하려면 true로 설정합니
다.
cfn-init가 완료된 후 서비스가 실행되지 않도록 하려면 false로 설정합니다.
서비스 상태를 변경하지 않으려면 이 키를 생략합니다.

enabled

서비스가 부팅 시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하려면 true로 설정합니다.
서비스가 부팅 시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도록 하려면 false로 설정합니다.
이 속성을 변경하지 않으려면 이 키를 생략합니다.

files

파일 목록입니다. cfn-init가 파일 블록을 통해 직접 한 번 변경되는 경우 이 서비
스가 다시 시작됩니다.

sources

디렉터리 목록입니다. cfn-init가 이러한 디렉터리 중 하나로 아카이브의 압축을
푸는 경우 이 서비스가 다시 시작됩니다.

packages

패키지 관리자와 패키지 이름 목록 간 맵입니다. cfn-init가 이러한 패키지 중 하
나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경우 이 서비스가 다시 시작됩니다.

명령

명령 이름 목록입니다. cfn-init가 지정된 명령을 실행하면 이 서비스가 다시 시
작됩니다.

예
리눅스
다음 Linux 코드 조각은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 cfn-init에서 /etc/nginx/nginx.conf 또는 /var/www/html을 수정하는 경우 nginx 서비스가 다시 시
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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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n-init가 yum을 사용하여 php 또는 spawn-fcgi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경우 php-fastcgi 서비스가 다
시 시작됩니다.
• sendmail 서비스가 중지 및 비활성화됩니다.

JSON
"services" : {
"sysvinit" : {
"nginx"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 "true",
"files" : ["/etc/nginx/nginx.conf"],
"sources" : ["/var/www/html"]
},
"php-fastcgi"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 "true",
"packages" : { "yum" : ["php", "spawn-fcgi"] }
},
"sendmail" : {
"enabled" : "false",
"ensureRunning" : "false"
}
}
}

YAML
services:
sysvinit:
nginx:
enabled: "true"
ensureRunning: "true"
files:
- "/etc/nginx/nginx.conf"
sources:
- "/var/www/html"
php-fastcgi:
enabled: "true"
ensureRunning: "true"
packages:
yum:
- "php"
- "spawn-fcgi"
sendmail:
enabled: "false"
ensureRunning: "false"

Windows가 설치된
다음 Windows 코드 조각은 cfn-hup (p. 6588) 서비스를 시작하고 [Automatic]으로 설정한 다음 cfn-init가
지정된 구성 파일을 수정하는 경우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JSON
"services" : {
"windows" : {
"cfn-hup"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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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iles" : ["c:\\cfn\\cfn-hup.conf", "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YAML
services:
windows:
cfn-hup:
enabled: "true"
ensureRunning: "true"
files:
- "c:\\cfn\\cfn-hup.conf"
- "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소스
sources 키를 사용하여 아카이브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EC2 인스턴스의 대상 디렉터리에 압축을 풉니다. 이
키는 Linux 및 Windows 시스템에서 모두 완벽하게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형식
지원되는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tar
• tar+gzip
• tar+bz2
• zip

예제:
GitHub
GitHub를 소스 제어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경우 cfn-init와 소스 패키지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특정 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GitHub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URL을 통해 특정 버전에서 zip 또는 tar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https://github.com/<your directory>/(zipball|tarball)/<version>

예를 들면 다음 코드 조각은 main 버전을 .tar 파일로 풀다운합니다.

JSON
"sources" : {
"/etc/puppet" : "https://github.com/user1/cfn-demo/tarball/main"
}

YAML
sources:
/etc/puppet: "https://github.com/user1/cfn-demo/tarball/main"

S3 Bucket
다음 예제는 S3 버킷에서 .zip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etc/myapp에 압축을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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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소스로 인증 자격 증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스 블록에 인증 키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S3AccessCreds 블록에 버킷 키를 포함합니다. Amazon S3 인증 자격 증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CloudFormation::Authentication (p. 25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예제는 예제 템플릿을 참조하십시오.

JSON
"sources" : {
"/etc/myapp" : "https://s3.amazonaws.com/mybucket/myapp.tar.gz"
}

YAML
sources:
/etc/myapp: "https://s3.amazonaws.com/mybucket/myapp.tar.gz"

사용자
users 키를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에서 Linux/UNIX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users 키는 Windows 시
스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음 표에는 지원되는 키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키

설명

uid

사용자 ID. 다른 사용자 ID의 사용자 이름이 존재하는 경우 생성 프로세스가 실
패합니다. 해당 사용자 ID가 기존 사용자에게 이미 할당된 경우 운영 체제에서
생성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룹

그룹 이름 목록. 사용자는 목록의 각 그룹에 추가됩니다.

homeDir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

예
사용자는 /sbin/nologin 셸을 사용하여 비대화형 시스템 사용자로 생성됩니다. 이러한 생성은 설계에 따
른 것이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JSON
"users" : {
"myUser" : {
"groups" : ["groupOne", "groupTwo"],
"uid" : "50",
"homeDir" : "/tmp"
}
}

YAML
users:
myUse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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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One"
- "groupTwo"
uid: "50"
homeDir: "/tmp"

AWS::CloudFormation::Interface
AWS::CloudFormation::Interface는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파라미터가 그룹화되고 정렬되
는 방식을 정의하는 메타데이터 키입니다. 콘솔에서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면 콘솔에는 입력 파라미
터가 논리적 ID를 기준으로 사전순으로 나열됩니다. 이 키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파라미터 값을 효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고유의 파라미터 그룹화 및 정렬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EC2 관련 파라미
터를 한 그룹으로 그룹화하고 모든 VPC 관련 파라미터를 다른 한 그룹으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그룹화 및 정렬 외에도 파라미터의 레이블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은 파라미터의 논리적 ID
대신 콘솔에 표시되는 표시 이름 또는 설명입니다. 레이블은 사용자가 각 파라미터에 지정할 값을 이해하도
록 돕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KeyPair 파라미터에 Select an EC2 key pair라는 레이블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Note
CloudFormation 콘솔에서만AWS::CloudFormation::Interface 메타데이터 키를 사용합니다.
AWS CLI API 호출은 이 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문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엔터티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Metadata" : {
"AWS::CloudFormation::Interface" : {
"ParameterGroups" : [ ParameterGroup, ... ],
"ParameterLabels" : ParameterLabel
}
}

YAML
Metadata:
AWS::CloudFormation::Interface:
ParameterGroups:
- ParameterGroup
ParameterLabels:
ParameterLabel

Properties
ParameterGroups
그룹 이름, 각 그룹의 파라미터 및 파라미터가 표시되는 순서를 지정하는 파라미터 그룹 유형의 목록입
니다.
Required: No
유형: AWS::CloudFormation::Interface ParameterGroup (p. 273)
업데이트 필요 조건: 무중단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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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Labels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CloudFormation 콘솔에 표시되는 파라미터 및 해당 표시 이름의 매핑
입니다.
Required: No
유형: AWS::CloudFormation::Interface ParameterLabel (p. 273)
업데이트 필요 조건: 무중단 (p. 129)

예
다음 예제에서는 Network Configuration 및 Amazon EC2 Configuration이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
그룹을 정의합니다. Network Configuration 그룹에는 템플릿(표시되지 않음)의 VPCID 섹션에서 정의
되는 SubnetId, SecurityGroupID 및 Parameters 파라미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가 콘솔에
표시되는 순서는 VPCID 파라미터로 시작하여 파라미터가 나열되는 순서에 따라 정의됩니다. 예제에서는 비
슷한 방식으로 Amazon EC2 Configuration 파라미터를 그룹화하고 정렬합니다.
예제에서는 VPCID 파라미터의 레이블도 정의합니다. 콘솔에서 파라미터의 논리적 ID(VPCID) 대신 Which
VPC should this be deployed to?(어떤 VPC에 배포합니까?)가 표시됩니다.

JSON
"Metadata" : {
"AWS::CloudFormation::Interface" : {
"ParameterGroups" : [
{
"Label" : { "default" : "Network Configuration" },
"Parameters" : [ "VPCID", "SubnetId", "SecurityGroupID" ]
},
{
"Label" : { "default":"Amazon EC2 Configuration" },
"Parameters" : [ "InstanceType", "KeyName" ]
}
],
"ParameterLabels" : {
"VPCID" : { "default" : "Which VPC should this be deployed to?" }
}
}
}

YAML
Metadata:
AWS::CloudFormation::Interface:
ParameterGroups:
Label:
default: "Network Configuration"
Parameters:
- VPCID
- SubnetId
- SecurityGroupID
Label:
default: "Amazon EC2 Configuration"
Parameters:
- InstanceType
- Key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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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Labels:
VPCID:
default: "Which VPC should this be deployed to?"

콘솔의 파라미터 그룹
다음 그림에서는 이 예제의 메타데이터 키를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파라미터 그룹이 콘
솔에 표시되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콘솔의 파라미터 그룹

AWS::CloudFormation::Interface Label
Label은 파라미터 그룹 또는 파라미터의 이름을 정의하는 ParameterGroup (p. 273) 및
ParameterLabel (p. 273) 속성의 속성입니다.

구문
JSON
{
}

"default" : String

YAML
default: String

Properties
default
CloudFormation 콘솔이 파라미터 그룹 또는 파라미터의 이름을 지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 레이블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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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No
Type: String

AWS::CloudFormation::Interface ParameterGroup
ParameterGroup은 파라미터 그룹과 그룹에 포함할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AWS::CloudFormation::Interface (p. 270)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JSON
{
}

"Label" : Label,
"Parameters" : [ String, ... ]

YAML
Label: Label
Parameters:
- String

Properties
Label
파라미터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No
유형: AWS::CloudFormation::Interface Label (p. 272)
Parameters
그룹에 포함할 파라미터 논리적 ID(대/소문자 구분)의 목록입니다. 파라미터가 템플릿의 Parameters
섹션에 이미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라미터는 한 파라미터 그룹에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Other parameters 그룹에서 파라미터 그룹과 연결되지 않은 파라미터가 사전 순으로 콘솔에 나열됩
니다.
Required: No
Type: List of String values

AWS::CloudFormation::Interface ParameterLabel
ParameterLabel은 AWS CloudFormation 콘솔이 파라미터의 논리적 ID 대신 표시할 기억하기 쉬운 이름
또는 설명을 지정하는 AWS::CloudFormation::Interface (p. 270)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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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eterLogicalID" : Label

YAML
ParameterLogicalID: Label

Properties
ParameterLogicalID
파라미터에 대한 레이블입니다. 이 레이블은 스택 생성 또는 업데이트 시 CloudFormation 콘솔이 [파
라미터 지정(Specify Parameters)] 페이지에 표시하는 기억하기 쉬운 이름 또는 설명을 정의합니다.
ParameterLogicalID 키는 템플릿의 Parameters 섹션에서 선언된 유효한 파라미터의 논리적
ID(대/소문자 구분)여야 합니다.
Required: No
유형: AWS::CloudFormation::Interface Label (p. 272)

파라미터
선택 사항인 Parameters 단원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파라미터를 통해 스택을 생성하거
나 업데이트 할 때마다 템플릿에 사용자 지정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에서 파라미터 정의
다음 예에서는 InstanceTypeParameter이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를 선언합니다. 스택을 생성 또는 업데이
트할 때 사용할 스택의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InstanceTypeParameter의 기본값은 t2.micro입니다. 다른 값이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AWS
CloudFormation이 스택을 프로비저닝할 떄 사용하는 값입니다.

JSON
"Parameters" : {
"InstanceTypeParameter" : {
"Type" : "String",
"Default" : "t2.micro",
"AllowedValues" : ["t2.micro", "m1.small", "m1.large"],
"Description" : "Enter t2.micro, m1.small, or m1.large. Default is t2.micro."
}
}

YAML
Parameters:
InstanceTypeParameter:
Type: String
Default: t2.micro
AllowedValues:
- t2.micro
- m1.small
- m1.large
Description: Enter t2.micro, m1.small, or m1.large. Default is t2.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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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에서 파라미터 참조
Ref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파라미터를 참조할 수 있고, AWS CloudFormation은 스택 프로비저닝에 이 파라
미터 값을 사용합니다. 동일한 템플릿의 Resources 및 Outputs의 파라미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C2 인스턴스의 InstanceType 속성이 InstanceTypeParameter 파라미터 값을 참조하는 예제
입니다.

JSON
"Ec2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InstanceType" : { "Ref" : "InstanceTypeParameter" },
"ImageId" : "ami-0ff8a91507f77f867"
}
}

YAML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Parameter
ImageId: ami-0ff8a91507f77f867

파라미터의 일반 요구 사항
파라미터를 사용할 때는 다음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는 최대 60개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각 파라미터마다 논리적 이름(논리적 ID)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이름은 템플릿 내 모든 논리적 이름 간에
고유해야 하며 영숫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 각 파라미터마다 AWS CloudFormation이 지원하는 파라미터 유형을 할당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
형 (p. 277)을 참조하십시오.
• 각 파라미터마다 AWS CloudFormation이 스택을 프로비저닝 할 실행 시간에 대한 값을 할당해야 합니다.
다른 값이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AWS CloudFormation 에 대한 기본값을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
니다.
• 파라미터는 동일한 템플릿에서 선언하고 참조해야 합니다. 템플릿의 Resources 및 Outputs의 파라미
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JSON
"Parameters" : {
"ParameterLogicalID" : {
"Type" : "DataType",
"ParameterProperty" : "value"
}
}

YAML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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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ataType
ParameterProperty: value

Properties
AllowedPattern
String 유형에 허용할 패턴을 나타내는 정규식입니다. 패턴은 제공된 파라미터 값 전체와 일치해야 합
니다.
Required: No
AllowedValues
파라미터에 허용되는 값 목록을 포함하는 어레이입니다.
Required: No
ConstraintDescription
제약 위반 시 해당 제약을 설명하는 문자열입니다. 예를 들어 제약 설명이 없으면 [A-Za-z0-9]+ 패턴
이 허용된 파라미터에 사용자가 유효하지 않은 값을 지정할 때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Malformed input-Parameter MyParameter must match pattern [A-Za-z0-9]+
'문자(대문자 및 소문자)와 숫자만 포함시킬 수 있음' 같은 제약을 추가, 다음과 같은 사용자 지정 오류 메
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Malformed input-Parameter MyParameter must only contain uppercase and
lowercase letters and numbers
Required: No
Default
스택 생성 시 지정된 값이 없는 경우에 사용할 템플릿에 적합한 유형의 값입니다. 파라미터에 대한 제약
을 정의하는 경우 이러한 제약을 준수하는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No
Description
파라미터를 설명하는 최대 4000자 문자열입니다.
Required: No
MaxLength
String 유형에 허용할 최대 문자 수를 결정하는 정수 값입니다.
Required: No
MaxValue
Number 유형에 허용할 최대 숫자 값을 결정하는 숫자 값입니다.
Required: No
MinLength
String 유형에 허용할 최소 문자 수를 결정하는 정수 값입니다.
Require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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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Value
Number 유형에 허용할 최소 숫자 값을 결정하는 숫자 값입니다.
Required: No
NoEcho
콘솔, 명령줄 도구 또는 API에 표시되지 않도록 파라미터 값을 마스킹 처리할지 여부입니다. NoEcho 속
성을 true로 설정한 경우, 아래 지정된 위치에 저장된 정보를 제외하고 CloudFormation은 스택 또는 스
택 이벤트를 설명하는 모든 호출에 대해 별표(*****)로 마스킹 처리된 파라미터 값을 반환합니다.
Required: No

Important
NoEcho 속성을 사용해도 다음에 저장된 정보는 마스킹되지 않습니다.
• Metadata 템플릿 섹션입니다. CloudFormation은 Metadata 섹션에 포함된 정보를 변환,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십시오.
• Outputs 템플릿 섹션. 자세한 내용은 출력을 참조하십시오.
• 리소스 정의의 Metadata 속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타데이터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암호나 보안 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
니다.

Important
AWS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스토어 또는 AWS Secrets Manager와 같이 CloudFormation
외부에서 저장 및 관리되는 민감한 정보를 참조하려면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직접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대신 스택 템플릿에 있는 동적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리소스 기본 식별자의 일부인 리소스 속성에는 NoEcho 파라미터 또는 민감한 데이터를 포함하
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리소스 식별자를 형성하는 속성에 NoEcho 파라미터가 포함되는 경우 CloudFormation이
기본 리소스 식별자에 실제 일반 텍스트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리소스 ID는 파생된 출력
또는 대상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유형의 기본 식별자를 구성하는 리소스 속성을 확인하려면 해당 리소스에 대한 리소스
참조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Return values 섹션에서 Ref 함수 반환 값은 리소스 유형의 기본 식
별자를 구성하는 리소스 속성을 나타냅니다.
Type
파라미터(DataType)의 데이터 유형입니다.
Required: Yes
AWS CloudFormation은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 유형을 지원합니다.
String
리터럴 문자열입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MyUserName"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Number
정수 또는 부동 소수점입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파라미터 값이 숫자로 확인되지만, 템플
릿 내에서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예를 들면, Ref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파라미터 값이 문자
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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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사용자는 "8888"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List<Number>
쉼표로 구분되는 정수 또는 부동 소수점 어레이입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파라미터 값이
숫자로 확인되지만, 템플릿 내에서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예를 들면, Ref 내장 함수를 사용
하여) 파라미터 값이 문자열 목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80,20"을 지정하면 Ref는 ["80","20"]이 됩니다.
CommaDelimitedList
쉼표로 구분된 리터럴 문자열 어레이입니다. 총 문자열 수는 총 쉼표 수보다 하나 더 많아야 합니다.
또한 각 멤버 문자열에는 공백이 삽입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test,dev,prod"을 지정하면 Ref는 ["test","dev","prod"]이 됩니다.
AWS 특정 파라미터 유형
Amazon EC2 키 페어 이름 및 VPC ID와 같은 AWS 값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특정 파라미터
유형 (p. 278) 섹션을 참조하세요.
SSM 파라미터 유형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의 기존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파라미터. Systems Manager 파라
미터 키를 SSM 파라미터 값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AWS CloudFormation이 Parameter Store에서
스택에 사용할 최신 값을 가져옵니다. 자세한 정보는 SSM 파라미터 유형 (p. 279) 단원을 참조하
세요.

AWS 특정 파라미터 유형
AWS 특정 파라미터 유형은 스택 생성 또는 업데이트 시작 시 유효하지 않은 값을 찾아내는 데 유용합니다.
AWS 특정 유형으로 파라미터를 지정하려면 템플릿 사용자가 AWS 계정에 있는 기존 AWS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이러한 입력을 계정에 있는 기존 값과 대조하여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
AWS::EC2::VPC::Id 파라미터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스택을 생성 중인 리전과 계정에 있는 기존
VPC ID를 입력 (p. 103)해야 합니다.
템플릿 사용자가 다른 AWS 계정에서 입력 값을 입력하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AWS 특정 유형으로 파라
미터를 정의하지 마세요. 대신 String 유형(또는 CommaDelimitedList)의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지원되는 AWS 특정 파라미터 유형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다음과 같은 AWS 특정 유형을 지원합니다.
AWS::EC2::AvailabilityZone::Name
가용 영역(예: us-west-2a).
AWS::EC2::Image::Id
Amazon EC2 이미지 ID(예: ami-0ff8a91507f77f867). AWS CloudFormation 콘솔은 이 파라미터 유
형에 대해 드롭다운 값 목록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AWS::EC2::Instance::Id
Amazon EC2 인스턴스 ID(예: i-1e731a32).
AWS::EC2::KeyPair::KeyName
Amazon EC2 키 페어 이름.
AWS::EC2::SecurityGroup::GroupName
EC2-Classic 또는 기본 VPC 보안 그룹 이름(예: my-sg-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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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2::SecurityGroup::Id
보안 그룹 ID(예: sg-a123fd85).
AWS::EC2::Subnet::Id
서브넷 ID(예: subnet-123a351e).
AWS::EC2::Volume::Id
Amazon EBS 볼륨 ID(예: vol-3cdd3f56).
AWS::EC2::VPC::Id
VPC ID(예: vpc-a123baa3).
AWS::Route53::HostedZone::Id
Amazon Route 53 호스팅 영역 ID(예: Z23YXV4OVPL04A).
List<AWS::EC2::AvailabilityZone::Name>
리전 가용 영역 어레이(예: us-west-2a, us-west-2b).
List<AWS::EC2::Image::Id>
Amazon EC2 이미지 ID 어레이(예: ami-0ff8a91507f77f867, ami-0a584ac55a7631c0c). AWS
CloudFormation 콘솔은 이 파라미터 유형에 대해 드롭다운 값 목록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List<AWS::EC2::Instance::Id>
Amazon EC2 인스턴스 ID 어레이(예: i-1e731a32, i-1e731a34).
List<AWS::EC2::SecurityGroup::GroupName>
EC2-Classic 또는 기본 VPC 보안 그룹 이름 어레이(예: my-sg-abc, my-sg-def).
List<AWS::EC2::SecurityGroup::Id>
보안 그룹 ID 어레이(예: sg-a123fd85, sg-b456fd85).
List<AWS::EC2::Subnet::Id>
서브넷 ID 어레이(예: subnet-123a351e, subnet-456b351e).
List<AWS::EC2::Volume::Id>
Amazon EBS 볼륨 ID 어레이(예: vol-3cdd3f56, vol-4cdd3f56).
List<AWS::EC2::VPC::Id>
VPC ID 어레이(예: vpc-a123baa3, vpc-b456baa3).
List<AWS::Route53::HostedZone::Id>
Amazon Route 53 호스팅 영역 ID 어레이(예: Z23YXV4OVPL04A, Z23YXV4OVPL04B).

SSM 파라미터 유형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의 기존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SSM 파라미터 유형. Systems Manager 파
라미터 키를 SSM 파라미터 값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AWS CloudFormation이 Parameter Store에서 스택에
사용할 최신 값을 가져옵니다. Systems Manager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의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ssm 또는 ssm-secure 동적 파라미터 패턴을 사용하여 템플릿에서 파라미터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정보는 동적 참조를 사용하여 템플릿 값 지정 (p. 286)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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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을 생성 또는 업데이트하고, 변경 세트를 생성할 때, AWS CloudFormation은 작업 실행 시간 동안
Parameter Store에 있는 임의의 값을 사용합니다. 지정한 파라미터가 호출자의 AWS 계정과 연결된
Parameter Store에 없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검증 오류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변경 세트를 실행하면, AWS CloudFormation은 변경 세트에서 지정한 값을 사용합니다. 변경 세트를 실행하
기 전에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세트를 생성해 실행하는 동안 Parameter Store에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Tip
콘솔의 스택 파라미터 탭에서, 또는 describe-stacks나 describe-change-set를 실행해 SSM
파라미터의 해결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키에 대한 스택
정의에 사용된 값입니다. 스택을 생성 또는 업데이트할 때 값을 설정해야, Parameter Store의 최신
값과 일치합니다.
ssm-secure 패턴을 사용하여 보안 문자열을 파라미터 값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보안 문자열 값을 저장하거나 이를 콘솔에 또는 API 호출의 결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SSM 파라미터의 값이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키이기 때문에, 다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스택 업데이트의 경우 콘솔의 기존 값 사용 옵션과 update-stack의 UsePreviousValue 속성은
AWS CloudFormation에 기존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값이 아닌 키를 사용할 것을 알려줍니다. AWS
CloudFormation은 스택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Parameter Store에서 최신 값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ssm 또는 ssm-secure 동적 파라미터 패턴을 사용하여 파라미터 값을 지정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사용할 Systems Manager 파라미터의 버전을 지정해야 합니다.
• AWS CloudFormation은 일치하는 값이 아닌,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키에서 확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 목적에서 파라미터 키를 문자열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Parameter Store에서는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값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SSM 파라미터 유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는 SSM파라미터 유형 (p. 284)을 참조하십시오.

지원되는 SSM 파라미터 유형
AWS CloudFormation은 다음과 같은 SSM 파라미터 유형을 지원합니다.
AWS::SSM::Parameter::Name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키의 이름입니다.
파라미터 키를 전달하고 싶을 때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면, 파라미터가 존재하는지 확인
하기 위해 이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SSM::Parameter::Value<String>
값이 문자열인 Systems Manager 파라미터입니다. 이는 Parameter Store의 String 파라미터 유형과
일치합니다.
AWS::SSM::Parameter::Value<List<String>> 또는
AWS::SSM::Parameter::Value<CommaDelimitedList>
값이 문자열 목록인 Systems Manager 파라미터입니다. 이는 Parameter Store의 StringList 파라미
터 유형과 일치합니다.
AWS::SSM::Parameter::Value<AWS-specific parameter type>
값이 AWS 고유 파라미터 유형 (p. 278)인 Systems Manager 파라미터입니다. 다음은
AWS::EC2::KeyPair::KeyName 유형을 지정하는 예제입니다.
AWS::SSM::Parameter::Value<AWS::EC2::KeyPair::Key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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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SM::Parameter::Value<List<AWS-specific parameter type>>
값이 AWS 고유 파라미터 유형 (p. 278) 목록인 Systems Manager 파라미터입니다. 다음은
AWS::EC2::KeyPair::KeyName 유형 목록을 지정하는 예제입니다.
AWS::SSM::Parameter::Value<List<AWS::EC2::KeyPair::KeyName>>

지원되지 않는 SSM 파라미터 유형
AWS CloudFormation은 다음 SSM 파라미터 유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SSM 파라미터 유형 목록(예: List<AWS::SSM::Parameter::Value<String>>)
추가로 AWS CloudFormation에서는 SecureString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유형으로 템플릿 파
라미터를 정의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적 파라미터 패턴을 사용하여 보안 문자열을 특정
리소스에 대한 파라미터 값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동적 참조를 사용하여 템플릿 값 지
정 (p. 286)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 CloudFormation 콘솔의 파라미터 그룹화 및 정렬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경우 콘솔은 입력 파라미터를 논리
적 ID별 영문자순으로 나열합니다. 기본 정렬을 재정의하려면 AWS::CloudFormation::Interface 메타
데이터 키를 사용합니다. 파라미터를 그룹화 및 정렬하면 사용자가 파라미터 값을 보다 쉽게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면 영문자 목록 전체에 걸쳐 산발적으로 나열되지 않도록 모든 VPC 관련 파라미터를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키에서는 생성할 그룹, 각 그룹에 포함할 파라미터, 그리고 콘솔에서 그룹 내 각 파라미터를 표시
하는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콘솔에서 논리적 ID 대신에 설명 이름을 표시하도록 친숙한 파라미터
이름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키에서 참조하는 모든 파라미터는 템플릿의 Parameters 섹션에
선언해야 합니다.
AWS::CloudFormation::Interface 메타데이터 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예제는
AWS::CloudFormation::Interface (p. 27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예제
기본 입력 파라미터
다음 예제인 Parameters 섹션에는 두 가지 파라미터가 선언됩니다. DBPort 파라미터는 기본값이
Number인 3306 유형입니다. 지정할 수 있는 최소값은 1150이고, 지정할 수 있는 최대값은 65535입니
다. DBPwd 파라미터는 기본값이 없는 String 유형입니다. NoEcho 속성은 describe stack 호출(예: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 AWS CLI 명령)에서 파라미터 값이 반환되지 않도록 true로 설정
됩니다.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길이는 1이고, 지정할 수 있는 최대 길이는 41입니다. 이 패턴에는 영문자 소문
자/대문자와 숫자가 허용됩니다.

JSON
"Parameters" : {
"DBPort" : {
"Default" : "3306",
"Description" : "TCP/IP port for the database",
"Type" : "Number",
"MinValue" : "1150",
"MaxValue" : "65535"
},
"DBPwd" : {
"NoEcho" : "true",
"Description" : "The database admin account 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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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 "String",
"MinLength" : "1",
"MaxLength" : "41",
"AllowedPattern" : "^[a-zA-Z0-9]*$"

YAML
Parameters:
DBPort:
Default: 3306
Description: TCP/IP port for the database
Type: Number
MinValue: 1150
MaxValue: 65535
DBPwd:
NoEcho: true
Description: The database admin account password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41
AllowedPattern: ^[a-zA-Z0-9]*$

AWS 특정 파라미터 유형
AWS 특정 파라미터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는 사용자는
사용자 계정과 현재 스택의 리전에 있는 기존 AWS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AWS 특정 파라미터 유형은 AWS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전에 이러한 유형의 입력 값이 있으며 올바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AWS::EC2::KeyPair::KeyName 파라미터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Amazon EC2 인스턴스 같은 리소스를 생성하기 전에 사용자의 기존 키 페어 이
름과 대조하여 입력 값을 확인합니다.
사용자가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AWS 특정 파라미터 유
형을 유효한 값으로 미리 채웁니다 (p. 103). 따라서 사용자는 특정 이름이나 ID를 기억하고 올바르게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값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파라미터 유
형에 따라 ID, 이름 또는 Name 태그 값을 기준으로 값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택 이름 및 파
라미터 지정 (p. 103) 섹션을 참조하세요.
다음 예제에서는 AWS::EC2::KeyPair::KeyName 및 AWS::EC2::Subnet::Id 유형의 두 파라미터를
선언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유효한 값을 기존 키 페어 및 서브넷 ID로 제한합니다. mySubnetIDs 파라미터
가 목록으로 지정되므로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서브넷 ID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JSON
"Parameters" : {
"myKeyPair" : {
"Description" : "Amazon EC2 Key Pair",
"Type" : "AWS::EC2::KeyPair::KeyName"
},
"mySubnetIDs" : {
"Description" : "Subnet IDs",
"Type" : "List<AWS::EC2::Subnet::Id>"
}
}

YAML
Parameters:
myKey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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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Amazon EC2 Key Pair
Type: "AWS::EC2::KeyPair::KeyName"
mySubnetIDs:
Description: Subnet IDs
Type: "List<AWS::EC2::Subnet::Id>"

AWS CLI 및 API 지원
현재, 사용자는 AWS CLI 또는 AWS CloudFormation API를 사용하여 AWS 특정 파라미터의 유효
값 목록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aws cloudformation get-template-summary 명령이나
GetTemplateSummary API를 사용하여 파라미터 유형 같은 각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쉼표로 구분된 목록 파라미터 유형
CommaDelimitedList 파라미터 유형을 사용하면 한 파라미터에 여러 문자열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대신 파라미터 하나에 여러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가지
서브넷을 각각의 고유 CIDR 블록으로 생성하는 경우 각기 다른 세 파라미터로 세 가지 CIDR 블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코드 조각과 같이 세 CIDR 블록의 목록을 받는 파라미터 하나만 사용하는 편이 더
간단합니다.

JSON
"Parameters" : {
"DbSubnetIpBlocks": {
"Description": "Comma-delimited list of three CIDR blocks",
"Type": "CommaDelimitedList",
"Default": "10.0.48.0/24, 10.0.112.0/24, 10.0.176.0/24"
}
}

YAML
Parameters:
DbSubnetIpBlocks:
Description: "Comma-delimited list of three CIDR blocks"
Type: CommaDelimitedList
Default: "10.0.48.0/24, 10.0.112.0/24, 10.0.176.0/24"

쉼표로 구분된 목록 파라미터에서 값 반환
목록에서 특정 값을 참조하려면 템플릿의 Fn::Select 섹션에서 Resources 내장 함수를 사용합니다. 다
음 코드 조각에서처럼 원하는 객체의 인덱스 값과 객체 목록을 전달합니다.

JSON
"DbSubnet1" : {
"Type" : "AWS::EC2::Subnet",
"Properties" : {
"AvailabilityZone" : {"Fn::Join" : ["",[ { "Ref" : "AWS::Region" }, { "Fn::Select" :
[ "0", {"Ref" : "VpcAzs"} ] } ] ]} ,
"VpcId" : { "Ref" : "VPC" },
"CidrBlock" : { "Fn::Select" : [ "0", {"Ref" : "DbSubnetIpBlocks"} ] }
}
},
"DbSubnet2" : {
"Type" : "AWS::EC2::Subnet",
"Properties" : {
"AvailabilityZone" : {"Fn::Join" : ["",[ { "Ref" : "AWS::Region" }, { "Fn::Select" :
[ "1", {"Ref" : "VpcAzs"} ] } ] ]} ,
"VpcId" : { "Ref" : "VPC" },

API 버전 2010-05-15
28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파라미터

}

"CidrBlock" : { "Fn::Select" : [ "1", {"Ref" : "DbSubnetIpBlocks"} ] }

},
"DbSubnet3" : {
"Type" : "AWS::EC2::Subnet",
"Properties" : {
"AvailabilityZone" : {"Fn::Join" : ["",[ { "Ref" : "AWS::Region" }, { "Fn::Select" :
[ "2", {"Ref" : "VpcAzs"} ] } ] ]} ,
"VpcId" : { "Ref" : "VPC" },
"CidrBlock" : { "Fn::Select" : [ "2", {"Ref" : "DbSubnetIpBlocks"} ] }
}
}

YAML
DbSubnet1: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AvailabilityZone: !Sub
- "${AWS::Region}${AZ}"
- AZ: !Select [0, !Ref VpcAzs]
VpcId: !Ref VPC
CidrBlock: !Select [0, !Ref DbSubnetIpBlocks]
DbSubnet2: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AvailabilityZone: !Sub
- "${AWS::Region}${AZ}"
- AZ: !Select [1, !Ref VpcAzs]
VpcId: !Ref VPC
CidrBlock: !Select [1, !Ref DbSubnetIpBlocks]
DbSubnet3: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AvailabilityZone: !Sub
- "${AWS::Region}${AZ}"
- AZ: !Select [2, !Ref VpcAzs]
VpcId: !Ref VPC
CidrBlock: !Select [2, !Ref DbSubnetIpBlocks]

SSM 파라미터 유형
AWS::SSM::Parameter::Value<문자열> 유형
다음 템플릿은 AWS::SSM::Parameter::Value<String> 파라미터 유형을 선언합니다.

JSON
{

"Parameters": {
"InstanceType": {
"Type": "AWS::SSM::Parameter::Value<String>"
}
},
"Resources": {
"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
"InstanceType": {
"Ref": "InstanceTyp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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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Parameters:
InstanceType:
Type: 'AWS::SSM::Parameter::Value<String>'
Resources:
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다음 명령은 예제 템플릿을 토대로 스택을 생성합니다.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키(myInstanceType)
를 InstanceType 템플릿 파라미터에 대한 값으로 제공합니다. 여기에서는 myInstanceType 파라미터가
호출자 AWS 계정의 Parameter Store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aws cloudformation create-stack --stack-name S1 --template-body example template -parameters ParameterKey=InstanceType,ParameterValue=myInstance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유형
다음 템플릿은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파라미터 유형을 선언합니
다.

JSON
{

}

"Parameters": {
"ImageId": {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
},
"Resources": {
"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
"ImageId": {
"Ref": "ImageId"
}
}
}
}

YAML
Parameters:
ImageId: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Resources:
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Ref Imag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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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명령은 예제 템플릿을 토대로 스택을 생성합니다.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키(myLatestAMI)를
ImageId 템플릿 파라미터에 대한 값으로 제공합니다. 여기에서는 myLatestAMI 파라미터가 호출자 AWS
계정의 Parameter Store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aws cloudformation create-stack --stack-name S2 --template-body example template -parameters ParameterKey=ImageId,ParameterValue=myLatestAMI

동적 참조를 사용하여 템플릿 값 지정
동적 참조는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와 같이 스택 템플릿의 다른 서비스에서 저장 및 관리되는
외부 값을 지정하는 간결하면서 강력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동적 참조 사용 시 CloudFormation에서 스택 및
변경 세트 작업 도중 필요한 지정된 참조의 값을 검색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현재 다음 동적 참조 패턴을 지원합니다.
• ssm (p. 287), AWS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에 저장된 일반 텍스트 값
• ssm-secure (p. 288), AWS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에 저장된 보안 문자열
• secretsmanager (p. 290), AWS Secrets Manager에 저장된 전체 보안 암호 또는 특정 보안 암호 값

동적 참조 사용 시 고려 사항
다음은 동적 참조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Important
리소스 기본 식별자의 일부인 리소스 속성에는 동적 참조 또는 민감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리소스 식별자를 형성하는 속성에 동적 참조가 포함되는 경우 CloudFormation이 기본 리소스
식별자에 실제 일반 텍스트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리소스 ID는 파생된 출력 또는 대상에 나타
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유형의 기본 식별자를 구성하는 리소스 속성을 확인하려면 해당 리소스에 대한 리소스 참조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Return values 섹션에서 Ref 함수 반환 값은 리소스 유형의 기본 식별자를 구
성하는 리소스 속성을 나타냅니다.
• 스택 템플릿에 최대 60개의 동적 참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AWS::Serverless 및 AWS CloudFormation 같은 변형의 경우, AWS::Include에서 변형 호출 전에 동
적 참조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동적 참조의 리터럴 문자열을 변형으로
전달합니다. 동적 참조(변형의 결과로서 처리된 템플릿에 삽입된 것 포함)는 템플릿을 사용하여 변경 세트
를 실행할 때 확인됩니다.
• ssm-secure 및 secretsmanager와 같은 보안 암호 값에 대한 동적 참조는 현재 사용자 지정 리소
스 (p. 588)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Note
백슬래시(\)가 최종 값인 동적 참조를 생성하지 마십시오. AWS CloudFormation에서 이러한 참조를
확인할 수 없어 리소스 장애가 발생합니다.

스택 템플릿에서 동적 참조 지정
동적 참조는 다음 패턴을 준수합니다.
'{{resolve:service-name:reference-key}}'
service-name
값이 저장 및 관리되는 서비스를 지정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28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파라미터

필수.
현재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ssm: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 일반 텍스트 파라미터.
• ssm-secure: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 보안 문자열 파라미터.

Note
현재 SecureString 파라미터는 cn-north-1 및 cn-northwest-1 리전에서 Systems
Manager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의 AWS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를 참
조하십시오.
• secretsmanager: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reference-key
참조 키. 동적 참조의 유형에 따라 참조 키는 여러 세그먼트로 구성됩니다.
필수.

SSM 파라미터
ssm 동적 참조를 사용하여 템플릿의 String 또는 StringList 유형의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
에 저장된 값을 포함합니다.

참조 패턴
SSM 파라미터의 경우 reference-key 세그먼트는 파라미터 이름 및 버전 번호로 구성됩니다. 다음 패턴을
사용합니다.
'{{resolve:ssm:parameter-name:version}}'
참조는 parameter-name 및 version에 대해 다음 정규 표현식 패턴을 준수해야 합니다.
'{{resolve:ssm:[a-zA-Z0-9_.-/]+:\\d+}}'
parameter-name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의 파라미터 이름입니다. 파라미터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필수.
version
사용할 파라미터의 버전을 지정하는 정수입니다. 정확한 버전을 지정하지 않으면 CloudFormation은 스
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마다 최신 버전의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의 파라미터 버전 작업을 참조하세요.
선택 사항입니다.

예
다음 예제에서는 ssm 동적 참조를 사용하여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에 저장된 파라미터 값에 대
한 S3 버킷의 액세스 제어를 설정합니다. 지정된 것과 같이 CloudFormation에서 스택 및 변경 세트 작업에
대해 S3AccessControl 파라미터의 버전 2를 사용합니다.

JSON
"MyS3Buck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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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AccessControl": "{{resolve:ssm:S3AccessControl:2}}"
}

YAML
My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resolve:ssm:S3AccessControl:2}}'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에 저장된 파라미터를 지정하려면 지정된 파라미터에 대한
GetParameters 호출 액세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의 시
스템 관리자 파라미터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세요.
ssm 동적 참조 패턴 사용 시 참고할 추가 고려 사항:
• 현재 CloudFormation에서 교차 계정 SSM 파라미터 액세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경우 CloudFormation에서 사용자 지정 리소스로 요청을 전송하기 전에 ssm 동적 참
조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 (p. 588) 섹션을 참조하세요.
• CloudFormation에서 동적 참조 내에서 파라미터 레이블 또는 퍼블릭 파라미터 사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파라미터 레이블이란 다양한 버전의 파라미터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용자 정의 별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의 파라미터 레이블 지정을 참조하세요.
퍼블릭 파라미터는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AWS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파라미터이며 AWS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에 저장됩니다. 퍼블릭 파라미터의 예제는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Developer Guide의 Amazon ECS 최적화 AMI 메타데이터 검색을 참조하세요.
• CloudFormation은 현재 동적 참조에 대한 드리프트 감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파라미터 버전을 지정하지
않은 ssm 동적 참조에 대해 SSM에서 파라미터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ssm 동적 참조가 포함된 모든
스택에서 스택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하여 최신 파라미터 버전을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 스택 작업에 사용할 ssm 동적 참조의 버전을 확인하려면 스택 작업에 대한 변경 세트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템플릿(Template)] 탭에서 처리된 템플릿을 검토합니다.

SSM 보안 문자열 파라미터
ssm-secure 동적 참조 패턴을 사용하여 템플릿의 AWS Systems Manager SecureString 유형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ssm-secure 동적 참조의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실제 파라미터 값을 저장하지 않습
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스택 및 변경 세트에 대한 생성 및 업데이트 작업 도중 파라미터 값에 액세
스합니다. 현재 보안 문자열 파라미터는 리소스 속성 (p. 290)에 대해 사용되며, 이는 ssm-secure 동적 참
조 패턴을 지원합니다.
보안 문자열 파라미터는 안전한 방식으로 저장되고 참조되어야 하는 모든 민감한 데이터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암호나 라이선스 키처럼 사용자가 클리어 텍스트로 수정하거나 참조해서는 안 되는 데이터입니다. 보안
문자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의 보안 문자열 파라미터 사용을 참조하
세요.
보안 문자열 파라미터 값은 CloudFormation에 저장되지 않고, API 호출 결과에 반환되지 않습니다.

참조 패턴
ssm-secure 동적 참조의 경우 reference-key 세그먼트는 파라미터 이름 및 버전 번호로 구성됩니다. 다
음 패턴을 사용합니다.
'{{resolve:ssm-secure:parameter-name: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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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는 parameter-name 및 version에 대해 다음 정규 표현식 패턴을 준수해야 합니다.
'{{resolve:ssm-secure:[a-zA-Z0-9_.-/]+:\\d+}}'
parameter-name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의 파라미터 이름입니다. 파라미터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필수.
version
사용할 파라미터의 버전을 지정하는 정수입니다. 정확한 버전을 지정해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의 최신 버전을 현재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의 파라미터 버전 작업을 참조하세요.
필수.

예
다음 예제에서는 ssm-secure 동적 참조를 사용하여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에 저장된 보안 문
자열에 대한 IAM 사용자의 암호를 설정합니다. 지정된 것과 같이 CloudFormation에서 스택 및 변경 세트 작
업에 대해 IAMUserPassword 파라미터의 버전 10을 사용합니다.

JSON
"MyIAMUser": {
"Type": "AWS::IAM::User",
"Properties": {
"UserName": "MyUserName",
"LoginProfile": {
"Password": "{{resolve:ssm-secure:IAMUserPassword:10}}"
}
}
}

YAML
MyIAMUser:
Type: AWS::IAM::User
Properties:
UserName: 'MyUserName'
LoginProfile:
Password: '{{resolve:ssm-secure:IAMUserPassword:10}}'

ssm-secure 동적 참조 패턴 사용 시 참고할 추가 고려 사항:
• CloudFormation에서는 API 호출의 보안 문자열에 대한 실제 파라미터 값을 반환하지 않지만 리터럴 동적
참조를 반환합니다.
• CloudFormation에서는 보안 문자열의 일반 텍스트 파라미터가 포함된 리터럴 동적 참조를 저장합니다.
• 변경 세트의 경우 CloudFormation에서 리터럴 동적 참조 문자열을 비교합니다. ssm-secure 참조의 실제
값을 확인 및 비교하지 않습니다.
• ssm-secure 및 secretsmanager와 같은 보안 암호 값에 대한 동적 참조는 현재 사용자 지정 리소
스 (p. 588)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CloudFormation에서 스택 업데이트를 롤백해야 하는 경우 이전에 지정된 버전의 보안 문자열 파라미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면 이러한 업데이트 롤백 작업은 실패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
다.
• CONTINUE_UPDATE_ROLLBACK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건너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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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의 보안 문자열 파라미터를 재생성하고, 파라미터 버전이 템
플릿에서 사용되는 버전에 도달할 때까지 업데이트합니다. 그런 다음 리소스를 건너뛰지 않고
CONTINUE_UPDATE_ROLLBACK을 사용합니다.
•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교차 계정 SSM 파라미터 액세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CloudFormation에서 동적 참조 내에서 파라미터 레이블 또는 퍼블릭 파라미터 사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파라미터 레이블이란 다양한 버전의 파라미터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용자 정의 별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의 파라미터 레이블 지정을 참조하세요.
퍼블릭 파라미터는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AWS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파라미터이며 AWS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에 저장됩니다. 퍼블릭 파라미터의 예제는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Developer Guide의 Amazon ECS 최적화 AMI 메타데이터 검색을 참조하세요.

보안 문자열에 대한 동적 파라미터 패턴을 지원하는 리소스
ssm-secure 동적 참조 패턴을 지원하는 리소스는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리소스

속성 유형

속성

AWS::DirectoryService::MicrosoftAD

Password

AWS::DirectoryService::SimpleAD

Password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AuthToken

AWS::IAM::User

Password

LoginProfile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RedshiftDestinationConfiguration

Password

AWS::OpsWorks::App

소스

Password

AWS::OpsWorks::Stack

CustomCookbooksSource

Password

AWS::OpsWorks::Stack

RdsDbInstances

DbPassword

AWS::RDS::DBCluster

MasterUserPassword

AWS::RDS::DBInstance

MasterUserPassword

AWS::Redshift::Cluster

MasterUserPassword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secretsmanager 동적 참조를 사용하여 템플릿에서 사용하도록 AWS Secrets Manager에 저장된 전체 보
안 암호 또는 보안 암호 값을 검색합니다. 보안 암호는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 암호, 타사 API 키 및 임의 텍
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Secrets Manager 사용을 통해 이러한 보안 암호를 중앙 집중식으로 저장 및 액세스
제어할 수 있습니다. Secrets Manager는 코드의 암호를 포함해 하드 코딩된 자격 증명을 Secrets Manager
에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보안 암호를 검색하도록 하는 API 호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의 AWS Secrets Manager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세요.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에 동적 파라미터 사용 시 중요한 고려 사항
동적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스택 템플릿에서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중요
한 보안 고려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secretsmanager 동적 참조는 모든 리소스 속성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retsmanager 동적 참조
를 사용하면 Secrets Manager 또는 CloudFormation 로그에 확인된 비밀 값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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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암호 값이 리소스가 사용 중인 서비스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사용을 검토하여 보안 암호 데이터 유출
을 피해야 합니다.
• Secrets Manager의 보안 암호를 업데이트해도 CloudFormation의 보안 암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
습니다. CloudFormation에서 secretsmanager 동적 참조를 업데이트하려면 secretsmanager 동적 참
조가 포함된 리소스 속성을 업데이트하거나 다른 리소스 속성을 업데이트하여 동적 참조가 포함된 리소스
를 업데이트하는 스택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템플릿에서 AWS::RDS::DBInstance 리소스의 MasterPassword 속성을
secretsmanager 동적 참조로 지정한 다음 템플릿에서 스택을 생성한다고 가정합니다. 나중에 Secret
Manager의 해당 보안 암호 값을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템플릿의 AWS::RDS::DBInstance 리소스는 업
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스택 업데이트를 수행하더라도 MasterPassword 속성의 보안 암호 값은
업데이트되지 않으며 이전 보안 암호 값을 유지합니다.
템플릿의 보안 암호 업데이트를 관리하려면 version-id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의 버전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때 템플릿에서 version-id를 업데이트하고 스택 업데이트
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세그먼트를 지정하면 EXAMPLE1-90ab-cdef-fedc-ba987EXAMPLE의
버전 ID로 MySecret 보안 암호의 버전에 대한 password 값을 검색합니다.
'{{resolve:secretsmanager:MySecret:SecretString:password:EXAMPLE1-90ab-cdef-fedcba987EXAMPLE}}'

그런 다음, password 값을 업데이트할 때 이 세그먼트를 새로운 version-id로 업데이트하고 스택 업데
이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version-id 사용에 대한 더 많은 예제는 예제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보안 서비스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암호를 자동으로 교체하는 데 Secret Manager를 사용하
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ecrets Manager 비밀 암호 교체를 참조하세요.
• secretsmanager와 같은 보안 암호 값에 대한 동적 참조는 현재 사용자 지정 리소스 (p. 588)에서 지원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권한
Secrets Manager에 저장된 보안 암호를 지정하려면 지정된 보안 암호에 대한 GetSecretValue 호출 액세
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참조 패턴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의 경우 reference-key 세그먼트는 secret id, secret value key, version stage
및 version id를 포함한 여러 세그먼트로 구성됩니다. 다음 패턴을 사용합니다.
{{resolve:secretsmanager:secret-id:secret-string:json-key:versionstage:version-id}}
secret-id
보안 암호에 대한 고유 식별자 역할을 하는 이름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WS 계정에 있는 비밀에 액세스하려면 비밀 이름만 지정해야 합니다. 다른 AWS 계정에 있는 비밀에
액세스하려면 비밀의 전체 ARN을 지정해야 합니다.
필수.
secret-string
현재 지원되는 값은 SecretString입니다. 기본값은 SecretString입니다.
json-key
검색하고자 하는 값을 보유한 키-값 페어의 키 이름을 지정합니다. json-key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CloudFormation에서 전체 암호 텍스트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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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그먼트에는 콜론 문자(:)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version-stage
버전에 연결된 레이블을 스테이징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보안 암호 버전을 지정합니다. 스테이징 레
이블은 교체 프로세스 도중 다른 버전을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version-stage을 사용하는 경
우 version-id를 지정하지 마십시오. 버전 스테이지 또는 버전 ID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AWSCURRENT의 버전 스테이지 값으로 버전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이 세그먼트에는 콜론 문자(:)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version-id
스택 작업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보안 암호의 버전에 대한 고유 식별자를 지정합니다. version-id을 지
정할 경우 version-stage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버전 스테이지 또는 버전 ID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AWSCURRENT의 버전 스테이지 값으로 버전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이 세그먼트에는 콜론 문자(:)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secret-name 및 json-key 세그먼트를 사용하여 MyRDSSecret 보안 암호에 저장
된 username 및 password 값을 검색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색된 보안 암호 버전은 버전 스테이지 값이
AWSCURRENT인 버전입니다.

JSON
{

"MyRDS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DBName": "MyRDSInstance",
"AllocatedStorage": "20",
"DBInstanceClass": "db.t2.micro",
"Engine": "mysql",
"MasterUsername":
"{{resolve:secretsmanager:MyRDSSecret:SecretString:username}}",
"MasterUserPassword":
"{{resolve:secretsmanager:MyRDSSecret:SecretString:password}}"
}
}

}

YAML
MyRDS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DBName: MyRDSInstance
AllocatedStorage: '20'
DBInstanceClass: db.t2.micro
Engine: mysql
MasterUsername: '{{resolve:secretsmanager:MyRDSSecret:SecretString:username}}'
MasterUserPassword: '{{resolve:secretsmanager:MyRDSSecret:SecretString:password}}'

다음 세그먼트를 지정하면 AWSCURRENT의 버전 스테이지 값으로 MySecret 보안 암호의 버전에 대한 전체
SecretString 필드를 검색합니다.
'{{resolve:secretsmanager:MySecret}}' or '{{resolve:secretsmanager:My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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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그먼트를 지정하면 AWSCURRENT의 버전 스테이지 값으로 MySecret SecretString의 버전에 대한 전
체 password 값을 검색합니다.
'{{resolve:secretsmanager:MySecret:SecretString:password}}'

다음 세그먼트를 지정하면 EXAMPLE1-90ab-cdef-fedc-ba987EXAMPLE의 버전 ID로 MySecret 보안 암
호의 버전에 대한 전체 password 값을 검색합니다.
'{{resolve:secretsmanager:MySecret:SecretString:password::EXAMPLE1-90ab-cdef-fedcba987EXAMPLE}}'

다음 세그먼트를 지정하면 다른 AWS 계정에서 버전 스테이지 값이 AWSCURRENT인 MySecret 비밀 버전에
대한 전체 SecretString이 검색됩니다. 다른 AWS 계정의 비밀에 액세스하려면 전체 비밀 ARN을 지정해야
합니다.
'{{resolve:secretsmanager:arn:aws:secretsmanager:us-west-2:123456789012:secret:MySecretasd123}}'

다음 세그먼트를 지정하면 다른 AWS 계정에서 버전 스테이지 값이 AWSCURRENT인 MySecret 비밀 버전에
대한 password 값이 검색됩니다. 다른 AWS 계정의 비밀에 액세스하려면 전체 비밀 ARN을 지정해야 합니
다.
'{{resolve:secretsmanager:arn:aws:secretsmanager:us-west-2:123456789012:secret:MySecretasd123:SecretString:password}}'

다음 세그먼트를 지정하면 다른 AWS 계정에서 버전 스테이지 값이 AWSPENDING인 MySecret 비밀 버전에
대한 password 값이 검색됩니다. 다른 AWS 계정의 비밀에 액세스하려면 전체 비밀 ARN을 지정해야 합니
다.
'{{resolve:secretsmanager:arn:aws:secretsmanager:uswest-2:123456789012:secret:MySecretName-asd123:SecretString:password:AWSPENDING}}'

규칙
선택적 Rules 섹션에서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템플릿에 전달된 파라미터 또는 파라미터의 조합
을 검증합니다. 템플릿 규칙을 사용하려면 어설션 다음에 템플릿에서 Rules를 명시적으로 선언합니다. 규칙
섹션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전에 파라미터 값을 검증합니다.

규칙 작업
각 템플릿 규칙은 두 가지 속성으로 구성됩니다.
• 규칙 조건(선택 사항) — 규칙을 적용하는 시점을 결정합니다.
• 어설션(필수) — 사용자가 특정 파라미터에 대해 지정할 수 있는 값을 설명합니다.
규칙에는 RuleCondition 속성이 포함될 수 있으며, Assertions 속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규칙은
하나의 규칙 조건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Assertions 속성 안에서 하나 이상의 어설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
다. 규칙 조건을 정의하지 않은 경우, 규칙의 어설션이 항상 적용됩니다.

규칙별 내장 함수
규칙 조건과 어설션을 정의하려면 템플릿의 Rules 섹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인 규칙 관련 내장 함
수를 사용합니다. 함수를 중첩할 수 있지만, 규칙 조건 또는 어설션의 최종 결과가 true이거나 false여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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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칙 관련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규칙 조건과 어설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Fn::And
• Fn::Contains
• Fn::EachMemberEquals
• Fn::EachMemberIn
• Fn::Equals
• Fn::If
• Fn::Not
• Fn::Or
• Fn::RefAll
• Fn::ValueOf
• Fn::ValueOfAll
규칙별 내장 함수는 규칙의 조건 또는 어설션에서 사용합니다. 이 조건 속성은 AWS CloudFormation이 어설
션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건이 true로 평가되면 AWS CloudFormation은 프로비저닝된 제품이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될 때 파라미터 값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설션을 평가합니다. 파라미터 값
이 유효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은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false로
평가되면 AWS CloudFormation은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지 않고 스택 작업을 진행합니다.

구문
JSON
템플릿의 Rules 섹션은 키 이름 Rules와 그 뒤에 이어지는 콜론 하나로 구성됩니다. 모든 규칙 선언을 괄호
로 묶어야 합니다. 규칙을 여러 개 선언할 경우 쉼표로 구분됩니다. 각 규칙에 대해 인용 부호 안의 논리적 이
름과 그 뒤에 오는 콜론, 그리고 규칙 조건과 어설션을 묶는 중괄호를 선언합니다.
{

"Rules": {
"Rule01": {
"RuleCondition": {
"rule-specific intrinsic function": "Value01"
},
"Assertions": [
{
"Assert": {
"rule-specific intrinsic function": "Value02"
},
"AssertDescription": "Information about this assert"
},
{
"Assert": {
"rule-specific intrinsic function": "Value03"
},
"AssertDescription": "Information about this assert"
}
]
},
"Rule02": {
"Assertions": [
{
"Assert": {
"rule-specific intrinsic function": "Valu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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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AssertDescription": "Information about this assert"

YAML
Rules:
Rule01:
RuleCondition:
rule-specific intrinsic function: Value01
Assertions:
- Assert:
rule-specific intrinsic function: Value02
AssertDescription: Information about this assert
- Assert:
rule-specific intrinsic function: Value03
AssertDescription: Information about this assert
Rule02:
Assertions:
- Assert:
rule-specific intrinsic function: Value04
AssertDescription: Information about this assert

예제
조건부로 파라미터 값 확인
다음 예제에서는 규칙 두 개가 InstanceType 파라미터의 값을 검사합니다. 환경 파라미터(test 또는
prod)의 값에 따라 사용자는 InstanceType 파라미터에 대해 a1.medium 또는 a1.large를 지정해야 합
니다. InstanceType 및 Environment 파라미터는 동일한 템플릿의 Parameters 섹션에서 선언해야 합
니다.

예: JSON
{

"Rules": {
"testInstanceType": {
"RuleCondition": {
"Fn::Equals": [
{
"Ref": "Environment"
},
"test"
]
},
"Assertions": [
{
"Assert": {
"Fn::Contains": [
[
"a1.medium"
],
{
"Ref": "InstanceTyp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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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rtDescription": "For a test environment, the instance type must be

a1.medium"
]

}

},
"prodInstanceType": {
"RuleCondition": {
"Fn::Equals": [
{
"Ref": "Environment"
},
"prod"
]
},
"Assertions": [
{
"Assert": {
"Fn::Contains": [
[
"a1.large"
],
{
"Ref": "InstanceType"
}
]
},
"AssertDescription": "For a production environment, the instance type
must be a1.large"
}
]
}
}

}

예: YAML
Rules:
testInstanceType:
RuleCondition: !Equals
- !Ref Environment
- test
Assertions:
- Assert:
'Fn::Contains':
- - a1.medium
- !Ref InstanceType
AssertDescription: 'For a test environment, the instance type must be a1.medium'
prodInstanceType:
RuleCondition: !Equals
- !Ref Environment
- prod
Assertions:
- Assert:
'Fn::Contains':
- - a1.large
- !Ref InstanceType
AssertDescription: 'For a production environment, the instance type must be
a1.large'

파라미터 간 검증
다음 템플릿 예제에서는 Amazon EC2 Auto Scaling과 Elastic Load Balancing을 사용하고 여러 가용 영역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샘플 웹사이트를 생성합니다. 또한 이 템플릿에 포함된 CloudWatch 경보는 정의된 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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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초과할 때 조정 정책을 실행하여 Auto Scaling 그룹에 인스턴스를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이 템플릿은
하나 이상의 Amazon EC2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Note
이 템플릿에서 스택을 생성할 경우 사용한 AWS 리소스에 대한 요금이 청구됩니다.

예: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for using Assertions: Create a load
balanced, Auto Scaled sample website where the instances are locked down to only accept
traffic from the load balancer. This example creates an Auto Scaling group behind a load
balancer with a health check. The web site is available on port 80 or 443 based on the
input."
"Parameters": {
"VpcId": {
"Type": "AWS::EC2::VPC::Id",
"Description": "VpcId of your existing Virtual Private Cloud (VPC)",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the VPC Id of an existing Virtual Private
Cloud."
},
"Subnets": {
"Type": "List<AWS::EC2::Subnet::Id>",
"Description": "The list of SubnetIds in your Virtual Private Cloud (VPC)",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list of at least two existing subnets
associated with at least two different availability zones. They should be residing in the
selected Virtual Private Cloud."
},
"InstanceType": {
"Description": "WebServer EC2 instance type",
"Type": "String",
"Default": "t2.small",
"AllowedValues": [
"t2.nano",
"t2.micro",
"t2.small",
"t2.medium",
"t2.large",
"m4.large",
"m4.xlarge",
"m4.2xlarge",
"m4.4xlarge",
"m4.10xlarge",
"m3.medium",
"m3.large",
"m3.xlarge",
"m3.2xlarge",
"c4.large",
"c4.xlarge",
"c4.2xlarge",
"c4.4xlarge",
"c4.8xlarge",
"c3.large",
"c3.xlarge",
"c3.2xlarge",
"c3.4xlarge",
"c3.8xlarge",
"r3.large",
"r3.xlarge"
],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EC2 instance 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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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ame": {
"Description":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instances",
"Type": "AWS::EC2::KeyPair::KeyName",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the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
"SSHLocation": {
"Description": "The IP address range that can be used to SSH to the EC2
instances",
"Type": "String",
"MinLength": "9",
"MaxLength": "18",
"Default": "0.0.0.0/0",
"AllowedPattern": "(\\d{1,3})\\.(\\d{1,3})\\.(\\d{1,3})\\.(\\d{1,3})/(\
\d{1,2})",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IP CIDR range of the form x.x.x.x/x."
},
"UseSSL": {
"AllowedValues": [
"Yes",
"No"
],
"ConstraintDescription": "Select Yes to create a HTTPS Listener",
"Default": "No",
"Description": "Select \"Yes\" to implement SSL, \"No\" to skip (default).",
"Type": "String"
},
"ALBSSLCertificateARN": {
"Default": "",
"Description": "[Optional] The ARN of the SSL certificate to be used for the
Application Load Balancer",
"Type": "String"
},
"HostedZoneName": {
"AllowedPattern": "^$|(([a-zA-Z0-9]|[a-zA-Z0-9][a-zA-Z0-9\\-]*[a-zA-Z0-9])\
\.)*([A-Za-z0-9]|[A-Za-z0-9][A-Za-z0-9\\-]*[A-Za-z0-9])$",
"Default": "",
"Description": "[Optional] The domain name of a valid Hosted Zone on AWS.",
"Type": "String"
}
},
"Conditions": {
"UseALBSSL": {
"Fn::Not": [
{
"Fn::Equals": [
{
"Ref": "UseSSL"
},
"Yes"
]
}
]
}
},
"Rules": {
"SubnetsInVPC": {
"Assertions": [
{
"Assert": {
"Fn::EachMemberIn": [
{
"Fn::ValueOfAll": [
"AWS::EC2::Subnet::Id",
"Vpc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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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Fn::RefAll": "AWS::EC2::VPC::Id"

]
},
"AssertDescription": "All subnets must in the VPC"

},
"ValidateHostedZone": {
"RuleCondition": {
"Fn::Equals": [
{
"Ref": "UseSSL"
},
"Yes"
]
},
"Assertions": [
{
"Assert": {
"Fn::Not": [
{
"Fn::Equals": [
{
"Ref": "ALBSSLCertificateARN"
},
""
]
}
]
},
"AssertDescription": "ACM Certificate value cannot be empty if SSL is
required"
},
{
"Assert": {
"Fn::Not": [
{
"Fn::Equals": [
{
"Ref": "HostedZoneName"
},
""
]
}
]
},
"AssertDescription": "Route53 Hosted Zone Name is mandatory when SSL is
required"
}
]
}
},
"Mappings": {
"AWSAMIRegionMap": {
"AMI": {
"AMZNLINUXHVM": "amzn-ami-hvm-2017.09.1.20171120-x86_64-gp2"
},
"ap-northeast-1": {
"AMZNLINUXHVM": "ami-da9e2cbc"
},
"ap-northeast-2": {
"AMZNLINUXHVM": "ami-1196317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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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south-1": {
"AMZNLINUXHVM":
},
"ap-southeast-1": {
"AMZNLINUXHVM":
},
"ap-southeast-2": {
"AMZNLINUXHVM":
},
"ca-central-1": {
"AMZNLINUXHVM":
},
"eu-central-1": {
"AMZNLINUXHVM":
},
"eu-west-1": {
"AMZNLINUXHVM":
},
"eu-west-2": {
"AMZNLINUXHVM":
},
"sa-east-1": {
"AMZNLINUXHVM":
},
"us-east-1": {
"AMZNLINUXHVM":
},
"us-east-2": {
"AMZNLINUXHVM":
},
"us-west-1": {
"AMZNLINUXHVM":
},
"us-west-2": {
"AMZNLINUXHVM":
}

"ami-d5c18eba"
"ami-c63d6aa5"
"ami-ff4ea59d"
"ami-d29e25b6"
"ami-bf2ba8d0"
"ami-1a962263"
"ami-e7d6c983"
"ami-286f2a44"
"ami-55ef662f"
"ami-15e9c770"
"ami-a51f27c5"
"ami-bf4193c7"

}
},
"Resources": {
"WebServerGroup": {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
"VPCZoneIdentifier": {
"Ref": "Subnets"
},
"LaunchConfigurationName": {
"Ref": "LaunchConfig"
},
"MinSize": "2",
"MaxSize": "2",
"TargetGroupARNs": [
{
"Ref": "ALBTargetGroup"
}
]
},
"CreationPolicy": {
"ResourceSignal": {
"Timeout": "PT15M"
}
},
"UpdatePolicy": {
"AutoScalingRollingUpdate": {
"MinInstancesInService": "1",
"MaxBatchSize": "1",
"PauseTime": "PT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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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OnResourceSignals": "true"

}
},
"LaunchConfig": {
"Typ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Metadata": {
"Comment": "Install a simple application",
"AWS::CloudFormation::Init": {
"config": {
"packages": {
"yum": {
"httpd": []
}
},
"files": {
"/var/www/html/index.html": {
"content": {
"Fn::Join": [
"\n",
[
"<h1>Congratulations, you have successfully
launched the AWS CloudFormation sample.<h1>"
]
]
},
"mode": "000644",
"owner": "root",
"group": "root"
},
"/etc/cfn/cfn-hup.conf": {
"content": {
"Fn::Join": [
"",
[
"[main]\n",
"stack=",
{
"Ref": "AWS::StackId"
},
"\n",
"region=",
{
"Ref": "AWS::Region"
},
"\n"
]
]
},
"mode": "000400",
"owner": "root",
"group": "root"
},
"/et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
"content": {
"Fn::Join": [
"",
[
"[cfn-auto-reloader-hook]\n",
"triggers=post.update\n",
"path=Resources.LaunchConfig.Metadata.AWS::CloudFormation::Init\n",
"action=/opt/aws/bin/cfn-init -v ",
"
--stack ",
{
"Ref": "AWS::Stac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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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resource LaunchConfig ",
--region ",

"Ref": "AWS::Region"
},
"\n",
"runas=root\n"

},
"mode": "000400",
"owner": "root",
"group": "root"

}

}

}
},
"services": {
"sysvinit": {
"httpd": {
"enabled": "true",
"ensureRunning": "true"
},
"cfn-hup": {
"enabled": "true",
"ensureRunning": "true",
"files": [
"/etc/cfn/cfn-hup.conf",
"/et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
}
}
}

},
"Properties": {
"ImageId": {
"Fn::FindInMap": [
"AWSAMIRegionMap",
{
"Ref": "AWS::Region"
},
"AMZNLINUXHVM"
]
},
"SecurityGroups": [
{
"Ref": "InstanceSecurityGroup"
}
],
"InstanceType": {
"Ref": "InstanceType"
},
"KeyName": {
"Ref": "KeyName"
},
"UserData": {
"Fn::Base64": {
"Fn::Join": [
"",
[
"#!/bin/bash -xe\n",
"yum update -y aws-cfn-bootstrap\n",
"/opt/aws/bin/cfn-init -v ",
"
--stac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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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Ref": "AWS::StackName"
--resource LaunchConfig ",
--region ",

"Ref": "AWS::Region"
},
"\n",
"/opt/aws/bin/cfn-signal -e $? ",
"
--stack ",
{
"Ref":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Group ",
"
--region ",
{
"Ref": "AWS::Region"
},
"\n"

}
},
"ELB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Allow access to the ELB",
"VpcId": {
"Ref": "VpcId"
},
"SecurityGroupIngress": [
{
"Fn::If": [
"UseALBSSL",
{
"IpProtocol": "tcp",
"FromPort": 443,
"ToPort": 443,
"CidrIp": "0.0.0.0/0"
},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
]
}
]
}
},
"ApplicationLoadBalanc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
"Subnets": {
"Ref": "Subnets"
},
"SecurityGroups": [
{
"Ref": "ELBSecurityGrou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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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ALBListen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
"DefaultActions": [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
"Ref": "ALBTargetGroup"
}
}
],
"LoadBalancerArn": {
"Ref": "ApplicationLoadBalancer"
},
"Port": {
"Fn::If": [
"UseALBSSL",
443,
80
]
},
"Protocol": {
"Fn::If": [
"UseALBSSL",
"HTTPS",
"HTTP"
]
},
"Certificates": [
{
"Fn::If": [
"UseALBSSL",
{
"CertificateArn": {
"Ref": "ALBSSLCertificateARN"
}
},
{
"Ref": "AWS::NoValue"
}
]
}
]
}
},
"ALBTargetGroup":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
"HealthCheckIntervalSeconds": 30,
"HealthCheckTimeoutSeconds": 5,
"HealthyThresholdCount": 3,
"Port": 80,
"Protocol": "HTTP",
"UnhealthyThresholdCount": 5,
"VpcId": {
"Ref": "VpcId"
}
}
},
"Instance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Enable SSH access and HTTP access on the inbound
"SecurityGroupIngre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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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SourceSecurityGroupId": {
"Fn::Select": [
0,
{
"Fn::GetAtt": [
"ApplicationLoadBalancer",
"SecurityGroups"
]
}
]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
"Ref": "SSHLocation"
}

}
],
"VpcId": {
"Ref": "VpcId"
}

}
},
"RecordSet": {
"Type": "AWS::Route53::RecordSetGroup",
"Condition": "UseALBSSL",
"Properties": {
"HostedZoneName": {
"Fn::Join": [
"",
[
{
"Ref": "HostedZoneName"
},
"."
]
]
},
"RecordSets": [
{
"Name": {
"Fn::Join": [
"",
[
{
"Fn::Select": [
"0",
{
"Fn::Split": [
".",
{
"Fn::GetAtt": [
"ApplicationLoadBalancer",
"DNSName"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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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Ref": "HostedZoneName"

},
"Type": "A",
"AliasTarget": {
"DNSName": {
"Fn::GetAtt": [
"ApplicationLoadBalancer",
"DNSName"
]
},
"EvaluateTargetHealth": true,
"HostedZoneId": {
"Fn::GetAtt": [
"ApplicationLoadBalancer",
"CanonicalHostedZoneID"
]
}
}

},
"Outputs": {
"URL": {
"Description": "URL of the website",
"Value": {
"Fn::Join": [
"",
[
{
"Fn::If": [
"UseALBSSL",
{
"Fn::Join": [
"",
[
"https://",
{
"Fn::Join": [
"",
[
{
"Fn::Select": [
"0",
{
"Fn::Split": [
".",
{
"Fn::GetAtt": [
"ApplicationLoadBalanc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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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Ref": "HostedZoneName"

"Fn::Join": [
"",
[
"http://",
{
"Fn::GetAtt": [
"ApplicationLoadBalancer",
"DNSName"
]
}
]
]

예: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for using Assertions: Create a load balanced,
Auto Scaled sample website where the instances are locked down to only accept
traffic from the load balancer. This example creates an Auto Scaling group
behind a load balancer with a health check. The web site is available on port
80 or 443 based on the input.
Parameters:
VpcId:
Type: 'AWS::EC2::VPC::Id'
Description: VpcId of your existing Virtual Private Cloud (VPC)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the VPC Id of an existing Virtual Private Cloud.
Subnets:
Type: 'List <AWS::EC2::Subnet::Id>'
Description: The list of SubnetIds in your Virtual Private Cloud (VPC)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list of at least two existing subnets associated with at least
two different availability zones. They should be residing in the selected
Virtual Private Cloud.
InstanceType:
Description: WebServer EC2 instance type
Type: String
Default: t2.small
AllowedValues:
- t2.nano
- t2.micro
- t2.small
- t2.medium
- t2.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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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4.large
- m4.xlarge
- m4.2xlarge
- m4.4xlarge
- m4.10xlarge
- m3.medium
- m3.large
- m3.xlarge
- m3.2xlarge
- c4.large
- c4.xlarge
- c4.2xlarge
- c4.4xlarge
- c4.8xlarge
- c3.large
- c3.xlarge
- c3.2xlarge
- c3.4xlarge
- c3.8xlarge
- r3.large
- r3.xlarge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EC2 instance type.
KeyName:
Description: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instances
Type: 'AWS::EC2::KeyPair::KeyName'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the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SSHLocation:
Description: The IP address range that can be used to SSH to the EC2 instances
Type: String
MinLength: '9'
MaxLength: '18'
Default: 0.0.0.0/0
AllowedPattern: '(\d{1,3})\.(\d{1,3})\.(\d{1,3})\.(\d{1,3})/(\d{1,2})'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IP CIDR range of the form x.x.x.x/x.
UseSSL:
AllowedValues:
- 'Yes'
- 'No'
ConstraintDescription: Select Yes to create a HTTPS Listener
Default: 'No'
Description: 'Select "Yes" to implement SSL, "No" to skip (default).'
Type: String
ALBSSLCertificateARN:
Default: ''
Description: >[Optional] The ARN of the SSL certificate to be used for the Application
Load Balancer
Type: String
HostedZoneName:
AllowedPattern: >^$|(([a-zA-Z0-9]|[a-zA-Z0-9][a-zA-Z0-9\-]*[a-zA-Z0-9])\.)*([A-Za-z0-9]|[A-Za-z0-9][AZa-z0-9\-]*[A-Za-z0-9])$
Default: ''
Description: '[Optional] The domain name of a valid Hosted Zone on AWS.'
Type: String
Conditions:
UseALBSSL: !Not
- !Equals
- !Ref UseSSL
- 'Yes'
Rules:
SubnetsInVPC:
Assertions:
- Assert:
'Fn::EachMemberIn':
- 'Fn::ValueO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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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EC2::Subnet::Id'
- VpcId
- 'Fn::RefAll': 'AWS::EC2::VPC::Id'
AssertDescription: All subnets must in the VPC
ValidateHostedZone:
RuleCondition: !Equals
- !Ref UseSSL
- 'Yes'
Assertions:
- Assert: !Not
- !Equals
- !Ref ALBSSLCertificateARN
- ''
AssertDescription: ACM Certificate value cannot be empty if SSL is required
- Assert: !Not
- !Equals
- !Ref HostedZoneName
- ''
AssertDescription: Route53 Hosted Zone Name is mandatory when SSL is required
Mappings:
AWSAMIRegionMap:
AMI:
AMZNLINUXHVM: amzn-ami-hvm-2017.09.1.20171120-x86_64-gp2
ap-northeast-1:
AMZNLINUXHVM: ami-da9e2cbc
ap-northeast-2:
AMZNLINUXHVM: ami-1196317f
ap-south-1:
AMZNLINUXHVM: ami-d5c18eba
ap-southeast-1:
AMZNLINUXHVM: ami-c63d6aa5
ap-southeast-2:
AMZNLINUXHVM: ami-ff4ea59d
ca-central-1:
AMZNLINUXHVM: ami-d29e25b6
eu-central-1:
AMZNLINUXHVM: ami-bf2ba8d0
eu-west-1:
AMZNLINUXHVM: ami-1a962263
eu-west-2:
AMZNLINUXHVM: ami-e7d6c983
sa-east-1:
AMZNLINUXHVM: ami-286f2a44
us-east-1:
AMZNLINUXHVM: ami-55ef662f
us-east-2:
AMZNLINUXHVM: ami-15e9c770
us-west-1:
AMZNLINUXHVM: ami-a51f27c5
us-west-2:
AMZNLINUXHVM: ami-bf4193c7
Resources:
WebServerGroup: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VPCZoneIdentifier: !Ref Subnets
LaunchConfigurationName: !Ref LaunchConfig
MinSize: '2'
MaxSize: '2'
TargetGroupARNs:
- !Ref ALBTargetGroup
CreationPolicy:
ResourceSignal:
Timeout: PT15M
UpdatePolicy:
AutoScalingRolling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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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nstancesInService: '1'
MaxBatchSize: '1'
PauseTime: PT15M
WaitOnResourceSignals: 'true'
LaunchConfig:
Typ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Metadata:
Comment: Install a simple application
'AWS::CloudFormation::Init':
config:
packages:
yum:
httpd: []
files:
/var/www/html/index.html:
content: !Join
- |+
- - ><h1>Congratulations, you have successfully launched the AWS
CloudFormation sample.<h1>
mode: '000644'
owner: root
group: root
/etc/cfn/cfn-hup.conf:
content: !Join
- ''
- - |
[main]
- stack=
- !Ref 'AWS::StackId'
- |+
- region=
- !Ref 'AWS::Region'
- |+
mode: '000400'
owner: root
group: root
/et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content: !Join
- ''
- - |
[cfn-auto-reloader-hook]
- |
triggers=post.update
- >
path=Resources.LaunchConfig.Metadata.AWS::CloudFormation::Init
- 'action=/opt/aws/bin/cfn-init -v '
- '
--stack '
- !Ref 'AWS::StackName'
- '
--resource LaunchConfig '
- '
--region '
- !Ref 'AWS::Region'
- |+
- |
runas=root
mode: '000400'
owner: root
group: root
services:
sysvinit:
httpd:
enabled: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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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eRunning: 'true'
cfn-hup:
enabled: 'true'
ensureRunning: 'true'
files:
- /etc/cfn/cfn-hup.conf
- /et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Properties:
ImageId: !FindInMap
- AWSAMIRegionMap
- !Ref 'AWS::Region'
- AMZNLINUXHVM
SecurityGroups:
- !Ref InstanceSecurityGroup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KeyName: !Ref KeyName
UserData: !Base64
'Fn::Join':
- ''
- - |
#!/bin/bash -xe
- |
yum update -y aws-cfn-bootstrap
- '/opt/aws/bin/cfn-init -v '
- '
--stack '
- !Ref 'AWS::StackName'
- '
--resource LaunchConfig '
- '
--region '
- !Ref 'AWS::Region'
- |+
-

'/opt/aws/bin/cfn-signal -e $? '
'
--stack '
!Ref 'AWS::StackName'
'
--resource WebServerGroup '
'
--region '
!Ref 'AWS::Region'
|+

ELB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Allow access to the ELB
VpcId: !Ref VpcId
SecurityGroupIngress:
- !If
- UseALBSSL
- IpProtocol: tcp
FromPort: 443
ToPort: 443
CidrIp: 0.0.0.0/0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Application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ubnets: !Ref Subnets
SecurityGroups:
- !Ref ELBSecurityGroup
ALBListen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DefaultActions:
- Type: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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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GroupArn: !Ref ALBTargetGroup
LoadBalancerArn: !Ref ApplicationLoadBalancer
Port: !If
- UseALBSSL
- 443
- 80
Protocol: !If
- UseALBSSL
- HTTPS
- HTTP
Certificates:
- !If
- UseALBSSL
- CertificateArn: !Ref ALBSSLCertificateARN
- !Ref 'AWS::NoValue'
ALBTargetGroup: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HealthCheckIntervalSeconds: 30
HealthCheckTimeoutSeconds: 5
HealthyThresholdCount: 3
Port: 80
Protocol: HTTP
UnhealthyThresholdCount: 5
VpcId: !Ref VpcId
Instance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Enable SSH access and HTTP access on the inbound port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SourceSecurityGroupId: !Select
- 0
- !GetAtt
- ApplicationLoadBalancer
- SecurityGroups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Ref SSHLocation
VpcId: !Ref VpcId
RecordSet:
Type: 'AWS::Route53::RecordSetGroup'
Condition: UseALBSSL
Properties:
HostedZoneName: !Join
- ''
- - !Ref HostedZoneName
- .
RecordSets:
- Name: !Join
- ''
- - !Select
- '0'
- !Split
- .
- !GetAtt
- ApplicationLoadBalancer
- DNSName
- .
- !Ref HostedZoneName
- .
Type: A
Alias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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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Name: !GetAtt
- ApplicationLoadBalancer
- DNSName
EvaluateTargetHealth: true
HostedZoneId: !GetAtt
- ApplicationLoadBalancer
- CanonicalHostedZoneID

Outputs:
URL:
Description: URL of the website
Value: !Join
- ''
- - !If
- UseALBSSL
- !Join
- ''
- - 'https://'
- !Join
- ''
- - !Select
- '0'
- !Split
- .
- !GetAtt
- ApplicationLoadBalancer
- DNSName
- .
- !Ref HostedZoneName
- .
- !Join
- ''
- - 'http://'
- !GetAtt
- ApplicationLoadBalancer
- DNSName

AWS 규칙 함수
규칙의 조건 또는 어설션에서 Fn::Equals, Fn::Not 및 Fn::RefAll 등의 내장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이 조건 속성은 AWS CloudFormation이 어설션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건이 true로 평가되
면 CloudFormation은 프로비저닝된 제품이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될 때 파라미터 값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어설션을 평가합니다. 파라미터 값이 유효하지 않으면 CloudFormation은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
이트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false로 평가되면 CloudFormation은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지 않고 스택 작업을
진행합니다.
함수
• Fn::And (p. 314)
• Fn::Contains (p. 314)
• Fn::EachMemberEquals (p. 315)
• Fn::EachMemberIn (p. 315)
• Fn::Equals (p. 316)
• Fn::Not (p. 316)
• Fn::Or (p. 316)
• Fn::RefAll (p. 317)
• Fn::ValueOf (p. 317)
• Fn::ValueOfAll (p. 318)
• 지원되는 함수 (p.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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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되는 속성 (p. 318)

Fn::And
모든 지정된 조건이 true로 평가되면 true를 반환하고, 조건 중 하나라도 false로 평가되면 false를 반
환합니다. Fn::And는 AND 연산자 역할을 합니다. 포함할 수 있는 최소 조건 수는 2이고 최대값은 10입니
다.

선언
"Fn::And" : [{condition}, {...}]

파라미터
condition
true 또는 false로 평가되는 규칙 관련 내장 함수입니다.

예
다음 예제가 true로 평가되려면 참조된 보안 그룹 이름이 sg-mysggroup과 같고 InstanceType 파라미
터 값이 m1.large 또는 m1.small이어야 합니다.
"Fn::And" : [
{"Fn::Equals" : ["sg-mysggroup", {"Ref" : "ASecurityGroup"}]},
{"Fn::Contains" : [["m1.large", "m1.small"], {"Ref" : "InstanceType"}]}
]

Fn::Contains
지정된 문자열이 문자열 목록의 값과 하나 이상 일치하면 true를 반환합니다.

선언
"Fn::Contains" : [[list_of_strings], string]

파라미터
list_of_strings
문자열 목록입니다(예 "A", "B", "C").
string
문자열 목록과 비교하려는 문자열입니다(예: "A").

예
다음 함수가 true로 평가되려면 InstanceType 파라미터 값이 목록(m1.large 또는 m1.small)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Fn::Contains" : [
["m1.large", "m1.small"], {"Ref" : "Instance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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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EachMemberEquals
지정된 문자열이 목록의 모든 값과 일치하면 true를 반환합니다.

선언
"Fn::EachMemberEquals" : [[list_of_strings], string]

파라미터
list_of_strings
문자열 목록입니다(예 "A", "B", "C").
string
문자열 목록과 비교하려는 문자열입니다(예: "A").

예
AWS::EC2::VPC::Id 유형의 모든 파라미터의 Department 태그가 IT 값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 함수는
true를 반환합니다.
"Fn::EachMemberEquals" : [
{"Fn::ValueOfAll" : ["AWS::EC2::VPC::Id", "Tags.Department"]}, "IT"
]

Fn::EachMemberIn
문자열 목록의 각 멤버가 두 번째 문자열 목록의 값과 하나 이상 일치하면 true를 반환합니다.

선언
"Fn::EachMemberIn" : [[strings_to_check], [strings_to_match]]

파라미터
strings_to_check
"A", "B", "C" 같은 문자열의 목록입니다. CloudFormation은 strings_to_check 파라미터의 각
멤버가 strings_to_match 파라미터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strings_to_match
문자열 목록입니다(예 "A", "B", "C"). strings_to_match 파라미터의 각 멤버를
strings_to_check 파라미터의 멤버와 비교합니다.

예
다음 함수는 사용자가 유효한 Virtual Private Cloud(VPC)에 있는 서브넷을 지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VPC는 사용자가 스택을 작업하는 계정과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함수는 AWS::EC2::Subnet::Id 유형
의 모든 파라미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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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EachMemberIn" : [
{"Fn::ValueOfAll" : ["AWS::EC2::Subnet::Id", "VpcId"]}, {"Fn::RefAll" :
"AWS::EC2::VPC::Id"}
]

Fn::Equals
두 값을 비교하여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두 값이 같으면 true를 반환하고 다르면 false를 반환합니
다.

선언
"Fn::Equals" : ["value_1", "value_2"]

파라미터
value
다른 값과 비교하려는 유형의 값입니다.

예
다음 예제가 true로 평가되려면 EnvironmentType 파라미터의 값이 prod와 같아야 합니다.
"Fn::Equals" : [{"Ref" : "EnvironmentType"}, "prod"]

Fn::Not
false로 평가되는 조건에 대해 true를 반환하고 true로 평가되는 조건에 대해 false를 반환합니다.
Fn::Not는 NOT 연산자 역할을 합니다.

선언
"Fn::Not" : [{condition}]

파라미터
condition
true 또는 false로 평가되는 규칙 관련 내장 함수입니다.

예
다음 예제가 true로 평가되려면 EnvironmentType 파라미터의 값이 prod와 같지 않아야 합니다.
"Fn::Not" : [{"Fn::Equals" : [{"Ref" : "EnvironmentType"}, "prod"]}]

Fn::Or
지정된 조건 중 하나라도 true로 평가되면 true를 반환하고, 모든 조건이 false로 평가되면 false를 반
환합니다. Fn::Or는 OR 연산자 역할을 합니다. 포함할 수 있는 최소 조건 수는 2이고 최대값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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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Fn::Or" : [{condition}, {...}]

파라미터
condition
true 또는 false로 평가되는 규칙 관련 내장 함수입니다.

예
다음 예제가 true로 평가되려면 참조된 보안 그룹 이름이 sg-mysggroup과 같거나 InstanceType 파라
미터 값이 m1.large 또는 m1.small이어야 합니다.
"Fn::Or" : [
{"Fn::Equals" : ["sg-mysggroup", {"Ref" : "ASecurityGroup"}]},
{"Fn::Contains" : [["m1.large", "m1.small"], {"Ref" : "InstanceType"}]}
]

Fn::RefAll
지정된 파라미터 유형에 대해 모든 값을 반환합니다.

선언
"Fn::RefAll" : "parameter_type"

파라미터
parameter_type
AWS 특정 파라미터 유형입니다(예: AWS::EC2::SecurityGroup::Id 또는 AWS::EC2::VPC::Id).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의 파라미터를 참조하십시오.

예
다음 함수는 스택이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되는 리전 및 AWS 계정의 모든 VPC ID 목록을 반환합니다.
"Fn::RefAll" : "AWS::EC2::VPC::Id"

Fn::ValueOf
특정 파라미터 및 속성의 속성 값 또는 값 목록을 반환합니다.

선언
"Fn::ValueOf" : [ "parameter_logical_id", "attribute" ]

파라미터
attribute
값을 가져올 속성의 이름입니다. 속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속성 (p. 318)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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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_logical_id
속성 값을 가져올 파라미터의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템플릿의 Parameters 섹션에서 선언해야 합
니다.

예
다음 예제는 ElbVpc 파라미터에서 지정한 VPC의 Department 태그 값을 반환합니다.
"Fn::ValueOf" : ["ElbVpc", "Tags.Department"]

파라미터 하나에 값을 여러 개 지정하면 Fn::ValueOf 함수가 목록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브넷을
여러 개 지정하고 각 멤버가 특정 서브넷의 가용 영역인 가용 영역 목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Fn::ValueOf" : ["ListOfElbSubnets", "AvailabilityZone"]

Fn::ValueOfAll
지정된 파라미터 유형 및 속성의 모든 속성 값 목록을 반환합니다.

선언
"Fn::ValueOfAll" : ["parameter_type", "attribute"]

파라미터
attribute
값을 가져올 속성의 이름입니다. 속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속성 (p. 318)을 참조하십시오.
parameter_type
AWS 특정 파라미터 유형입니다(예: AWS::EC2::SecurityGroup::Id 또는 AWS::EC2::VPC::Id).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의 파라미터를 참조하십시오.

예
다음 예제에서 Fn::ValueOfAll 함수는 값 목록을 반환합니다. 여기에서 각 멤버는 Department 태그가
있는 VPC의 해당 태그 값입니다.
"Fn::ValueOfAll" : ["AWS::EC2::VPC::Id", "Tags.Department"]

지원되는 함수
Fn::ValueOf 및 Fn::ValueOfAll 함수 내에서는 다른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타 모든 규
칙 관련 내장 함수 내에서 다음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Ref
• 다른 규칙 관련 내장 함수

지원되는 속성
다음 목록은 특정 리소스 및 파라미터 유형에 대해 가져올 수 있는 속성 값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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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2::VPC::Id 파라미터 유형 또는 VPC ID
• DefaultNetworkAcl
• DefaultSecurityGroup
• 태그.tag_key
AWS::EC2::Subnet::Id 파라미터 유형 또는 서브넷 ID
• AvailabilityZone
• 태그.tag_key
• VpcId
AWS::EC2::SecurityGroup::Id 파라미터 유형 또는 보안 그룹 ID
• 태그.tag_key

매핑
Mappings 섹션(선택 사항)은 키를 해당하는 명명된 값 세트와 맞춥니다. 예를 들어 리전에 따라 값을 설정
하려면 리전 이름을 키로 사용하고 각각의 특정 리전에 대해 지정할 값을 포함하는 매핑을 생성할 수 있습니
다. Fn::FindInMap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맵에서 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Mappings 섹션에는 파라미터, 가상 파라미터 또는 내장 함수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구문
Mappings 섹션은 키 이름 Mappings로 이루어집니다. 매핑의 키는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값은 String이
나 List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Mapping01(논리적 이름)이라는 매핑 하나가 있는 Mappings
섹션을 보여줍니다.
매핑 내에서 각 맵은 키이며 그 뒤에는 다른 매핑이 이어집니다. 키는 이름-값 페어의 맵이어야 하며 매핑 내
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이름에는 영숫자(A-Za-z0-9)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JSON
"Mappings" : {
"Mapping01" : {
"Key01" : {
"Name" : "Value01"
},
"Key02" : {
"Name" : "Value02"
},
"Key03" : {
"Name" : "Value03"
}
}
}

YAML
Mappings:
Mapping01:
Key01:
Name: Value01
Key02:
Name: Value02
Key03:
Name: Valu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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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기본 매핑
다음 예제에서는 Mappings 맵을 사용하는 RegionMap 매핑을 보여줍니다. 이 매핑에는 단일 문자열 값을
포함하는 이름-값 페어로 매핑된 다섯 개 키가 들어 있습니다. 키는 리전 이름입니다. 각 이름-값 페어는 키로
표현되는 리전의 HVM64 AMI용 AMI ID입니다.
이름-값 페어에는 이름(이 예제에서는 HVM64)과 값이 지정됩니다. 값에 이름을 지정하여 두 개 이상의 값 세
트를 키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JSON
"Mappings" : {
"RegionMap" : {
"us-east-1"
"us-west-1"
"eu-west-1"
"ap-southeast-1"
"ap-northeast-1"
}
}

:
:
:
:
:

{
{
{
{
{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
:
:
:
:

"ami-0ff8a91507f77f867"},
"ami-0bdb828fd58c52235"},
"ami-047bb4163c506cd98"},
"ami-08569b978cc4dfa10"},
"ami-06cd52961ce9f0d85"}

YAML
Mappings:
RegionMap:
us-east-1:
"HVM64": "ami-0ff8a91507f77f867"
us-west-1:
"HVM64": "ami-0bdb828fd58c52235"
eu-west-1:
"HVM64": "ami-047bb4163c506cd98"
ap-southeast-1:
"HVM64": "ami-08569b978cc4dfa10"
ap-northeast-1:
"HVM64": "ami-06cd52961ce9f0d85"

여러 값을 사용하여 매핑
다음 예제에는 명명된 HVM64와 HVMG2, 이렇게 두 가지 값 세트로 매핑되는 리전 키가 사용됩니다.

JSON
"RegionMap" : {
"us-east-1"
:
"ami-0a584ac55a7631c0c"},
"us-west-1"
:
"ami-066ee5fd4a9ef77f1"},
"eu-west-1"
:
"ami-0a7c483d527806435"},
"ap-northeast-1"
:
"ami-053cdd503598e4a9d"},
"ap-southeast-1"
:
"ami-0be9df32ae9f92309"}
}

{"HVM64" : "ami-0ff8a91507f77f867", "HVMG2" :
{"HVM64" : "ami-0bdb828fd58c52235", "HVMG2" :
{"HVM64" : "ami-047bb4163c506cd98", "HVMG2" :
{"HVM64" : "ami-06cd52961ce9f0d85", "HVMG2" :
{"HVM64" : "ami-08569b978cc4dfa10", "HVMG2" :

YAML
Region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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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ast-1:
HVM64: ami-0ff8a91507f77f867
HVMG2: ami-0a584ac55a7631c0c
us-west-1:
HVM64: ami-0bdb828fd58c52235
HVMG2: ami-066ee5fd4a9ef77f1
eu-west-1:
HVM64: ami-047bb4163c506cd98
HVMG2: ami-0a7c483d527806435
ap-northeast-1:
HVM64: ami-06cd52961ce9f0d85
HVMG2: ami-053cdd503598e4a9d
ap-southeast-1:
HVM64: ami-08569b978cc4dfa10
HVMG2: ami-0be9df32ae9f92309

매핑에서 값 반환
Fn::FindInMap (p. 6540) 함수를 사용하여 지정한 키에 따라 명명된 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
제 템플릿에는 FindInMap 함수를 통해 ImageId 속성이 할당된 Amazon EC2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FindInMap 함수는 키를 스택이 생성되는 리전(AWS::Region 가상 파라미터 (p. 6563) 사용)으로 지정
하고 HVM64를 매핑할 값으로 지정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Mappings" : {
"RegionMap" : {
"us-east-1"
:
"ami-0a584ac55a7631c0c"},
"us-west-1"
:
"ami-066ee5fd4a9ef77f1"},
"eu-west-1"
:
"ami-0a7c483d527806435"},
"ap-northeast-1"
:
"ami-053cdd503598e4a9d"},
"ap-southeast-1"
:
"ami-0be9df32ae9f92309"}
}
},

{"HVM64" : "ami-0ff8a91507f77f867", "HVMG2" :
{"HVM64" : "ami-0bdb828fd58c52235", "HVMG2" :
{"HVM64" : "ami-047bb4163c506cd98", "HVMG2" :
{"HVM64" : "ami-06cd52961ce9f0d85", "HVMG2" :
{"HVM64" : "ami-08569b978cc4dfa10", "HVMG2" :

"Resources" : {
"myEC2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ImageId" : { "Fn::FindInMap" : [ "RegionMap", { "Ref" : "AWS::Region" },
"HVM64"]},
"InstanceType" : "m1.small"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Mappings:
RegionMap:
us-east-1:
HVM64: ami-0ff8a91507f77f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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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MG2: ami-0a584ac55a7631c0c
us-west-1:
HVM64: ami-0bdb828fd58c52235
HVMG2: ami-066ee5fd4a9ef77f1
eu-west-1:
HVM64: ami-047bb4163c506cd98
HVMG2: ami-0a7c483d527806435
ap-northeast-1:
HVM64: ami-06cd52961ce9f0d85
HVMG2: ami-053cdd503598e4a9d
ap-southeast-1:
HVM64: ami-08569b978cc4dfa10
HVMG2: ami-0be9df32ae9f92309
Resources:
my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FindInMap [RegionMap, !Ref "AWS::Region", HVM64]
InstanceType: m1.small

입력 파라미터와 FindInMap
Fn::FindInMap 함수와 함께 입력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맵에서 특정 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AMI ID로 매핑하는 리전 및 환경 유형의 목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입력 파라미터
(EnvironmentType)를 사용하여 스택에 사용되는 AMI I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전을 확인하려면
AWS::Region 가상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이 가상 파라미터는 스택이 생성되는 AWS 리전을 가져옵니다.

JSON
{

"Parameters" : {
"EnvironmentType": {
"Description": "The environment type",
"Type": "String",
"Default": "test",
"AllowedValues": ["prod", "test"],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prod or test"
}
},
"Mappings" : {
"RegionAndInstanceTypeToAMIID" : {
"us-east-1": {
"test": "ami-8ff710e2",
"prod": "ami-f5f41398"
},
"us-west-2" : {
"test" : "ami-eff1028f",
"prod" : "ami-d0f506b0"
},
...other regions and AMI IDs...
}

},

"Resources" : {
...other resources...
},
"Outpu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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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Output" : {
"Description" : "Return the name of the AMI ID that matches the region and
environment type keys",
"Value" : { "Fn::FindInMap" : [ "RegionAndInstanceTypeToAMIID", { "Ref" :
"AWS::Region" }, { "Ref" : "EnvironmentType" } ]}
}
}
}

YAML
Parameters:
EnvironmentType:
Description: The environment type
Type: String
Default: test
AllowedValues:
- prod
- test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prod or test
Mappings:
RegionAndInstanceTypeToAMIID:
us-east-1:
test: "ami-8ff710e2"
prod: "ami-f5f41398"
us-west-2:
test: "ami-eff1028f"
prod: "ami-d0f506b0"
...other regions and AMI IDs...
Resources:
...other resources...
Outputs:
TestOutput:
Description: Return the name of the AMI ID that matches the region and environment
type keys
Value: !FindInMap [RegionAndInstanceTypeToAMIID, !Ref "AWS::Region", !Ref
EnvironmentType]

조건
Conditions 섹션(선택 사항)에는 엔터티가 생성 또는 구성된 환경을 정의하는 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을 생성하고 이를 리소스 또는 출력에 연결하여 조건이 true인 경우 AWS CloudFormation에
서 리소스 또는 출력을 생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조건을 속성에 연결하여 조건이 true인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속성을 특정 값으로 설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false인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속성을 지정한 것과 다른 값으로 설정합니다.
다양한 컨텍스트(예: 테스트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에서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는 템플릿을 재사용하려는 경
우에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에서 prod 또는 test를 입력으로 수락하는 EnvironmentType 입
력 파라미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특정 기능을 가진 인스턴스를 포함할 수 있지만, 테
스트 환경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더 적은 기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조건을 사용하여 생성되는 리소스와
각 환경 유형에 대한 리소스 구성 방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지정하는 사전 정의된 가상 파라미터 또는 입력 파라미터를 기준으
로 평가합니다. 각 조건 안에서 다른 조건, 파라미터 값 또는 매핑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정의한
후 템플릿의 Resources 및 Outputs 섹션에서 리소스 또는 리소스 속성과 조건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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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생성 또는 스택 업데이트 후 리소스를 생성하기 전에 AWS CloudFormation에서 템플릿의 모든 조건을
평가합니다. true 조건과 연결된 리소스가 생성됩니다. false 조건과 연결된 리소스가 무시됩니다. 또한 AWS
CloudFormation은 각 스택 업데이트에서 리소스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이러한 조건을 다시 평가합니다. true
조건과 아직 연결된 리소스가 모두 업데이트됩니다. false 조건과 현재 연결된 리소스는 삭제됩니다.

Important
스택 업데이트 중에는 조건을 자체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조건은 리소스를 추가, 수정 또
는 삭제하는 변경 내용을 포함할 때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조건 사용법 개요
조건부로 생성 또는 구성하고자 하는 엔터티에 따라 다음 템플릿 섹션에 문을 포함해야 합니다.
Parameters 섹션
조건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입력을 정의합니다. 조건은 이러한 입력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 true 또는
false로 평가합니다. 조건에서 가상 파라미터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이 섹션에서 가상 파라미터를 정
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상 파라미터는 AWS CloudFormation에 의해 사전 정의됩니다.
Conditions 섹션
내장 조건 함수를 사용하여 조건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AWS CloudFormation에서 연결된 리소
스가 생성되는 경우를 결정합니다.
Resources 및 Outputs 섹션
조건부로 생성할 리소스나 출력을 조건과 연결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true 조건과 연결된
엔터티를 생성하고 false 조건과 연결된 엔터티를 무시합니다. Condition 키와 조건의 논리적 ID를 사
용하여 리소스나 출력과 연결합니다. 속성을 조건부로 지정하려면 Fn::If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조건 함수 (p. 6523) 단원을 참조하세요.

구문
Conditions 섹션은 키 이름 Conditions로 이루어집니다. 각 조건 선언에는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
할 때 평가되는 내장 함수와 논리적 ID가 포함됩니다. 다음 가상 템플릿에는 Conditions 섹션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JSON
"Conditions" : {
}

"Logical ID" : {Intrinsic function}

YAML
Conditions:
Logical ID:
Intrinsic function

조건 내장 함수
다음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조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Fn::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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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Equals
• Fn::If
• Fn::Not
• Fn::Or
각 함수에 대한 구문 및 정보는 조건 함수 (p. 6523)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Note
템플릿의 Resources 섹션과 Outputs 섹션에 있는 메타데이터 속성, 업데이트 정책 속성 및 속성
값에서만 Fn::If가 지원됩니다.

예제:
간단한 조건
다음 샘플 템플릿에는 EnvType 입력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파라미터에 prod를 지정하여 프로덕
션용 스택을 생성하거나 test를 지정하여 테스트용 스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의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Amazon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볼륨을 해당 인스턴스에 연결합니다. 테스트 환
경의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Amazon EC2 인스턴스만 생성합니다.
CreateProdResources 파라미터가 true와 동일한 경우 EnvType 조건이 prod로 평가됩니다. 샘플 템플
릿에서 NewVolume 및 MountPoint 리소스는 CreateProdResources 조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
로 리소스는 EnvType 파라미터가 prod와 동일한 경우에만 생성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EnvType": {
"Description": "Environment type.",
"Default": "test",
"Type": "String",
"AllowedValues": [
"prod",
"test"
],
"ConstraintDescription": "must specify prod or test."
}
},
"Conditions": {
"CreateProdResources": {
"Fn::Equals": [
{
"Ref": "EnvType"
},
"prod"
]
}
},
"Resources": {
"EC2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
"ImageId": "ami-0ff8a91507f77f867"
}
},
"Mount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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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EC2::VolumeAttachment",
"Condition": "CreateProdResources",
"Properties": {
"InstanceId": {
"Ref": "EC2Instance"
},
"VolumeId": {
"Ref": "NewVolume"
},
"Device": "/dev/sdh"
}

}

}

},
"NewVolume": {
"Type": "AWS::EC2::Volume",
"Condition": "CreateProdResources",
"Properties": {
"Size": 100,
"AvailabilityZone": {
"Fn::GetAtt": [
"EC2Instance",
"AvailabilityZone"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EnvType:
Description: Environment type.
Default: test
Type: String
AllowedValues:
- prod
- test
ConstraintDescription: must specify prod or test.
Conditions:
CreateProdResources: !Equals
- !Ref EnvType
- prod
Resources: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ami-0ff8a91507f77f867
MountPoint:
Type: 'AWS::EC2::VolumeAttachment'
Condition: CreateProdResources
Properties:
InstanceId: !Ref EC2Instance
VolumeId: !Ref NewVolume
Device: /dev/sdh
NewVolume:
Type: 'AWS::EC2::Volume'
Condition: CreateProdResources
Properties:
Size: 100
AvailabilityZone: !GetAtt
- EC2Instance
- AvailabilityZone

API 버전 2010-05-15
32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조건

중첩된 조건
다음 샘플 템플릿은 다른 조건 내의 조건을 참조합니다. s3 버킷을 생성하는 스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
로덕션 환경에 배포된 스택의 경우, AWS CloudFormation이 S3 버킷에 대한 정책을 생성합니다.

JSON
{

"Parameters": {
"EnvType": {
"Type": "String",
"AllowedValues": [
"prod",
"test"
]
},
"BucketName": {
"Default": "",
"Type": "String"
}
},
"Conditions": {
"IsProduction": {
"Fn::Equals": [
{
"Ref": "EnvType"
},
"prod"
]
},
"CreateBucket": {
"Fn::Not": [
{
"Fn::Equals": [
{
"Ref": "BucketName"
},
""
]
}
]
},
"CreateBucketPolicy": {
"Fn::And": [
{
"Condition": "IsProduction"
},
{
"Condition": "CreateBucket"
}
]
}
},
"Resources": {
"Bucket": {
"Type": "AWS::S3::Bucket",
"Condition": "CreateBucket"
},
"Policy": {
"Type": "AWS::S3::BucketPolicy",
"Condition": "CreateBucketPolicy",
"Properties": {
"Bucket": {
"Ref": "Buck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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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PolicyDocument": "..."

YAML
Parameters:
EnvType:
Type: String
AllowedValues:
- prod
- test
BucketName:
Default: ''
Type: String
Conditions:
IsProduction: !Equals
- !Ref EnvType
- prod
CreateBucket: !Not
- !Equals
- !Ref BucketName
- ''
CreateBucketPolicy: !And
- !Condition IsProduction
- !Condition CreateBucket
Resources:
Bucket:
Type: 'AWS::S3::Bucket'
Condition: CreateBucket
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Condition: Create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Bucket
PolicyDocument: ...

변환
선택 사항인 Transform 섹션은 AWS CloudFormation에서 템플릿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 이상의 매
크로를 지정합니다. Transform 섹션은 강력한 매크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AWS CloudFormation의 간단한
선언적 언어에 기초합니다.
템플릿 내에서 하나 이상의 매크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지정된 순서에 따
라 매크로를 실행합니다. 변경 세트를 생성할 때 AWS CloudFormation에서 처리된 템플릿 콘텐츠를 포함시
키는 변경 세트를 생성합니다.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변경 세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loudFormation 매크로를 사용하여 템플릿에 사용자 지정 처리 수행 (p. 618)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 CloudFormation은 또한 변환을 지원하며, 이는 AWS CloudFormation에서 호스팅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이러한 변환을 실행 순서 및 범위 측면에서 생성한 매크로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특정 변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환 참조를 참조하세요.
여러 매크로를 선언하려면 목록 형식을 사용하고 하나 이상의 매크로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템플릿 샘플에서 AWS CloudFormation은 MyMacro를 평가하고 AWS::Serverless를 평가
합니다. 두 가지는 모두 전체 템플릿의 콘텐츠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는 Transform 섹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Start of processable content for MyMacro and AWS::Server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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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
- MyMacro
- 'AWS::Serverless'
Resources:
WaitCondition:
Type: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
My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BucketName: MyBucket
Tags: [{"key":"value"}]
CorsConfiguration:[]
My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ami-123"
// End of processable content for MyMacro and AWS::Serverless

리소스
필수 Resources 섹션은 Amazon EC2 인스턴스 또는 Amazon S3 버킷 등 스택에 포함할 AWS 리소스를 선
언합니다.

구문
Resources 섹션은 키 이름 Resources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가상 템플릿에는 Resources 섹션이 요약되
어 있습니다.

JSON
"Resources" : {
"Logical ID" : {
"Type" : "Resource type",
"Properties" : {
Set of properties
}
}
}

YAML
Resources:
Logical ID:
Type: Resource type
Properties:
Set of properties

리소스 필드
Logical ID
논리적 ID는 영숫자(A-Za-z0-9)여야 하며 템플릿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논리적 이름을 사용하여 템
플릿의 다른 부분에 있는 리소스를 참조합니다. 예를 들어 Amazon Elastic Block Store 볼륨을 Amazon
EC2 인스턴스로 매핑하려는 경우 논리적 ID를 참조하여 인스턴스와 블록 스토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ID 외에도, 특정 리소스에는 EC2 인스턴스 ID 또는 S3 버킷 이름 같은 해당 리소스에 대해 실제
할당된 이름인 물리적 ID도 지정됩니다. 물리적 ID를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외부에 있
는 리소스를 식별할 수 있지만, 리소스가 생성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EC2 인스턴스에 논리적
ID MyEC2Instance의 리소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인스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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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할 때 AWS CloudFormation은 자동적으로 물리적 ID(예: i-28f9ba55)를 생성하여 인스턴스에 할
당합니다. 이 물리적 ID를 사용하면 콘솔에서 인스턴스를 식별하고 인스턴스의 속성(예: DNS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이름을 지원하는 리소스의 경우, 고유한 이름(물리적 ID)를 할당하면 리소스를
보다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그를 저장하는 S3 버킷에 MyPerformanceLogs 이름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름 유형 (p. 6480) 단원을 참조하세요.
Resource type
리소스 유형은 선언하려는 리소스의 유형을 식별합니다. 예를 들면 AWS::EC2::Instance는 EC2 인
스턴스를 선언합니다. 모든 리소스 유형 목록을 보려면 AWS 리소스 및 속성 유형 참조 (p. 721) 단원
을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속성
Resource 속성은 리소스에 지정할 수 있는 추가 옵션입니다. 예를 들면 각 EC2 인스턴스에 대해 해당
리소스에 대한 Amazon 머신 이미지(AMI)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예제에서처럼 AMI ID를 인스턴스
의 속성으로 선언합니다.

Example JSON
"Resources" : {
"MyEC2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ImageId" : "ami-0ff8a91507f77f867"
}
}
}

Example YAML
Resources:
My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ami-0ff8a91507f77f867"

리소스에 대해 해당 속성을 선언할 필요가 없으면 해당 리소스의 속성 섹션을 생략합니다.
속성 값은 리터럴 문자열, 문자열 목록, 부울, 파라미터 참조, 가상 참조 또는 함수가 반환하는 값 중 하나
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다양한 속성 값 유형을 선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Example JSON
"Properties" : {
"String" : "one-string-value",
"Number" : 123,
"LiteralList" : [ "first-value", "second-value" ],
"Boolean" : true,
"ReferenceForOneValue" : { "Ref" : "MyLogicalResourceName" } ,
"FunctionResultWithFunctionParams" : {
"Fn::Join" : [ "%", [ "Key=", { "Ref" : "MyParameter" } ] ] }
}

Example YAML
Properties:
String: OneStringValue
String: A longer string value
Number: 123
LiteralList:
- "[first]-string-value with a special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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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string-value with a special characters"
Boolean: true
ReferenceForOneValue:
Ref: MyLogicalResourceName
ReferenceForOneValueShortCut: !Ref MyLogicalResourceName
FunctionResultWithFunctionParams: !Sub |
Key=%${MyParameter}

조건을 연결하여 리소스를 조건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의 Conditions (p. 323) 섹션에서 조건
을 정의해야 합니다.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리소스 선언을 보여줍니다. 이 예제에서는 두 가지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MyInstance 리
소스는 MyQueue 리소스를 UserData 속성의 일부로서 포함합니다.

JSON
"Resources" : {
"My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UserData" : {
"Fn::Base64" : {
"Fn::Join" : [ "", [ "Queue=", { "Ref" : "MyQueue" } ] ]
} },
"AvailabilityZone" : "us-east-1a",
"ImageId" : "ami-0ff8a91507f77f867"
}
},

}

"MyQueue" : {
"Type" : "AWS::SQS::Queue",
"Properties" : {
}
}

YAML
Resources:
My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UserData:
"Fn::Base64":
!Sub |
Queue=${MyQueue}
AvailabilityZone: "us-east-1a"
ImageId: "ami-0ff8a91507f77f867"
MyQueue:
Type: "AWS::SQS::Queue"
Properties: {}

출력
선택적 Outputs 섹션은 다른 스택으로 가져오거나 (p. 6547)(교차 스택 참조 (p. 380)를 생성하기 위해),
응답으로 반환하거나(스택 호출을 설명하기 위해), 또는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볼 수 있는 (p. 108)
출력 값을 선언합니다. 예를 들면 스택의 S3 버킷 이름을 출력하면 버킷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33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출력

Important
CloudFormation은 출력 섹션에 포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난독화하지 않습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
여 암호나 보안 암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출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력 값은 스택 작업이 완료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택 상태가 IN_PROGRESS 상태 중 하나
인 경우에는 스택 출력 값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력 값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서
비스 런타임과 스택 출력 값 간에 종속성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문
Outputs 섹션은 키 이름 Outputs와 그 뒤에 이어지는 공백 및 콜론 하나로 구성됩니다. 템플릿 안에 최대
60개 출력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Outputs 섹션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JSON
모든 출력 선언을 괄호 안에 포함합니다. 출력이 여러 개인 경우 쉼표로 구분합니다.
"Outputs" : {
"Logical ID" : {
"Description" : "Information about the value",
"Value" : "Value to return",
"Export" : {
"Name" : "Value to export"
}
}
}

YAML
Outputs:
Logical ID:
Description: Information about the value
Value: Value to return
Export:
Name: Value to export

출력 필드
Outputs 섹션은 다음 필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Logical ID
현재 출력의 식별자입니다. 논리적 ID는 영숫자(a–z, A–Z, 0–9)여야 하며 템플릿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
다.
Description(선택 사항)
출력 값을 설명하는 String 유형입니다. 설명 선언 값은 0~1023바이트 길이의 리터럴 문자열이어야 합
니다. 파라미터나 함수를 사용하여 설명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설명의 길이는 최대 4K입니다.
Value(필수)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 명령에 의해 반환되는 속성의 값입니다. 출력의 값에는
리터럴, 파라미터 참조, 가상 파라미터, 매핑 값 또는 내장 함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port(선택 사항)
교차 스택 참조 (p. 380)를 위해 내보낼 리소스 출력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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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교차 스택 참조에 적용되는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AWS 계정의 Export 이름은 한 리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 여러 리전 간에 교차 스택 참조를 만들 수 없습니다. Fn::ImportValue 내장 함수는 동일
리전 안에서 내보냈던 값을 가져오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력의 경우, 리소스에 의존하는 Name 또는 Export 함수를 Ref의 GetAtt 속성 값으로 사
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ImportValue 함수는 리소스에 의존하는 Ref 또는 GetAtt 함수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스택에서 출력을 참조 중인 스택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스택에서 참조하는 출력 값은 수정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내보내기의 Name 값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는 Fn::Join 함
수가 사용됩니다.
JSON
"Export" : {
"Name" : {
"Fn::Join" : [ ":", [ { "Ref" : "AWS::StackName" }, "AccountVPC" ] ]
}
}

YAML
Export:
Name: !Join [ ":", [ !Ref "AWS::StackName", AccountVPC ] ]

출력과 조건을 연결하려면 템플릿의 Conditions (p. 323) 섹션에 조건을 정의합니다.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스택 출력의 작동 방식을 보여줍니다.

스택 출력
다음 예제에서는 BackupLoadBalancerDNSName 이름의 출력이 BackupLoadBalancer 조건이 true일
때만 논리적 ID가 CreateProdResources인 리소스의 DNS 이름을 반환합니다. (두 번째 출력은 여러 출력
을 지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Outputs" : {
"BackupLoadBalancerDNSName" : {
"Description": "The DNSName of the backup load balancer",
"Value" : { "Fn::GetAtt" : [ "BackupLoadBalancer", "DNSName" ]},
"Condition" : "CreateProdResources"
},
"InstanceID" : {
"Description": "The Instance ID",
"Value" : { "Ref" : "EC2Inst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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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Outputs:
BackupLoadBalancerDNSName:
Description: The DNSName of the backup load balancer
Value: !GetAtt BackupLoadBalancer.DNSName
Condition: CreateProdResources
InstanceID:
Description: The Instance ID
Value: !Ref EC2Instance

교차 스택 출력
다음 예제에서는 StackVPC는 VPC의 ID를 반환하고 나서, 스택 이름에 추가된 VPCID 이름을 사용하여 교
차 스택 참조 값을 내보냅니다.

JSON
"Outputs" : {
"StackVPC" : {
"Description" : "The ID of the VPC",
"Value" : { "Ref" : "MyVPC" },
"Export" : {
"Name" : {"Fn::Sub": "${AWS::StackName}-VPCID" }
}
}
}

YAML
Outputs:
StackVPC:
Description: The ID of the VPC
Value: !Ref MyVPC
Export:
Name: !Sub "${AWS::StackName}-VPCID"

AWS CloudFormation Designer란 무엇인가요?
AWS CloudFormation Designer(Designer)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생성, 보기 및 수정을 위한 그래
픽 도구입니다. Designer를 사용하면 끌어 놓기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템플릿 리소스 다이어그램을 생성한 다
음 통합 JSON 및 YAML 편집기를 사용하여 세부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의 신규
사용자 또는 숙련된 사용자든 간에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통해 템플릿의 리소스 간 연관성을 빠
르게 파악하고 템플릿을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Designer는 AWS CloudFormation 콘솔의 일부입니다. 사용하려면 https://console.aws.amazon.com/
cloudformation/designer에서 Designer를 열고 AWS 자격 증명으로 로그인합니다.
주제
•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하는 이유 (p. 335)
• AWS CloudFormation Designer 인터페이스 개요 (p.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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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er를 시작하는 방법 (p. 344)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하는 이유
AWS CloudFormation Designer(Designer)를 통해 템플릿의 리소스에 대한 그래픽 표현 보기, 템플릿 작성
및 편집 간소화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템플릿 리소스 시각화
JSON 또는 YAML 형식 텍스트 파일을 구문 분석하여 템플릿의 리소스와 이러한 리소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
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Designer에서는 템플릿에 포함된 리소스의 그래픽 표현을 보고 서로 어떻게 관
련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Designer는 템플릿 메타데이터의 리소스에 대한 정보(예: 리소스의 크기, 상대 위치)를 정의합니다. 템플릿을
열면 에서는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추가해 템플릿을 저장할 때 현재 레이아웃이 보존됩니다. 에서
템플릿을 다시 열면 마지막으로 템플릿을 저장했을 때와 정확하게 동일한 모양으로 다이어그램이 표시됩니
다.
모든 레이아웃 정보는 AWS::CloudFormation::Designer 메타데이터 키에 저장되며, 이 키는 Designer
에서만 사용하고 AWS CloudFormation 스택 생성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템플릿 메타데이터의 다음 예는 가
메타데이터로 템플릿에 추가하는 레이아웃 정보를 보여줍니다.

JSON
"Metadata": {
"AWS::CloudFormation::Designer": {
"6b56eaae-0bb6-4215-aad6-12345EXAMPLE": {
"size": {
"width": 60,
"height": 60
},
"position": {
"x": 340,
"y": 430
},
"z": 2,
"parent": "21ccc9b0-29e9-4a86-9cf2-12345EXAMPLE",
"embeds": [],
"ismemberof": [
"c3eead73-6a76-4532-9268-12345EXAMPLE"
]
},
...

YAML
Metadata:
'AWS::CloudFormation::Designer':
6b56eaae-0bb6-4215-aad6-12345EXAMPLE:
size:
width: 60
height: 60
position:
x: 340
'y': 430
z: 2
parent: 21ccc9b0-29e9-4a86-9cf2-12345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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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beds: []
ismemberof:
- c3eead73-6a76-4532-9268-12345EXAMPLE

템플릿 작성 간소화
텍스트 편집기에서 템플릿 리소스를 작성하는 경우 JSON 또는 YAML을 수동으로 편집해야 하며 이는 지
루한 작업일 뿐만 아니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esigner를 사용하면 수동으로 템플릿을 코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AWS 인프라 설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Designer에서 새 리소스
를 끌어 놓아 템플릿에 추가하고 리소스 간에 연결을 끌어 관계를 설정합니다. Designer에서는 JSON 또는
YAML을 자동으로 수정합니다.
템플릿을 생성하는 경우 Designer에서는 리소스 간에 몇 가지 기본 관계를 적용해 올바른 템플릿을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VPC 내에서 직접 EC2 인스턴스를 추가할 수 없어 VPC의 서브넷 내에서 인스턴
스를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Designer에서는 직접 템플릿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JSON 또는 YAML 구문이 유효한지, 참조되는 모
든 파라미터가 선언되었는지, 그리고 순환 종속성이 없는지 확인하는 ValidateTemplate API 호출과 동일
한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 JSON 및 YAML 편집기로 편집 간소화
통합 편집기를 사용하면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템플릿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수정 및 저
장하는 데 별도의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에서는 리소스의 속성 이름을 모두 나열하
는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속성 이름을 조회하거나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통합 편집기를
사용하여 JSON 템플릿을 YAML로 변환할 수 있고 그 반대로도 변환 가능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signer 인터페이스 개요
Designer에는 4가지 창이 있습니다. 캔버스 창에는 템플릿 리소스의 다이어그램이 표시되어 리소스와 리소
스 간의 관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에 리소스를 추가하려면 리소스 유형 창에서 캔버스 창
으로 리소스를 끕니다. 통합 JSON 및 YAML 편집기(Integrated JSON and YAML editor) 창에서 템플릿 세부
정보(예: 리소스 속성 또는 템플릿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템플릿을 수정한 후 로컬 파일 또는 Amazon S3
버킷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템플릿을 JSON에서 YAML로 또는 YAML에서 JSON으로 변환하는 경우
메시지 창에 성공 또는 실패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잘못된 템플릿을 열거나 확인하면 메시지 창에 확인 오류
가 표시됩니다.

Note
Designer에서는 스택에서 실행 중인 리소스를 표시하거나 수정할 수 없고, 이러한 리소스는 템플릿
생성, 수정 및 저장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Designer 창과 이러한 창의 기본 구성 요소를 보여줍니다.
Designer 창 및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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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구 모음
도구 모음에서는 템플릿 열기 및 저장, 변경 실행 취소 또는 다시 실행, 스택 생성 및 템플릿 확인 등과 같
은 일반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캔버스 창에서 다이어그
램을 이미지로 다운로드하거나, 도움말을 얻거나, 다이어그램을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2. 리소스 유형 창
[리소스 유형(Resource types)] 창에는 템플릿에 추가할 수 있는 모든 템플릿 리소스가 AWS 서비스 이
름별로 범주화되어 있습니다. 리소스 유형 창에서 캔버스로 리소스를 끌어 추가합니다. 지원되는 대부분
의 리소스는 AWS 리소스 및 속성 유형 참조 (p. 721) 단원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소스 유형 창에는
연결 중인 리소스가 나열되지 않습니다(예: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리소스).
이러한 리소스는 관련 리소스를 연결할 때(예: 라우팅 테이블을 서브넷에 연결하는 경우) 생성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캔버스 창 (p. 338) 섹션을 참조하세요.

Note
Designer에서는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하는 리소스 유형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용
영역(AZ) 또는 중첩 스택의 리소스와 같은 다른 엔터티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3. 캔버스 창
캔버스 창에는 템플릿 리소스가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됩니다. 이 창에서 리소스를 추가 또는 제거하고,
리소스 간의 관계를 생성하고, 레이아웃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에서 변경하면 템플릿의 JSON 또
는 YAML이 자동으로 수정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캔버스 창 (p. 338) 단원을 참조하세요.
4. 창에 맞춤 버튼
템플릿의 다이어그램에 맞춰 캔버스 창의 크기를 조정하는 버튼입니다.
5. 전체 화면 및 분할 화면 버튼
Designer의 여러 보기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캔버스의 전체 화면 보기, 통합 JSON 및 YAML 편
집기의 전체 화면 보기 또는 캔버스 및 편집기의 분할 화면 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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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합 JSON 및 YAML 편집기 창
통합 편집기에서는 템플릿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리소스 속성 또는 템플릿 파라미터). 캔버스에서 항
목을 선택하면 Designer가 이 편집기에서 관련 JSON 또는 YAML을 강조 표시합니다. JSON 또는 YAML
을 편집한 후에는 캔버스를 새로 고쳐( 선택) 다이어그램을 업데이트합니다. 템플릿 언어 선택에서
해당하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여 JSON과 YAML 간에 유효한 템플릿을 변환/역변환할 수 있습니다.
Designer에서는 유효한 YAML 또는 JSON 템플릿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에 성공하면 메시지 창에
메시지 이 템플릿이 YAML로 변환됨(Successfully converted the template to YAML)이 표시됩니다. 템플
릿 변환 시 AWS CloudFormation Designer에서는 형식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Important
Designer에서는 템플릿에 # YAML 설명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YAML 템플릿에 # 설
명이 있는 경우 YAML을 편집하거나 JSON으로 변환할 때 Designer에서 해당 설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Designer에서 템플릿을 편집 또는 수정할 경우(예: 캔버스에서 리소스를 끄는 경우)
설명이 손실됩니다.
템플릿 언어를 선택하면 캔버스로 끈 새 리소스가 모두 선택한 언어로 생성됩니다. 다른 언어로 다시 변
경하려면 템플릿이 유효한지 확인한 다음 템플릿 언어 선택이 표시된 YAML 또는 JSON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통합 JSON 및 YAML 편집기 (p. 342) 단원을 참조하세요.
7. 메시지 창
템플릿을 JSON에서 YAML로 또는 YAML에서 JSON으로 변환하면 메시지 창에 성공 또는 실패 메시지
가 표시됩니다. 잘못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을 열거나, 확인하거나, 생성하려고 하면 메시지 창에 확
인 오류가 표시됩니다.

캔버스 창
Designer에서 캔버스 창에 템플릿 리소스가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됩니다. 이 창에서는 다이어그램의 레이아
웃을 수정하고, 리소스를 추가 또는 제거하고, 리소스 간의 연결을 추가 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소스 유형 창에서 캔버스 창으로 Auto Scaling 그룹 및 시작 구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리소
스를 연결하려면 리소스 사이에 연결을 드래그합니다.

Designer는 리소스를 어떻게 모델링하나요?
리소스 유형 창에서 캔버스 창으로 리소스를 끌면 Designer에서는 이러한 리소스를 컨테이너 또는 사각형 객
체로 모델링합니다.
컨테이너
컨테이너 리소스는 다른 리소스를 포함할 수 있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직사각형입니다. 예를 들어,
Designer에서는 AWS::EC2::VPC 리소스 유형을 컨테이너로 모델링합니다. 서브넷과 같은 리소스를
VPC로 끌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리소스

API 버전 2010-05-15
33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인터페이스 개요

사각형 객체
사각형 객체 리소스를 크기를 조정할 수 없고 다른 리소스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Designer에
서는 AWS::EC2::Instance 리소스 유형을 사각형 객체로 모델링합니다.
사각형 객체

리소스 연결
리소스를 연결해 관련 리소스 간에 연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캔버스 창에 인터넷 게이트웨이 및
VPC를 추가하면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게이트웨이를 VPC에 연결하려면 이 둘을 연결해야
합니다. 리소스 연결 방법은 리소스 유형과 Designer에서 리소스를 모델링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설명 및 그림에 각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리소스 추가
유효한 리소스를 컨테이너로 끌면 Designer에서는 리소스와 컨테이너 간에 연결을 자동으로 생성합니
다. 예를 들어, VPC가 컨테이너 리소스인데, 서브넷을 VPC로 끌면 Designer에서는 두 리소스 간에 연결
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다음 예에서처럼 이러한 연결은 템플릿에 Ref 내장 함수로 표시됩니다.
JSON
"PublicSubnet":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VpcId": {
"Ref": "VPC"
},
"CidrBlock": "10.0.0.0/24"
}

YAML
PublicSubnet: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리소스를 컨테이너에 끌어 놓아도 연결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연결을 생성하려면 리소스 사
이의 연결을 끌어야 합니다(리소스 사이의 연결 끌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방법 참조). Designer가
리소스를 연결하는지 확인하려면 통합 JSON 및 YAML 편집기를 사용하여 리소스 하나에서 다른 리소
스에 대한 Ref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서브넷 컨테이너에서 Auto Scaling 그룹을 추가하면 Designer에
서는 해당 그룹의 VPCZoneIdentifier(서브넷) 속성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 리소스를 연결
하려면 Auto Scaling 그룹에서 서브넷으로 연결을 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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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간에 연결 끌기
각 사각형 및 컨테이너 리소스의 모서리에는 연결을 생성할 수 있는 리소스를 나타내는 점이 하나 이상
있습니다. 연결을 생성하려면 점에서 해당하는 리소스 유형으로 커넥터 라인을 끕니다. 예를 들어, 인터
넷 게이트웨이를 VPC에 연결하려면 VPC 게이트웨이 연결점에서 VPC의 아무 지점으로 선을 끕니다.

이러한 연결은 템플릿에 Ref 내장 함수 또는 개별 리소스 유형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이
트웨이를 VPC와 연결하면 Designer에서는 템플릿에 AWS::EC2::VPCGatewayAttachment 리소스
유형을 생성하여 두 리소스를 연결합니다. 이와 같은 리소스는 리소스 유형 창에 나열되지 않습니다.
JSON
"VPCGatewayAttachment": {
"Type":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
"InternetGatewayId": {
"Ref": "InternetGateway"
},
"VpcId": {
"Ref": "VPC"
}
}

YAML
VPCGatewayAttachment:
Type: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InternetGatewayId: !Ref InternetGateway
VpcId: !Ref VPC

리소스 간에 연결 코딩
연결을 생성하기 위해 템플릿의 JSON 또는 YAML을 편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보안 그룹 두
개를 연결하는 경우). 연결을 생성하기 위해 JSON 또는 YAML을 편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드 코딩된
연결(파선 연결)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캔버스 창에서 생성하거나 편집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소스 속성 내에 참조(Ref)가 포함되어 있으면 하드 코딩된 연결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보안 그룹 2개 사이의 연결을 정의할 수 있는데, 보안 그룹 하나에는 다른 보안 그룹에서의 트
래픽을 허용하는 수신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WebServerSecurityGroup 리소스에는
PublicLoadBalancerSecurityGroup 리소스를 참조하는 수신 규칙이 있습니다.
JSON
"WebServer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Vpc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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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 "VPC"
},
"GroupDescription": "Allow access from HTTP and SSH traffic",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
"Ref": "SSHLocation"
}
}
]

YAML
WebServer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VpcId: !Ref VPC
GroupDescription: Allow access from HTTP and SSH traffic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Ref SSHLocation

리소스 메뉴를 사용하여 일반 리소스 작업에 액세스
리소스 메뉴에서는 리소스 속성 편집, 리소스 복제, 리소스 삭제 또는 리소스에 대한 문서 보기 등과 같은
일반적인 리소스 작업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메뉴를 보려면 캔버스 창에서 리소스를 마
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문서 링크는 해당 리소스에 대한 속성 및 구문을 설명하는 템플릿 참
조 (p. 721)로 연결됩니다.
리소스 메뉴

명시적 종속성 정의
AWS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를 생성 및 삭제하는 순서를 지정하기 위해 명시적 종속성을 생성할 수 있
습니다. 명시적 종속성은 동시 리소스 생성 및 삭제를 재정의하는 데 유용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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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템플릿의 어떤 리소스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없는지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동일한 템플릿
내에서 다른 소스의 속성을 참조하거나(Ref 내장 함수 사용) 다른 소스에서 속성을 가져오는(Fn::GetAtt
내장 함수 사용) 속성을 지정하면 이는 종속성을 암시하고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올바른 순서로 이러
한 종속성을 구축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종속성을 명시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우팅 규칙은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VPC에 연결될 때까지 해당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암
시적 종속성으로 인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생성한 직후에 라우팅 규칙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게이트
웨이가 VPC에 연결되기 전에 AWS CloudFormation에서 라우팅 규칙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오류
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게이트웨이-VPC 연결에 대한 종속성을 명시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명시적 종속성을 생성하려면 경로에 있는 DependsOn(*) 점에서 게이트웨이-VPC 연결로 라인을 끕니다.

명시적 종속성을 생성해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pendsOn 속성 (p. 6500) 단원을 참조하
십시오.

JSON
JSON에서 이러한 명시적 종속성은 아래 예에서처럼 리소스에 대한 DependsOn 속성으로 표시됩니다.
"PublicRoute": {
"Type": "AWS::EC2::Route",
"DependsOn": "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
"DestinationCidrBlock": "0.0.0.0/0",
"RouteTableId": {
"Ref": "PublicRouteTable"
},
"GatewayId": {
"Ref": "InternetGateway"
}
}

YAML
YAML에서 이러한 명시적 종속성은 아래 예에서처럼 리소스에 대한 DependsOn 속성으로 표시됩니다.
PublicRoute:
Type: 'AWS::EC2::Route'
DependsOn:
- 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DestinationCidrBlock: 0.0.0.0/0
RouteTableId: !Ref PublicRouteTable
GatewayId: !Ref InternetGateway

통합 JSON 및 YAML 편집기
Designer의 통합 JSON 및 YAML 편집기를 사용하면 템플릿 세부 정보를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통합 편집기를 사용하여 리소스의 속성을 정의하거나 템플릿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통합 편집
기에는 구성 요소 보기와 템플릿 보기, 이렇게 두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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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의 특성 섹션을 약간 변경하려면 구성 요소 보기를 사용합니다. 구성 요소 보기에서는 편집 가능한 구
성 요소가 여러 탭에 나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탭은 선택한 리소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리소스를 선택한 경우 Designer에는 리소스 속성(예: 업데이트 정책 또는 생성 정책)을 편집할 수
있는 탭이 표시됩니다. 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Designer에 템플릿 파라미터, 매핑, 조건, 메타데
이터 및 출력을 편집할 수 있는 탭이 표시됩니다. 구성 요소 보기에서 수행한 모든 변경은 유효한 JSON 또는
YAML 마크업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JSON 또는 YAML을 추가하면 Designer에서는 사용자가 구성 요소 보
기를 종료할 때 잘못된 마크업을 올바른 마크업으로 되돌립니다.
템플릿을 광범위하게 변경하려면 템플릿 보기를 사용합니다. 통합 JSON 및 YAML 편집기의 템플릿 보기에
는 전체 템플릿의 원시 JSON 또는 YAML이 표시됩니다. 리소스를 변경하려면 캔버스 창에서 리소스를 선택
합니다. Designer에서는 통합 JSON 및 YAML 편집기에서 해당 리소스를 자동으로 강조 표시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signer 통합 JSON 및 YAML 편집기

YAML 또는 JSON으로 템플릿 변환
템플릿 언어 선택에서 해당하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여 JSON과 YAML 간에 유효한 템플릿을 변환/역변환
할 수 있습니다. Designer에서는 유효한 YAML 또는 JSON 템플릿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에 성공하면
메시지 창에 메시지 이 템플릿이 YAML로 변환됨(Successfully converted the template to YAML)이 표시됩니
다.

Important
Designer에서는 템플릿에 # YAML 설명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YAML 템플릿에 # 설명이
있는 경우 YAML을 편집하거나 JSON으로 변환할 때 Designer에서 해당 설명이 유지되지 않습니
다. Designer에서 템플릿을 편집 또는 수정할 경우(예: 캔버스에서 리소스를 끄는 경우) 설명이 손실
됩니다.
템플릿 언어를 선택하면 캔버스로 끈 새 리소스가 모두 선택한 언어로 생성됩니다. 다른 언어로 다시 변경하
려면 템플릿이 유효한지 확인한 다음 템플릿 언어 선택이 표시된 YAML 또는 JSON을 선택합니다.

Note
템플릿을 YAML로 변환하면 Designer에서는 함수에 짧은 형식의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예: - !
GetAtt. 또한 YAML 모드에서 사용자가 그리는 시각적 링크도 짧은 형식의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내장 함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 (p. 656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완성
통합 JSON 및 YAML 편집기에는 자동 완성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속성 이름을 기억할 필요 없이 리소스 속
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JSON 템플릿의 유효한 속성 목록을 보려면 다음 예에서처럼 Properties 중괄호
({}) 내에서 Ctrl+Space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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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템플릿의 경우 먼저, 열기 및 닫기 중괄호를 삭제한 다음 Enter 키를 눌러 새 줄로 이동합니다. 유효
한 속성 목록을 보려면 아래 예에서처럼 Properties 다음 새 줄에서 Ctrl+Space를 누릅니다.

키보드 바로 가기
Designer의 통합 JSON 및 YAML 편집기에서는 다음 키보드 바로 가기를 제공합니다.
Ctrl+Space
리소스의 Properties 키 내에서 리소스의 사용 가능한 모든 속성을 나열합니다.
Ctrl+F
지정한 값을 검색합니다.
지정한 값과 일치하는 항목을 모두 강조 표시하려면 Alt+Enter를 누릅니다.

Designer를 시작하는 방법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하여 템플릿을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방법의 예는 다음 연습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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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하여 기본 웹 서버 생성 (p. 345)
• 연습: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하여 스택의 템플릿 수정 (p. 363)

연습
템플릿은 AWS CloudFormation 스택에서 프로비저닝하거나 업데이트할 AWS 리소스를 설명하는 JSON 또
는 YAML 형식 텍스트 파일입니다. 템플릿을 생성하려면 AWS CloudFormation Designer 또는 텍스트 편집
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는 AWS CloudFormation Designer 및 일반 텍스트를 사용하여 샘플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제
• 연습: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하여 기본 웹 서버 생성 (p. 345)
• 연습: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하여 스택의 템플릿 수정 (p. 363)
• 연습: 다른 AWS 계정의 VPC와 피어링 (p. 373)
• 연습: 다른 AWS CloudFormation 스택의 리소스 출력 참조 (p. 380)
• 연습: 확장 가능한 로드 밸런싱 웹 서버 생성 (p. 383)
•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mazon EC2에서 애플리케이션 배포 (p. 392)
• 템플릿에서 대기 조건 생성 (p. 415)

연습: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하여 기본
웹 서버 생성
AWS CloudFormation Designer는 템플릿의 리소스와 이러한 리소스가 연결된 방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
록 템플릿을 그래픽으로 표시합니다. 통합 JSON 및 YAML 편집기를 사용하면 AWS CloudFormation 콘솔에
서 직접 템플릿을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를 사용
하여 VPC에서 기본 웹 서버를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템플릿을 저장해 CloudFormation 스택을 생
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연습을 마치면 다음 샘플과 유사한 템플릿이 생깁니다.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
designer/home?templateUrl=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examples/sample-ec2vpc.template&region=us-east-1.
이 연습에서는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리소스를 추가 및 연결합니다. (p. 346)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처음으로 열면 빈 템플릿으로 시작됩니다. 에서 리소스(예: VPC 및
EC2 인스턴스)를 템플릿으로 끌어 템플릿을 채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리소스 간에 링크를 생성합
니다. 예를 들어, 를 사용하여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VPC 간에 연결을 생성합니다.
2. 템플릿 파라미터, 매핑 및 출력을 추가합니다. (p. 348)
AWS CloudFormation Designer 통합 편집기를 사용하여 다른 템플릿 구성 요소를 추가하여 템플릿을 더
욱 유용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스택을 생성할 때 입력 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템플릿에 파라미터를 추
가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속성 값에 대해 템플릿을 지속적으로 편집할 필요가 없습니
다.
3. 리소스 속성을 지정합니다. (p. 357)
통합 편집기를 다시 사용하여 리소스에 대한 구성 설정을 지정합니다.
4.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합니다. (p.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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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을 생성할 때까지 템플릿 리소스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방금 생성한 템플릿을 사용하여
CloudFormation 스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템플릿에 정의된 모든 리소스가 프로비저닝됩니다.

Note
CloudFormation이 무료 서비스이긴 하지만 스택에 포함하는 AWS 리소스에 대해서는 리소스별
현재 시세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AWS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aws.amazon.com에서
각 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조건
이 연습에서는 여러분에게 Amazon Virtual Private Cloud(Amazon VPC), Amazon Elastic Compute
Cloud(Amazon EC2) 및 CloudFormation에 대한 유효한 지식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절차에서는 각 리소스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시작하기 전에 스택을 생성하는 리전에 Amazon EC2 키 페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키 페어를 참조하십시오.

1단계: 리소스 추가 및 연결
AWS CloudFormation Designer 끌어서 놓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 및 네트워크 리
소스(예: VPC,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및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추가합니다. 모든 리소스를 추가한 후 리소스
간에 연결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VPC와 연결합니다.

템플릿에 리소스를 추가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designer에서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엽니
다.

2.

통합 편집기에서 페이지 하단에 있는 편집(

3.

템플릿 이름을 BasicWebServerInVPC로 변경한 다음 Enter를 누릅니다.

4.

현재, 유효하지 않은 빈 템플릿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리소스를 추가하여 이 템플릿을 유효하게
만듭니다.
리소스 유형 창의 EC2 범주 내에서 VPC 리소스 유형을 캔버스 창으로 끕니다.

)을 선택합니다.

리소스는 리소스 범주별로 구성됩니다. 현재, 추가 중인 모든 리소스는 EC2 범주에 속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signer에서는 다음 JSON 코드 조각과 유사하게 표시되는 결과와 함께 VPC 리
소스를 포함하도록 템플릿을 즉시 수정합니다.
"Resources": {
"VPC431KO": {
"Type": "AWS::EC2::VPC",
"Properties": {},
"Metadata": {
"AWS::CloudFormation::Designer": {
"id": "445730ea-0d11-45ba-b6ac-12345EXAMPLE"
}
}
}
}

YAML 코드 조각은 다음과 비슷합니다.
Resources:
VPC431KO:
Type: 'AWS::EC2::V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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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data:
'AWS::CloudFormation::Designer':
id: 9430b008-7a03-41ed-b63e-12345EXAMPLE

계속해서 VPC 속성(예: VPC의 CIDR 블록)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나중에 수행하며, 앞으로 추
가할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도 수행해야 합니다.
5.

VPC의 이름을 바꿉니다.

Note
리소스의 이름을 바꾸면 템플릿에서 참조되는 이름인 논리적 ID도 바꿉니다(이 ID는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를 생성할 때 할당되는 이름이 아님). 자세한 내용은 리소
스 (p. 329) 섹션을 참조하세요.
a.

VPC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b.

통합 편집기에서 편집 아이콘(

c.

이름을 VPC로 변경한 다음 Enter를 선택합니다.

)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VPC에 리소스를 추가합니다.
6.

여러 추가 리소스에 맞도록 VPC 리소스의 모서리를 끌어 충분히 확장합니다.
웹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EC2 인스턴스를 VPC; 인스턴스(동일한 서브넷에 있어야 함)에 직접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서브넷을 추가해야 합니다.

7.

VPC 내에서 Subnet 리소스 유형을 추가하고 이름을 PublicSubnet으로 바꿉니다.
추가한 서브넷을 사용하여 다른 AWS 리소스(예: Amazon EC2 인스턴스)와 연결할 수 있는 VPC의 IP
주소 범위를 할당합니다.
VPC 내에서 서브넷을 추가하면 AWS CloudFormation Designer에서는 해당 서브넷을 VPC와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컨테이너 모델로, 컨테이너 내의 리소스는 컨테이너 리소스와 자동으로 연결
됩니다.

8.

PublicSubnet 리소스 내에서 Instance 리소스 유형을 추가하고 이름을 WebServerInstance로 바
꿉니다.
인스턴스는 기본 웹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가상 컴퓨팅 환경입니다. 서브넷 및 VPC에서 작동하는 방식
과 유사하게 서브넷에서 인스턴스를 추가하면 인스턴스가 서브넷과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9.

VPC 내에서 SecurityGroup 리소스 유형을 추가하고 이름을 WebServerSecurityGroup으로 바꿉니
다.
보안 그룹은 웹 서버 인스턴스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제어하는 가상 방화벽으로, VPC의
인스턴스에도 필요합니다. 웹 서버 인스턴스를 이 보안 그룹과 연결해야 하는데, 이 작업은 이후에 인스
턴스의 속성을 지정할 때 수행합니다.

10. VPC 외부의 어느 곳에든 InternetGateway 리소스 유형을 추가하고 이름을 InternetGateway로 바꿉
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VPC 내부의 인스턴스와 인터넷 간의 통신을 활성화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웹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VPC 내에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VPC와의 연결이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컨테이너 모델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단계에서 설명하는 대로 인터넷 게이
트웨이에서 VPC로 연결을 끌어야 합니다.
11. InternetGateway 리소스와 VPC 리소스 간에 연결을 생성합니다.
a.

InternetGateway 리소스에서 인터넷 게이트웨이 연결
(AWS::EC2::VPCGatewayAttachment)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 놓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34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연습: AWS CloudFormation Designer
를 사용하여 기본 웹 서버 생성

b.

연결을 VPC로 끕니다.
유효한 대상 리소스의 경계 색상이 변경됩니다. 이 경우 VPC가 유일하게 유효한 대상 리소스입니
다. 이 연결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VPC와 연결하는 연결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12. 다음으로, 라우팅 테이블과 경로를 추가해 서브넷 내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내는 방법을 지정해야 합
니다. VPC 내에서 RouteTable을 추가하고 이름을 PublicRouteTable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새 라우팅 테이블이 VPC와 연결됩니다.
13. 라우팅 테이블에 라우팅 규칙을 추가하려면 PublicRouteTable 리소스 내에서 Route 리소스 유형을
추가하고 이름을 PublicRoute로 바꿉니다.
이 경로를 사용해 트래픽을 보낼 위치를 지정합니다.
14. 퍼블릭 라우팅의 경우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목적지 대상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VPC 간에 연결을 생성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GatewayId를 사용하여 PublicRoute 리소스에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로의 연결을 생성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VPC와 연결할 때까지 CloudFormation에서는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경로를 연결
할 수 없습니다. 즉, 다음 단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인터넷 게이트웨이-VPC 연결에 대한 명시적 종속성
을 생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ependsOn 속성 (p. 6500) 섹션을 참조하세요.
15. PublicRoute 리소스와 인터넷 게이트웨이-VPC 연결 간에 명시적 종속성을 생성합니다.
a.

PublicRoute 리소스에서 DependsOn 점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 놓습니다.

b.

인터넷 게이트웨이-VPC 연결로 연결을 끕니다(AWS::EC2::VPCGatewayAttachment).
AWS CloudFormation Designer에서는 DependsOn 연결을 사용하여 종속성을 생성합니
다(DependsOn 속성). 여기서는 원본 리소스가 대상 리소스에 종속됩니다. 이 경우 AWS
CloudFormation Designer에서는 DependsOn 속성을 PublicRoute 리소스에 추가하고 게이트웨
이-VPC 연결을 종속성으로 지정합니다.

16. WebServerInstance 리소스에서 PublicRoute 리소스로의 또 다른 종속성을 생성합니다.
WebServerInstance 리소스는 퍼블릭 라우팅에 종속되어 트래픽을 인터넷으로 라우팅합니다. 퍼블
릭 라우팅이 없으면 인스턴스가 (cfn-signal 헬퍼 스크립트를 사용해) 신호를 전송할 수 없어 인스턴스 구
성 및 애플리케이션 배포 완료 시 CloudFormation에 알릴 수 없습니다.
17. PublicRouteTable 리소스로부터 PublicSubnet 리소스까지의 연결을 끌어 라우팅 테이블 및 서브
넷을 연결합니다.
이제 퍼블릭 서브넷이 퍼블릭 라우팅 테이블을 사용해 트래픽을 보냅니다.
18. AWS CloudFormation Designer 도구 모음에서 파일 메뉴(파일 아이콘)를 사용하여 템플릿을 로컬에 저
장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signer에서는 하드 드라이브에 템플릿을 저장합니다. 나중에 이 템플릿을 사용
하여 스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손실되지 않도록 템플릿을 정기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
니다.
이 단계에서는 템플릿에 리소스를 7개 추가했고 이러한 리소스의 논리적 이름을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바
꿨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리소스와의 시각적 연결을 설정해 연결 및 종속성을 생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템플
릿으로 스택을 생성하려면 연결(예: 보안 그룹과 인스턴스 연결)을 몇 개 더 생성하고 각 리소스에 대한 속성
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AWS CloudFormation Designer 통합 편집기를 사용하여 템플릿의 기
타 구성 요소(예: 입력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2단계: 파라미터, 매핑 및 출력 추가
리소스 속성을 지정하기 전에 다른 템플릿 구성 요소를 추가해 여러 환경에서 템플릿을 보다 쉽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AWS CloudFormation Designer 통합 편집기를 사용하여 파라미터, 매
API 버전 2010-05-15
34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연습: AWS CloudFormation Designer
를 사용하여 기본 웹 서버 생성

핑 및 출력을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리소스 속성을 지정할 때 이러한 파라미터 및 매핑을 참조할 수 있습니
다. 이 연습에서는 복사해서 통합 편집기에 붙여 넣을 수 있는 샘플 JSON 및 YAML을 제공합니다.

파라미터를 추가하려면
파라미터는 스택 생성 시 지정하는 입력 값으로, 값을 전달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템플릿에서 값을 하드 코
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템플릿에 웹 서버의 인스턴스 유형을 하드 코딩할 필요 없이 스택 생성 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일한 템플릿을 사용하여 인스
턴스 유형이 다른 웹 서버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라미터 (p. 274) 섹션을 참조하
세요.
1.

AWS CloudFormation Designer 캔버스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항목에 따라 통합 편집기에는 편집할 수 있는 템플릿 수준 또는 리소스 수준 구성 요소가 표시됩
니다. 템플릿 수준에서는 리소스 섹션을 제외하고 템플릿의 기타 모든 섹션(예: 템플릿 파라미터, 매핑
및 출력)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수준에서는 리소스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에서 사용 가능한 영역을 클릭하면 템플릿 수준 구성 요소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수준 구
성 요소를 편집하려면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2.

통합 편집기 창의 구성 요소 보기에서 파라미터 탭을 선택합니다.

3.

다음 코드 조각에서 파라미터를 복사해 통합 편집기에 붙여 넣습니다.
다음 JSON 코드 조각에서는 웹 서버의 인스턴스 유형, 웹 서버에 대한 SSH 액세스를 위한 Amazon
EC2 키-페어 이름과 SSH를 사용해 웹 서버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 범위를 지정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추가합니다.
{

"Parameters": {
"InstanceType" : {
"Description" : "WebServer EC2 instance type",
"Type" : "String",
"Default" : "t2.small",
"AllowedValues" : [
"t1.micro",
"t2.nano",
"t2.micro",
"t2.small",
"t2.medium",
"t2.large",
"m1.small",
"m1.medium",
"m1.large",
"m1.xlarge",
"m2.xlarge",
"m2.2xlarge",
"m2.4xlarge",
"m3.medium",
"m3.large",
"m3.xlarge",
"m3.2xlarge",
"m4.large",
"m4.xlarge",
"m4.2xlarge",
"m4.4xlarge",
"m4.10xlarge",
"c1.medium",
"c1.xlarge",
"c3.large",
"c3.xlarge",
"c3.2xlarge",
"c3.4xlarge",
"c3.8x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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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large",
"c4.xlarge",
"c4.2xlarge",
"c4.4xlarge",
"c4.8xlarge",
"g2.2xlarge",
"g2.8xlarge",
"r3.large",
"r3.xlarge",
"r3.2xlarge",
"r3.4xlarge",
"r3.8xlarge",
"i2.xlarge",
"i2.2xlarge",
"i2.4xlarge",
"i2.8xlarge",
"d2.xlarge",
"d2.2xlarge",
"d2.4xlarge",
"d2.8xlarge",
"hi1.4xlarge",
"hs1.8xlarge",
"cr1.8xlarge",
"cc2.8xlarge",
"cg1.4xlarge"

],
"ConstraintDescription" : "must be a valid EC2 instance type."
},
"KeyName": {
"Description": "Name of an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instance.",
"Type": "AWS::EC2::KeyPair::KeyName",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the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
"SSHLocation": {
"Description": " The IP address range that can be used to access the web server
using SSH.",
"Type": "String",
"MinLength": "9",
"MaxLength": "18",
"Default": "0.0.0.0/0",
"AllowedPattern": "(\\d{1,3})\\.(\\d{1,3})\\.(\\d{1,3})\\.(\\d{1,3})/(\\d{1,2})",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IP CIDR range of the form x.x.x.x/x."
}
}

}

다음은 YAML 형식의 동일한 코드 조각입니다.
Parameters:
InstanceType:
Description: WebServer EC2 instance type
Type: String
Default: t2.small
AllowedValues:
- t1.micro
- t2.nano
- t2.micro
- t2.small
- t2.medium
- t2.large
- m1.small
- m1.medium
- m1.large
- m1.x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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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xlarge
- m2.2xlarge
- m2.4xlarge
- m3.medium
- m3.large
- m3.xlarge
- m3.2xlarge
- m4.large
- m4.xlarge
- m4.2xlarge
- m4.4xlarge
- m4.10xlarge
- c1.medium
- c1.xlarge
- c3.large
- c3.xlarge
- c3.2xlarge
- c3.4xlarge
- c3.8xlarge
- c4.large
- c4.xlarge
- c4.2xlarge
- c4.4xlarge
- c4.8xlarge
- g2.2xlarge
- g2.8xlarge
- r3.large
- r3.xlarge
- r3.2xlarge
- r3.4xlarge
- r3.8xlarge
- i2.xlarge
- i2.2xlarge
- i2.4xlarge
- i2.8xlarge
- d2.xlarge
- d2.2xlarge
- d2.4xlarge
- d2.8xlarge
- hi1.4xlarge
- hs1.8xlarge
- cr1.8xlarge
- cc2.8xlarge
- cg1.4xlarge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EC2 instance type.
KeyName:
Description: Name of an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instance.
Type: 'AWS::EC2::KeyPair::KeyName'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the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SSHLocation:
Description: ' The IP address range that can be used to access the web server using
SSH.'
Type: String
MinLength: '9'
MaxLength: '18'
Default: 0.0.0.0/0
AllowedPattern: '(\d{1,3})\.(\d{1,3})\.(\d{1,3})\.(\d{1,3})/(\d{1,2})'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IP CIDR range of the form 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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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을 추가하려면
매핑은 이름-값 페어 세트와 연결되는 키 세트로, 입력 파라미터 값을 기반으로 값을 지정하는 데 유용합니
다. 이 연습의 경우 매핑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한 인스턴스 유형 및 리전을 기반으로 EC2 인스턴스에 대한
AMI ID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핑 (p. 319) 섹션을 참조하세요.
1.

통합 편집기 창에서 매핑 탭을 선택합니다.

2.

다음 JSON 매핑을 복사해 통합 편집기에 붙여 넣습니다.
{

"Mappings" : {
"AWSInstanceType2Arch" : {
"t1.micro"
: { "Arch"
"t2.nano"
: { "Arch"
"t2.micro"
: { "Arch"
"t2.small"
: { "Arch"
"t2.medium"
: { "Arch"
"t2.large"
: { "Arch"
"m1.small"
: { "Arch"
"m1.medium"
: { "Arch"
"m1.large"
: { "Arch"
"m1.xlarge"
: { "Arch"
"m2.xlarge"
: { "Arch"
"m2.2xlarge" : { "Arch"
"m2.4xlarge" : { "Arch"
"m3.medium"
: { "Arch"
"m3.large"
: { "Arch"
"m3.xlarge"
: { "Arch"
"m3.2xlarge" : { "Arch"
"m4.large"
: { "Arch"
"m4.xlarge"
: { "Arch"
"m4.2xlarge" : { "Arch"
"m4.4xlarge" : { "Arch"
"m4.10xlarge" : { "Arch"
"c1.medium"
: { "Arch"
"c1.xlarge"
: { "Arch"
"c3.large"
: { "Arch"
"c3.xlarge"
: { "Arch"
"c3.2xlarge" : { "Arch"
"c3.4xlarge" : { "Arch"
"c3.8xlarge" : { "Arch"
"c4.large"
: { "Arch"
"c4.xlarge"
: { "Arch"
"c4.2xlarge" : { "Arch"
"c4.4xlarge" : { "Arch"
"c4.8xlarge" : { "Arch"
"g2.2xlarge" : { "Arch"
"g2.8xlarge" : { "Arch"
"r3.large"
: { "Arch"
"r3.xlarge"
: { "Arch"
"r3.2xlarge" : { "Arch"
"r3.4xlarge" : { "Arch"
"r3.8xlarge" : { "Arch"
"i2.xlarge"
: { "Arch"
"i2.2xlarge" : { "Arch"
"i2.4xlarge" : { "Arch"
"i2.8xlarge" : { "Arch"
"d2.xlarge"
: { "Arch"
"d2.2xlarge" : { "Arch"
"d2.4xlarge" : { "Arch"
"d2.8xlarge" : { "Arch"
"hi1.4xlarge" : { "Arch"
"hs1.8xlarge" : { "Arch"
"cr1.8xlarge" : { "Arc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G2"
"HVMG2"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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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2.8xlarge" : { "Arch" : "HVM64" }
},
"AWSRegionArch2AMI" : {
"us-east-1"
: {"HVM64" : "ami-0ff8a91507f77f867", "HVMG2" :
"ami-0a584ac55a7631c0c"},
"us-west-2"
: {"HVM64" : "ami-a0cfeed8", "HVMG2" :
"ami-0e09505bc235aa82d"},
"us-west-1"
: {"HVM64" : "ami-0bdb828fd58c52235", "HVMG2" :
"ami-066ee5fd4a9ef77f1"},
"eu-west-1"
: {"HVM64" : "ami-047bb4163c506cd98", "HVMG2" :
"ami-0a7c483d527806435"},
"eu-west-2"
: {"HVM64" : "ami-f976839e", "HVMG2" : "NOT_SUPPORTED"},
"eu-west-3"
: {"HVM64" : "ami-0ebc281c20e89ba4b", "HVMG2" :
"NOT_SUPPORTED"},
"eu-central-1"
: {"HVM64" : "ami-0233214e13e500f77", "HVMG2" :
"ami-06223d46a6d0661c7"},
"ap-northeast-1"
: {"HVM64" : "ami-06cd52961ce9f0d85", "HVMG2" :
"ami-053cdd503598e4a9d"},
"ap-northeast-2"
: {"HVM64" : "ami-0a10b2721688ce9d2", "HVMG2" :
"NOT_SUPPORTED"},
"ap-northeast-3"
: {"HVM64" : "ami-0d98120a9fb693f07", "HVMG2" :
"NOT_SUPPORTED"},
"ap-southeast-1"
: {"HVM64" : "ami-08569b978cc4dfa10", "HVMG2" :
"ami-0be9df32ae9f92309"},
"ap-southeast-2"
: {"HVM64" : "ami-09b42976632b27e9b", "HVMG2" :
"ami-0a9ce9fecc3d1daf8"},
"ap-south-1"
: {"HVM64" : "ami-0912f71e06545ad88", "HVMG2" :
"ami-097b15e89dbdcfcf4"},
"us-east-2"
: {"HVM64" : "ami-0b59bfac6be064b78", "HVMG2" :
"NOT_SUPPORTED"},
"ca-central-1"
: {"HVM64" : "ami-0b18956f", "HVMG2" : "NOT_SUPPORTED"},
"sa-east-1"
: {"HVM64" : "ami-07b14488da8ea02a0", "HVMG2" :
"NOT_SUPPORTED"},
"cn-north-1"
: {"HVM64" : "ami-0a4eaf6c4454eda75", "HVMG2" :
"NOT_SUPPORTED"},
"cn-northwest-1"
: {"HVM64" : "ami-6b6a7d09", "HVMG2" : "NOT_SUPPORTED"}
}
}

}

다음은 YAML 형식의 동일한 매핑입니다.
Mappings:
AWSInstanceType2Arch:
t1.micro:
Arch: HVM64
t2.nano:
Arch: HVM64
t2.micro:
Arch: HVM64
t2.small:
Arch: HVM64
t2.medium:
Arch: HVM64
t2.large:
Arch: HVM64
m1.small:
Arch: HVM64
m1.medium:
Arch: HVM64
m1.large:
Arch: HVM64
m1.xlarge:
Arch: HVM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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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xlarge:
Arch: HVM64
m2.2xlarge:
Arch: HVM64
m2.4xlarge:
Arch: HVM64
m3.medium:
Arch: HVM64
m3.large:
Arch: HVM64
m3.xlarge:
Arch: HVM64
m3.2xlarge:
Arch: HVM64
m4.large:
Arch: HVM64
m4.xlarge:
Arch: HVM64
m4.2xlarge:
Arch: HVM64
m4.4xlarge:
Arch: HVM64
m4.10xlarge:
Arch: HVM64
c1.medium:
Arch: HVM64
c1.xlarge:
Arch: HVM64
c3.large:
Arch: HVM64
c3.xlarge:
Arch: HVM64
c3.2xlarge:
Arch: HVM64
c3.4xlarge:
Arch: HVM64
c3.8xlarge:
Arch: HVM64
c4.large:
Arch: HVM64
c4.xlarge:
Arch: HVM64
c4.2xlarge:
Arch: HVM64
c4.4xlarge:
Arch: HVM64
c4.8xlarge:
Arch: HVM64
g2.2xlarge:
Arch: HVMG2
g2.8xlarge:
Arch: HVMG2
r3.large:
Arch: HVM64
r3.xlarge:
Arch: HVM64
r3.2xlarge:
Arch: HVM64
r3.4xlarge:
Arch: HVM64
r3.8xlarge:
Arch: HVM64
i2.xlarge:
Arch: HVM64
i2.2xlarge:
Arch: HVM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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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4xlarge:
Arch: HVM64
i2.8xlarge:
Arch: HVM64
d2.xlarge:
Arch: HVM64
d2.2xlarge:
Arch: HVM64
d2.4xlarge:
Arch: HVM64
d2.8xlarge:
Arch: HVM64
hi1.4xlarge:
Arch: HVM64
hs1.8xlarge:
Arch: HVM64
cr1.8xlarge:
Arch: HVM64
cc2.8xlarge:
Arch: HVM64
AWSRegionArch2AMI:
us-east-1:
HVM64: ami-0ff8a91507f77f867
HVMG2: ami-0a584ac55a7631c0c
us-west-2:
HVM64: ami-a0cfeed8
HVMG2: ami-0e09505bc235aa82d
us-west-1:
HVM64: ami-0bdb828fd58c52235
HVMG2: ami-066ee5fd4a9ef77f1
eu-west-1:
HVM64: ami-047bb4163c506cd98
HVMG2: ami-0a7c483d527806435
eu-west-2:
HVM64: ami-f976839e
HVMG2: NOT_SUPPORTED
eu-west-3:
HVM64: ami-0ebc281c20e89ba4b
HVMG2: NOT_SUPPORTED
eu-central-1:
HVM64: ami-0233214e13e500f77
HVMG2: ami-06223d46a6d0661c7
ap-northeast-1:
HVM64: ami-06cd52961ce9f0d85
HVMG2: ami-053cdd503598e4a9d
ap-northeast-2:
HVM64: ami-0a10b2721688ce9d2
HVMG2: NOT_SUPPORTED
ap-northeast-3:
HVM64: ami-0d98120a9fb693f07
HVMG2: NOT_SUPPORTED
ap-southeast-1:
HVM64: ami-08569b978cc4dfa10
HVMG2: ami-0be9df32ae9f92309
ap-southeast-2:
HVM64: ami-09b42976632b27e9b
HVMG2: ami-0a9ce9fecc3d1daf8
ap-south-1:
HVM64: ami-0912f71e06545ad88
HVMG2: ami-097b15e89dbdcfcf4
us-east-2:
HVM64: ami-0b59bfac6be064b78
HVMG2: NOT_SUPPORTED
ca-central-1:
HVM64: ami-0b18956f
HVMG2: NOT_SUPPORTED

API 버전 2010-05-15
35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연습: AWS CloudFormation Designer
를 사용하여 기본 웹 서버 생성
sa-east-1:
HVM64: ami-07b14488da8ea02a0
HVMG2: NOT_SUPPORTED
cn-north-1:
HVM64: ami-0a4eaf6c4454eda75
HVMG2: NOT_SUPPORTED
cn-northwest-1:
HVM64: ami-6b6a7d09
HVMG2: NOT_SUPPORTED

출력을 추가하려면
출력은 describe stacks API 호출에 대해 또는 CloudFormation 콘솔 스택 출력 탭을 통해 사용 가능하게
하려는 값을 선언합니다. 이 연습에서는 웹 사이트를 생성한 후 쉽게 볼 수 있도록 웹 사이트 URL을 출력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력 (p. 331) 섹션을 참조하세요.
1.

통합 편집기 창에서 출력 탭을 선택합니다.

2.

다음 JSON 출력을 복사해 통합 편집기에 붙여 넣습니다.
이 출력은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웹 서버 인스턴스의 퍼블릭 IP를 가져옵니다.
{

}

"Outputs": {
"URL": {
"Value": {
"Fn::Join": [
"",
[
"http://",
{
"Fn::GetAtt": [
"WebServerInstance",
"PublicIp"
]
}
]
]
},
"Description": "Newly created application URL"
}
}

다음은 YAML 형식의 동일한 출력입니다.
Outputs:
URL:
Value: !Join
- ''
- - 'http://'
- !GetAtt
- WebServerInstance
- PublicIp
Description: Newly created application URL

3.

변경 사항이 손실되지 않도록 템플릿을 다시 저장합니다. 이전 단원에서 생성한 동일한 파일에 대한 변
경 사항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파라미터, 매핑 및 출력이 준비되었으므로 이제 리소스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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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리소스 속성 지정
많은 수의 리소스에는 리소스의 구성 또는 설정(예: 웹 서버에 사용할 인스턴스 유형)을 정의하는 필수 속성
이 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수행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AWS CloudFormation Designer 통합 편집기를 사
용하여 리소스 속성을 지정합니다. 복사해서 통합 편집기에 붙여 넣을 수 있는 샘플 JSON 및 YAML을 제공
합니다.

리소스 속성을 지정하려면
1.

AWS CloudFormation Designer 캔버스에서 VPC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통합 편집기는 편집할 수 있는 리소스 수준 구성 요소(예: 리소스 속성 및 속성)를 보여줍니다.

2.

통합 편집기 창에서 속성 탭을 선택합니다.

3.

다음 JSON 코드 조각을 복사해 통합 편집기에서 속성 중괄호({}) 사이에 붙여 넣습니다.
이 코드 조각은 VPC의 DNS 설정과 CIDR 블록을 지정합니다.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CidrBlock": "10.0.0.0/16"

YAML의 경우 Properties: 뒤에 새 줄을 입력하고 다음 코드 조각을 붙여 넣습니다.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CidrBlock: 10.0.0.0/16

Note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복사해 붙여 넣을 수 있는 JSON 및 YAML 코드 조각을 제공합니
다. 그러나 편집기에는 각 속성을 수동으로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완성 기능이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 JSON 및 YAML 편집기 (p. 342) 섹션을 참조하세요.
4.

다음 리소스에 대해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PublicSubnet
VPC ID 속성 뒤에 다음 CIDR 블록 속성을 추가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signer에서는 VPC
내에서 서브넷을 끌 때 VPC ID 속성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Note
AWS CloudFormation Designer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기타 연결 몇 개가 보입니다. 새 속성
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속성은 굵게 표시됩니다.
JSON
"VpcId": {
"Ref": "VPC"
},
"CidrBlock": "10.0.0.0/24"

YAML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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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Route
모든 트래픽을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보내는 다음 대상 CIDR 블록 속성을 추가합니다.
JSON
"DestinationCidrBlock": "0.0.0.0/0",
"RouteTableId": {
"Ref": "PublicRouteTable"
},
"GatewayId": {
"Ref": "InternetGateway"
}

YAML
DestinationCidrBlock: 0.0.0.0/0
RouteTableId: !Ref PublicRouteTable
GatewayId: !Ref InternetGateway

WebServerSecurityGroup
웹 서버 인스턴스에 도달할 수 있는 트래픽을 결정하는 다음 인바운드 규칙을 추가합니다. 이 규칙
은 스택 생성 시 파라미터 값으로 지정한 모든 HTTP 트래픽과 특정 SSH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JSON
"VpcId": {
"Ref": "VPC"
},
"GroupDescription" : "Allow access from HTTP and SSH traffic",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
"Ref": "SSHLocation"
}
}
]

YAML
VpcId: !Ref VPC
GroupDescription: Allow access from HTTP and SSH traffic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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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erverInstance
웹 서버 인스턴스에 대한 여러 속성을 지정해야 하는데 시연을 위해 몇 가지 속성을 중심으로 설명
해 보겠습니다. InstanceType 및 ImageId 속성은 이전 단원에서 지정한 파라미터와 매핑 값을
사용합니다. 스택 생성 시 인스턴스 유형을 파라미터 값으로 지정합니다. ImageId 값은 지정한 스
택의 리전과 인스턴스 유형.을 기반으로 하는 매핑입니다.
NetworkInterfaces 속성은 웹 서버 인스턴스에 대한 네트워크 설정을 지정합니다. 이 속성을 사
용하면 보안 그룹 및 서브넷을 인스턴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Designer에
서 SubnetId 속성을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서브넷과 연결했지만 웹 서버에 퍼블릭 IP를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NetworkInterfaces 속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NetworkInterfaces
속성을 지정할 때 해당 속성 내에서 서브넷과 보안 그룹을 지정해야 합니다.
UserData 속성에서는 인스턴스가 실행된 후 실행할 구성 스크립트를 지정합니다. 모든 구성 정보
는 인스턴스의 메타데이터에 정의되며 이 메타데이터는 다음 단계에서 추가합니다.
모든 속성을 다음 코드 조각으로 대체합니다.

Important
이 코드 조각을 기존 속성에 추가하지 마십시오.
JSON
"InstanceType": {
"Ref": "InstanceType"
},
"ImageId": {
"Fn::FindInMap": [
"AWSRegionArch2AMI",
{
"Ref": "AWS::Region"
},
{
"Fn::FindInMap": [
"AWSInstanceType2Arch",
{
"Ref": "InstanceType"
},
"Arch"
]
}
]
},
"KeyName": {
"Ref": "KeyName"
},
"NetworkInterfaces": [
{
"GroupSet": [
{
"Ref": "WebServerSecurityGroup"
}
],
"AssociatePublicIpAddress": "true",
"DeviceIndex": "0",
"DeleteOnTermination": "true",
"SubnetId": {
"Ref": "PublicSub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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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Data": {
"Fn::Base64": {
"Fn::Join": [
"",
[
"#!/bin/bash -xe\n",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n",
"# Install the files and packages from the metadata\n",
"/opt/aws/bin/cfn-init -v ",
"
--stack ",
{
"Ref":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Instance ",
"
--configsets All ",
"
--region ",
{
"Ref": "AWS::Region"
},
"\n",
"# Signal the status from cfn-init\n",
"/opt/aws/bin/cfn-signal -e $? ",
"
--stack ",
{
"Ref":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Instance ",
"
--region ",
{
"Ref": "AWS::Region"
},
"\n"
]
]
}
}

YAML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ImageId: !FindInMap
- AWSRegionArch2AMI
- !Ref 'AWS::Region'
- !FindInMap
- AWSInstanceType2Arch
- !Ref InstanceType
- Arch
KeyName: !Ref KeyName
NetworkInterfaces:
- GroupSet:
- !Ref WebServerSecurityGroup
AssociatePublicIpAddress: 'true'
DeviceIndex: '0'
DeleteOnTermination: 'true'
SubnetId: !Ref PublicSubnet
UserData: !Base64
'Fn::Join':
- ''
- - |
#!/bin/bash -xe
- |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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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stall the files and packages from the metadata
'/opt/aws/bin/cfn-init -v '
'
--stack '
!Ref 'AWS::StackName'
'
--resource WebServerInstance '
'
--configsets All '
'
--region '
!Ref 'AWS::Region'
|+

- |
# Signal the status from cfn-init
- '/opt/aws/bin/cfn-signal -e $? '
- '
--stack '
- !Ref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Instance '
- '
--region '
- !Ref 'AWS::Region'
- |+

5.

WebServerInstance 리소스에 웹 서버 구성 메타데이터를 추가합니다.
a.

WebServerInstance 리소스를 선택한 다음 통합 편집기 창에서 메타데이터 탭을 선택합니다.

b.

템플릿을 JSON 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Metadata 중괄호({}) 내와
AWS::CloudFormation::Designer 닫는 중괄호 뒤에 쉼표(,)를 추가합니다.

c.

AWS::CloudFormation::Designer 속성 뒤에 다음 코드 조각을 추가하여 cfn-init 헬퍼 스크립
트가 웹 서버를 시작하고 기본 웹 페이지를 생성하도록 지시합니다.
JSON
"AWS::CloudFormation::Init" : {
"configSets" : {
"All" : [ "ConfigureSampleApp" ]
},
"ConfigureSampleApp" : {
"packages" : {
"yum" : {
"httpd" : []
}
},
"files" : {
"/var/www/html/index.html" : {
"content" : { "Fn::Join" : ["\n", [
"<h1>Congratulations, you have successfully launched the AWS
CloudFormation sample.</h1>"
]]},
"mode"
: "000644",
"owner"
: "root",
"group"
: "root"
}
},
"services" : {
"sysvinit" : {
"httpd"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 "true" }
}
}
}
}

YAML
'AWS::CloudFormation::I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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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Sets:
All:
- ConfigureSampleApp
ConfigureSampleApp:
packages:
yum:
httpd: []
files:
/var/www/html/index.html:
content: !Join
- |+
- - ><h1>Congratulations, you have successfully launched the AWS
CloudFormation sample.</h1>
mode: '000644'
owner: root
group: root
services:
sysvinit:
httpd:
enabled: 'true'
ensureRunning: 'true'

6.

AWS CloudFormation Designer 도구 모음의 템플릿 확인(
합니다.

)을 선택하여 템플릿의 구문 오류를 검사

메시지 창에서 오류를 확인해 수정한 다음 템플릿을 다시 확인합니다. 오류가 보이지 않으면 템플릿이
구문상 유효한 것입니다.
7.

완성된 템플릿을 저장해 모든 변경 사항을 보존합니다.

이제 VPC에서 기본 웹 서버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체 CloudFormation 템플릿이 생겼습니다. 템플
릿을 생성하기 위해 먼저, AWS CloudFormation Designer 캔버스 창을 사용하여 템플릿 리소스를 추가하고
연결했습니다. 그런 다음 통합 편집기를 사용해 다른 템플릿 구성 요소를 추가하고 리소스 속성을 추가했습
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만든 템플릿을 사용해 스택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4단계: 리소스 프로비저닝
스택을 생성하려면 AWS CloudFormation Designer에서 CloudFormation 스택 생성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이
전 단계에서 만든 템플릿을 사용해 CloudFormation 스택을 만듭니다.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를 모두 프
로비저닝하면 실행 중인 기본 웹 사이트가 생깁니다.

스택을 생성하려면
1.

AWS CloudFormation Designer 도구 모음에서 스택 생성(구름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signer에서는 열려 있는 템플릿을 S3 버킷에 저장한 다음 CloudFormation 스
택 생성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템플릿을 업로드할 때마다 생성된 것과 동일한
S3 버킷을 사용합니다.

2.

CloudFormation에서는 템플릿 URL을 자동으로 채웁니다.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3.

세부 정보 지정 섹션의 스택 이름 필드에 스택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예에서는
BasicWebServerStack을 사용합니다.

4.

파라미터 섹션의 KeyName 필드에 스택을 생성하는 리전과 동일한 리전에 있는 유효한 Amazon EC2 키
페어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기타 기본 파라미터 값은 유지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6.

이 연습에서는 태그를 추가하거나 고급 설정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음을 선택합니다.

7.

스택 이름과 Amazon EC2 키-페어 이름이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생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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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에서 스택을 생성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려면
스택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스택 이벤트 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AWS
CloudFormation 스택 데이터 및 리소스 보기 (p. 10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스택이 생성되면 스택 출력을 보
고 샘플 웹 사이트 URL로 이동해 웹 사이트가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AWS CloudFormation 스택 데이터 및 리소스 보기 (p. 108)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제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해 성공적으로 템플릿을 생성하고 스택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연습: 연습: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하여 스택의 템플릿 수정 (p. 363)에서 이 스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에서는 확장 가능한 웹 서버를 생성하기 위해 템플릿을 수정합니다.

연습: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하여 스택
의 템플릿 수정
AWS CloudFormation Designer을(를) 사용하여 스택의 템플릿을 수정한 다음 AWS CloudFormation에 제출
해 스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택 수정 시 템플릿의 사본을 가져와 텍스트 편집기에서 템
플릿을 수정한 다음 CloudFormation을 사용해 스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에서는 실행 중인 스택의 템플
릿 사본을 빠르게 가져와 수정한 다음 콘솔을 종료하지 않고 스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에서는 기본 웹 서버 (p. 345)로 시작한 다음 웹 서버를 확장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도록 수정합
니다.
이 연습을 마치면 다음 샘플과 유사한 템플릿이 생깁니다.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
designer/home?templateUrl=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examples/sample-asvpc.template&region=us-east-1.
이 연습에서는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스택 템플릿을 가져옵니다. (p. 364)
실행 중인 스택의 템플릿 사본을 가져옵니다. 다음 연습: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하여 기본
웹 서버 생성 (p. 345) 연습의 기본 웹 서버 스택과 동일합니다.
2. 템플릿을 수정합니다. (p. 364)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하여 스택의 템플릿을 수정하는 데, EC2 인스턴스를 Auto Scaling
그룹 및 Elastic Load Balancing 로드 밸런서로 대체해 웹 사이트를 확장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도록
만듭니다.
3. 스택을 업데이트합니다. (p. 372)
수정 사항을 저장한 후 수정된 템플릿으로 기본 웹 서버 스택을 업데이트합니다.

Note
CloudFormation이 무료 서비스이긴 하지만 스택에 포함하는 AWS 리소스에 대해서는 리소스별
현재 시세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AWS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aws.amazon.com에서
각 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스택을 삭제합니다. (p. 373)
스택을 삭제해 모든 리소스를 정리합니다.
사전 조건
이 연습에서는 여러분에게 Amazon Virtual Private Cloud(Amazon VPC), Auto Scaling, Elastic Load
Balancing 및 CloudFormation에 대한 유효한 지식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절차에
서는 각 리소스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음 연습: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하여 기본 웹 서버 생성 (p. 345) 연습을 완료했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연습을 완료했으면 BasicWebServerStack라는 실행 중인 스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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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스택 템플릿 가져오기
이 단계에서는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해 실행 중인 스택의 템플릿 사본을 가져와 엽니다.

실행 중인 스택의 템플릿 사본을 가져오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스택 목록에서 BasicWebServerStack을 선택합니다.

3.

작업을 선택한 다음 Designer에서 템플릿 보기/편집을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BasicWebServerStack 스택의 템플릿 사본을 가져와 AWS CloudFormation
Designer에 표시합니다. 여기서 템플릿 리소스와 그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를 사용하여 템
플릿을 수정합니다.

2단계: 템플릿 수정
AWS CloudFormation Designer의 끌어 놓기 인터페이스와 통합 JSON 및 YAML 편집기에서 Amazon EC2
인스턴스 하나를 Auto Scaling 그룹 및 로드 밸런서로 바꾸어 기본 웹 서버 템플릿을 수정하고 웹 사이트를
확장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웹 사이트에 대한 트래픽이 갑자기 증가한 경우에는 을 사용해 웹 서버의 수를
빠르게 늘립니다. 로드 밸런서는 인스턴스 간에 균등하게 트래픽을 분산합니다.

스택 템플릿을 수정하려면
1.

WebServerInstance 리소스를 제거합니다.
a.

WebServerInstance 리소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b.
리소스 메뉴에서 삭제(
c.
2.

)를 선택합니다.

[OK]를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리소스 유형 창에서 PublicSubnet 리소스에 AutoScalingGroup, LaunchConfiguration 및
LoadBalancer 리소스를 추가합니다. 리소스를 추가하기 전에 서브넷을 확장해 리소스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리소스는 리소스 범주별로 구성됩니다. Auto Scaling 그룹 및 시작 구성은 AutoScaling 범주에 속하며 로
드 밸런서는 ElasticLoadBalancing 범주에 속합니다.

Note
이러한 리소스는 컨테이너 모델을 따르지 않으므로 AWS CloudFormation Designer에서는 해
당 리소스를 서브넷과 자동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연결은 이 단계의 후반부에서 생성합니다.
3.

리소스 유형 창의 EC2 범주에서 SecurityGroup 리소스를 서브넷을 제외한 VPC의 아무 위치에 추가합
니다.
이 보안 그룹이 로드 밸런서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제어합니다.

4.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리소스의 이름을 바꿉니다.
• AutoScalingGroup을 WebServerFleet으로 바꿉니다.
• LaunchConfiguration을 WebServerLaunchConfig로 바꿉니다.
• LoadBalancer를 PublicElasticLoadBalancer로 바꿉니다.
• SecurityGroup을 PublicLoadBalancerSecurityGroup으로 바꿉니다.

5.

추가한 리소스에 대한 연결을 생성합니다.
a.

다음과 같이 로드 밸런서와 Auto Scaling 그룹 리소스를 퍼블릭 서브넷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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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ElasticLoadBalancer 리소스에서 AWS::EC2::Subnet (Property: Subnets)
연결을 PublicSubnet 리소스로 끕니다.
• WebServerFleet 리소스에서 AWS::EC2::Subnet (Property: VPCZoneIdentifier)
연결을 PublicSubnet 리소스로 끕니다.
b.

다음과 같이 로드 밸런서를 해당 보안 그룹과 연결합니다.
• PublicElasticLoadBalancer 리소스에서 AWS::EC2::SecurityGroup (Property:
SecurityGroups) 연결을 PublicLoadBalancerSecurityGroup 리소스로 끕니다.

c.

다음과 같이 Auto Scaling 그룹을 로드 밸런서 및 시작 구성과 연결합니다.
• WebServerFleet 리소스에서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y: LoadBalancerNames) 연결을 PublicElasticLoadBalancer 리소스로 끕니
다.
• WebServerFleet 리소스에서 AWS::ElasticLoadBalancing::LaunchConfiguration
(Property: LaunchConfigurationName) 연결을 WebServerLaunchConfig 리소스로
끕니다.

d.

다음과 같이 시작 구성을 보안 그룹과 연결해야 합니다.
• WebServerLaunchConfig 리소스에서 AWS::EC2::SecurityGroup (Property:
SecurityGroups) 연결을 WebServerSecurityGroup 리소스로 끕니다.

e.

다음과 같이 퍼블릭 라우팅에 대한 Auto Scaling 그룹의 종속성을 정의합니다.
• WebServerFleet 리소스에서 DependsOn 연결을 PublicRoute 리소스로 끕니다.
이러한 종속성은 퍼블릭 라우팅이 완료될 때까지 CloudFormation에서 WebServerFleet 리소스
를 생성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 웹 서버 인스턴스 시작 시 퍼블릭 라우팅을 사용할 수
없으면 웹 서버 인스턴스는 구성 및 애플리케이션 배포가 완료된 경우 (cfn-signal 헬퍼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 CloudFormation에 이를 알릴 수 없습니다.

6.

추가한 리소스의 속성을 지정합니다.
a.

AWS CloudFormation Designer 캔버스에서 PublicElasticLoadBalancer 리소스를 선택합니
다.

b.

통합 편집기 창에서 속성 탭을 선택하고 다음 코드 조각을 복사하여 속성 중괄호({}) 사이에 붙여
넣습니다.
AWS CloudFormation Designer에서 보안 그룹 및 서브넷 연결을 자동으로 추가했으므로
Listeners 및 HealthCheck 속성만 추가해야 합니다. Listeners 속성은 트래픽을 수신하는 위
치와 트래픽 유형을 지정하고, HealthCheck 속성은 로드 밸런서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설정을
설명합니다.
JSON
"Listeners": [
{
"LoadBalancerPort": "80",
"InstancePort": "80",
"Protocol": "HTTP"
}

],
"HealthCheck": {
"Target": "HTTP:80/",
"HealthyThreshold": "3",
"UnhealthyThreshold": "5",
"Interval": "90",
"Timeout":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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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Groups": [
{
"Ref": "PublicLoadBalancerSecurityGroup"
}
],
"Subnets": [
{
"Ref": "PublicSubnet"
}
]

YAML
Listeners:
- LoadBalancerPort: '80'
InstancePort: '80'
Protocol: HTTP
HealthCheck:
Target: 'HTTP:80/'
HealthyThreshold: '3'
UnhealthyThreshold: '5'
Interval: '90'
Timeout: '60'
SecurityGroups:
- !Ref PublicLoadBalancerSecurityGroup
Subnets:
- !Ref PublicSubnet

c.

다음 리소스에 대해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WebServerFleet
MaxSize, MinSize 및 DesiredCapacity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Auto
Scaling 그룹에서 시작할 수 있는 최소 및 최대 인스턴스 수와 시작할 최초 인스턴스 수를 지정
합니다. 원하는 용량 값은 이 절차의 후반부에서 추가할 새 파라미터를 참조합니다.
JSON
"MinSize": "1",
"MaxSize": "10",
"DesiredCapacity": {
"Ref": "WebServerCount"
},
"VPCZoneIdentifier": [
{
"Ref": "PublicSubnet"
}
],
"LaunchConfigurationName": {
"Ref": "WebServerLaunchConfig"
},
"LoadBalancerNames": [
{
"Ref": "PublicElasticLoadBalancer"
}
]

YAML
MinSize: '1'
MaxSize: '10'
DesiredCapacity: !Ref WebServer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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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ZoneIdentifier:
- !Ref PublicSubnet
LaunchConfigurationName: !Ref WebServerLaunchConfig
LoadBalancerNames:
- !Ref PublicElasticLoadBalancer

PublicLoadBalancerSecurityGroup
로드 밸런서에 도달해 로드 밸런서에서 나갈 수 있는 트래픽을 결정하는 다음 인바운드 및 아웃
바운드 규칙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모든 HTTP 트래픽이 로드 밸런서에 도달해 로드 밸
런서에서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JSON
"GroupDescription": "Public Elastic Load Balancing security group with
HTTP access on port 80 from the Internet",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
],
"SecurityGroupEgress": [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
],
"VpcId": {
"Ref": "VPC"
}

YAML

80

GroupDescription: >Public Elastic Load Balancing security group with HTTP access on port
from the Internet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SecurityGroupE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VpcId: !Ref VPC

WebServerSecurityGroup
로드 밸런서에서의 트래픽만 허용하도록 HTTP 인바운드 규칙을 수정합니다.
JSON
"GroupDescription": "Allow access from load balancer and SSH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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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SourceSecurityGroupId": {
"Ref": "PublicLoadBalancerSecurityGroup"
}
},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
"Ref": "SSHLocation"
}
}
],
"VpcId": {
"Ref": "VPC"
}

YAML
VpcId: !Ref VPC
GroupDescription: Allow access from load balancer and SSH traffic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SourceSecurityGroupId: !Ref PublicLoadBalancerSecurityGroup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Ref SSHLocation

WebServerLaunchConfig
시작 구성에서는 여러 가지 속성을 지정해야 하므로, 그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
다. InstanceType 및 ImageId 속성은 템플릿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파라미터와 매핑 값을
사용합니다. 스택을 생성할 때 인스턴스 유형을 파라미터 값으로 지정합니다. ImageId 값은
지정한 스택의 리전과 인스턴스 유형을 기반으로 하는 매핑입니다.
UserData 속성에서는 인스턴스가 시작된 후 실행할 구성 스크립트를 지정합니다. 구성 정보
는 인스턴스의 메타데이터에 정의되며 이 메타데이터는 다음 단계에서 추가합니다.
JSON
"InstanceType": {
"Ref": "InstanceType"
},
"ImageId": {
"Fn::FindInMap": [
"AWSRegionArch2AMI",
{
"Ref": "AWS::Region"
},
{
"Fn::FindInMap": [
"AWSInstanceType2Arch",
{
"Ref": "InstanceType"

API 버전 2010-05-15
36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Designer을(를) 사용하여 템플릿을 수정합니다.

}

]

},
"Arch"

]
},
"KeyName": {
"Ref": "KeyName"
},
"AssociatePublicIpAddress": "true",
"UserData": {
"Fn::Base64": {
"Fn::Join": [
"",
[
"#!/bin/bash -xe\n",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n",
"# Install the files and packages from the metadata\n",
"/opt/aws/bin/cfn-init -v ",
"
--stack ",
{
"Ref":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LaunchConfig ",
"
--configsets All ",
"
--region ",
{
"Ref": "AWS::Region"
},
"\n",
"# Signal the status from cfn-init\n",
"/opt/aws/bin/cfn-signal -e $? ",
"
--stack ",
{
"Ref":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Fleet ",
"
--region ",
{
"Ref": "AWS::Region"
},
"\n"
]
]
}
},
"SecurityGroups": [
{
"Ref": "WebServerSecurityGroup"
}
]

YAML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ImageId: !FindInMap
- AWSRegionArch2AMI
- !Ref 'AWS::Region'
- !FindInMap
- AWSInstanceType2Arch
- !Ref InstanceType
- Arch
KeyName: !Ref KeyName
AssociatePublicIpAddress: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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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Data: !Base64
'Fn::Join':
- ''
- - |
#!/bin/bash -xe
- |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
- |
# Install the files and packages from the metadata
- '/opt/aws/bin/cfn-init -v '
- '
--stack '
- !Ref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LaunchConfig '
- '
--configsets All '
- '
--region '
- !Ref 'AWS::Region'
- |+
- |
# Signal the status from cfn-init
- '/opt/aws/bin/cfn-signal -e $? '
- '
--stack '
- !Ref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Fleet '
- '
--region '
- !Ref 'AWS::Region'
- |+
SecurityGroups:
- !Ref WebServerSecurityGroup

7.

WebServerLaunchConfig 리소스에 cfn-init 헬퍼 스크립트에 웹 서버를 시작하고 기본 웹 페이지를 생
성하도록 지시하는 시작 구성 메타데이터를 추가합니다.
a.

WebServerLaunchConfig 리소스를 선택한 다음 통합 편집기에서 메타데이터 탭을 선택합니다.

b.

템플릿을 JSON 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Metadata 중괄호({}) 내부와
AWS::CloudFormation::Designer 닫는 중괄호 뒤에 쉼표(,)를 추가합니다.

c.

AWS::CloudFormation::Designer 속성 뒤에 다음 코드 조각을 추가하여 cfn-init 헬퍼 스크립
트가 웹 서버를 시작하고 기본 웹 페이지를 생성하도록 지시합니다.
JSON
"AWS::CloudFormation::Init" : {
"configSets" : {
"All" : [ "ConfigureSampleApp" ]
},
"ConfigureSampleApp" : {
"packages" : {
"yum" : {
"httpd" : []
}
},
"files" : {
"/var/www/html/index.html" : {
"content" : { "Fn::Join" : ["\n", [
"<h1>Congratulations, you have successfully launched the AWS
CloudFormation sample.</h1>"
]]},
"mode"
: "000644",
"owner"
: "root",
"group"
: "roo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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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vices" : {
"sysvinit" : {
"httpd"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 "true" }
}
}

YAML
'AWS::CloudFormation::Init':
configSets:
All:
- ConfigureSampleApp
ConfigureSampleApp:
packages:
yum:
httpd: []
files:
/var/www/html/index.html:
content: !Join
- |+
- - ><h1>Congratulations, you have successfully launched the AWS
CloudFormation sample.</h1>
mode: '000644'
owner: root
group: root
services:
sysvinit:
httpd:
enabled: 'true'
ensureRunning: 'true'

8.

WebServerCount 파라미터를 추가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CloudFormation에서 Auto Scaling 그룹을
생성하는 경우 생성할 인스턴스 수를 지정합니다.
a.

AWS CloudFormation Designer 캔버스에서 빈 공간을 선택합니다.

b.

통합 편집기 창에서 파라미터 탭을 선택합니다.

c.

통합 편집기에서 다음 파라미터를 추가합니다. 템플릿을 JSON 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필요에 따
라 쉼표를 추가합니다.
JSON
"WebServerCount": {
"Description": "Number of Amazon EC2 instances to launch for the WebServer
server",
"Type": "Number",
"Default": "1"
}

YAML
WebServerCount:
Description: Number of Amazon EC2 instances to launch for the WebServer server
Type: Number
Default: '1'

9.

로드 밸런서의 DNS 이름을 표시하도록 템플릿 출력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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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합 편집기 창에서 출력 탭을 선택합니다.

b.

다음 코드 조각에 표시된 것처럼 로드 밸런서 DNS 이름을 사용하도록 JSON을 수정합니다.
JSON
{

}

"Outputs": {
"URL": {
"Value": {
"Fn::GetAtt": [
"PublicElasticLoadBalancer",
"DNSName"
]
},
"Description": "Newly created application URL"
}
}

템플릿을 YAML 형식으로 작성 중인 경우 다음 코드 조각을 사용하십시오.
Outputs:
URL:
Value: !GetAtt
- PublicElasticLoadBalancer
- DNSName
Description: Newly created application URL

10.

AWS CloudFormation Designer 도구 모음의 템플릿 확인(
합니다.

)을 선택하여 템플릿의 구문 오류를 검사

메시지 창에서 오류를 확인해 수정한 다음 템플릿을 다시 확인합니다. 오류가 보이지 않으면 템플릿이
구문상 유효한 것입니다.
11.

AWS CloudFormation Designer 도구 모음에서 파일(
컬 저장합니다.

)을 선택한 다음 저장을 선택하여 템플릿을 로

이제 기본 웹 서버 스택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정된 CloudFormation 템플릿이 생겼습니다. 다
음 단계에서는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기본 웹 서버 스택을 업데이트합니다.

3단계: 스택 업데이트
템플릿 변경 사항을 구현하려면 기본 웹 서버 스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signer
에서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 마법사를 직접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택을 업데이트하려면
1.

AWS CloudFormation Designer 도구 모음에서 스택 생성(

)을 선택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signer에서는 열려 있는 템플릿을 S3 버킷에 저장한 다음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BasicWebServerStack 스택의 템플릿을 수정했으므로
CloudFormation에서 해당 스택에 대한 스택 업데이트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2.

CloudFormation에서는 템플릿 URL을 자동으로 채웁니다.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3.

스택 섹션의 이름 필드에서 스택의 이름이 BasicWebServerStack인지 확인합니다.

4.

파라미터 섹션에서 기존 값을 사용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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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연습에서는 태그를 추가하거나 고급 설정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음을 선택합니다.

6.

스택 이름이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 스택을 업데이트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려면 스
택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AWS CloudFormation 스택 데이터
및 리소스 보기 (p. 108) 섹션을 참조하세요. 스택이 업데이트되면 스택 출력을 보고 웹 사이트 URL로 이동해
웹 사이트가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AWS CloudFormation
스택 데이터 및 리소스 보기 (p. 108)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해 성공적으
로 템플릿 및 스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원치 않는 서비스에 대해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리소스 정리
원치 않는 서비스에 대해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려면 스택과 해당 리소스를 삭제합니다.

스택을 삭제하려면
1.

CloudFormation 콘솔에서 BasicWebServerStack 스택을 선택합니다.

2.

[Delete Stack]을 선택합니다.

3.

확인 메시지에서 예, 삭제를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 스택을 삭제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려면 스
택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스택이 삭제되면 생성한 모든 리소스가 삭제됩니다. 이제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했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고유한 템플릿을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연습: 다른 AWS 계정의 VPC와 피어링
AWS::EC2::VPCPeeringConnection을 사용하여 다른 AWS 계정의 Virtual Private Cloud(VPC)와 피어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VPC 간에 네트워킹 연결이 생성되어 두 VPC 간에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두 VPC가 마치 동일한 네트워크 내에 있는 것처럼 통신할 수 있습니다. VPC 피어링 연결을 사
용하면 데이터 액세스 및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VPC 피어링 연결을 설정하려면 단일 AWS CloudFormation 스택 내에서 개별 AWS 계정 두 개를 승인해야
합니다.
VPC 피어링 및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Peering Guide의 VPC 피어링 개요를 참조하세요.

사전 조건
1.

피어링 연결에는 피어 VPC ID, 피어 AWS 계정 ID 및 교차 계정 액세스 역할이 필요합니다.

Note

2.

이 연습에서는 두 가지 계정을 참조합니다. 첫 번째는 교차 계정 피어링을 허용하는 계정이고
(수락자 계정), 두 번째는 피어링 연결을 요청하는 계정입니다(요청자 계정).
VPC 피어링 연결을 수락하려면 교차 계정 액세스 역할을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리소스는 동일한 계
정의 VPC 피어링 연결 리소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1단계: VPC 및 교차 계정 역할 생성
VPC 및 교차 계정 액세스 역할 생성(예제)
이 단계에서는 수락자 계정에서 VPC 및 역할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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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AWS CloudFormation을 선택합니다.

2.

[Create stack]을 선택합니다.

3.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하여 비어 있는 새 템플릿을 생성하
려면 Designer에서 템플릿 생성을 선택합니다.
다른 텍스트 편집기에서 템플릿을 생성하는 경우 템플릿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를 선택한 후 필요에 따
라 Amazon S3 URL 또는 템플릿 파일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4.

다음 예제 템플릿을 사용해 VPC 및 교차 계정 역할을 생성해 다른 계정에서 피어링이 가능하도록 허용
합니다.

Example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reate a VPC and an assumable role for cross account VPC peering.",
"Parameters": {
"PeerRequesterAccountId": {
"Type": "String"
}
},
"Resources": {
"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CidrBlock": "10.1.0.0/16",
"EnableDnsSupport": false,
"EnableDnsHostnames": false,
"InstanceTenancy": "default"
}
},
"peer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Statement": [
{
"Principal": {
"AWS": {
"Ref": "PeerRequesterAccountId"
}
},
"Action": [
"sts:AssumeRole"
],
"Effect": "Allow"
}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ec2:AcceptVpcPeeringConnection",
"Resourc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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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Outputs": {
"VPCId": {
"Value": {
"Ref": "vpc"
}
},
"RoleARN": {
"Value": {
"Fn::GetAtt": [
"peerRole",
"Arn"
]
}
}
}

Example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reate a VPC and an assumable role for cross account VPC peering.
Parameters:
PeerRequesterAccountId:
Type: String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1.0.0/16
EnableDnsSupport: false
EnableDnsHostnames: false
InstanceTenancy: default
peer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Statement:
- Principal:
AWS: !Ref PeerRequesterAccountId
Action:
- 'sts:AssumeRole'
Effect: Allow
Path: /
Policies: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ec2:AcceptVpcPeeringConnection'
Resource: '*'
Outputs:
VPCId:
Value: !Ref vpc
RoleARN:
Value: !GetAtt
- peerRole
- Arn

5.

[Next]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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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택에 이름(예: VPC-owner)을 지정한 다음 PeerRequesterAccountId 필드에 요청자 계정의 AWS 계정
ID를 입력합니다.

7.

기본값을 수락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8.

[AWS CloudFormation에서 IAM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음을 승인합니다(I acknowledge that AWS
CloudFormation might create IAM resources)]를 선택하고 [스택 생성(Create stack)]을 선택합니다.

2단계: AWS::EC2::VPCPeeringConnection을(를) 포함하는
템플릿 만들기
이제 VPC 및 교차 계정 역할을 생성했으므로 다른 AWS 계정(요청자 계정)을 사용하여 VPC와 피어링할 수
있습니다.
AWS::EC2::VPCPeeringConnection 리소스가 포함된 템플릿을 생성하려면(예제)
1.

AWS CloudFormation 콘솔 홈페이지로 되돌아 갑니다.

2.

[Create stack]을 선택합니다.

3.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하여 비어 있는 새 템플릿을 생성하려면 Designer에서 템플릿 생
성을 선택합니다.
다른 텍스트 편집기에서 템플릿을 생성하는 경우 템플릿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를 선택한 후 필요에 따
라 Amazon S3 URL 또는 템플릿 파일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4.

1단계에서 생성한 피어 역할을 사용하여 다음 예제 템플릿에 따라 VPC와 VPC 피어링 연결을 생성합니
다.

Example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reate a VPC and a VPC Peering connection using the PeerRole to
accept.",
"Parameters": {
"PeerVPCAccountId": {
"Type": "String"
},
"PeerVPCId": {
"Type": "String"
},
"PeerRoleArn": {
"Type": "String"
}
},
"Resources": {
"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CidrBlock": "10.2.0.0/16",
"EnableDnsSupport": false,
"EnableDnsHostnames": false,
"InstanceTenancy": "default"
}
},
"vpcPeeringConnection": {
"Type": "AWS::EC2::VPCPeeringConnection",
"Properties": {
"VpcId": {
"Ref": "vpc"
},
"PeerVpc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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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f": "PeerVPCId"
},
"PeerOwnerId": {
"Ref": "PeerVPCAccountId"
},
"PeerRoleArn": {
"Ref": "PeerRoleArn"
}

},
"Outputs": {
"VPCId": {
"Value": {
"Ref": "vpc"
}
},
"VPCPeeringConnectionId": {
"Value": {
"Ref": "vpcPeeringConnection"
}
}
}

Example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reate a VPC and a VPC Peering connection using the PeerRole to accept.
Parameters:
PeerVPCAccountId:
Type: String
PeerVPCId:
Type: String
PeerRoleArn:
Type: String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2.0.0/16
EnableDnsSupport: false
EnableDnsHostnames: false
InstanceTenancy: default
vpcPeeringConnection:
Type: 'AWS::EC2::VPCPeeringConnection'
Properties:
VpcId: !Ref vpc
PeerVpcId: !Ref PeerVPCId
PeerOwnerId: !Ref PeerVPCAccountId
PeerRoleArn: !Ref PeerRoleArn
Outputs:
VPCId:
Value: !Ref vpc
VPCPeeringConnectionId:
Value: !Ref vpcPeeringConnection

5.

[Next]를 선택합니다.

6.

스택에 이름을 제공합니다(예: VPC-peering-connection).

7.

기본값을 수락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8.

[AWS CloudFormation에서 IAM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음을 승인합니다(I acknowledge that AWS
CloudFormation might create IAM resources)]를 선택하고 [스택 생성(Create stack)]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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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제한적인 정책으로 템플릿 생성
VPC를 다른 AWS 계정와(과) 피어링하는 데 아주 제한적인 정책을 생성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 템플릿은 더욱 제한적이 되도록 VPC 피어 소유자 템플릿(위의 1단계에서 생성한 수락자 계정)을
변경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Example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reate a VPC and an assumable role for cross account VPC peering.",

"Parameters": {
"PeerRequesterAccountId": {
"Type": "String"
}
},
"Resources": {
"peerRole": {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Statement": [
{
"Action": [
"sts:AssumeRole"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
"Ref": "PeerRequesterAccountId"
}
}
}
]
},
"Path": "/",
"Policies": [
{
"PolicyDocument": {
"Statement": [
{
"Action": "ec2:acceptVpcPeeringConnection",
"Effect": "Allow",
"Resource": {
"Fn::Sub": "arn:aws:ec2:${AWS::Region}:
${AWS::AccountId}:vpc/${vpc}"
}
},
{
"Action": "ec2:acceptVpcPeeringConnection",
"Condition": {
"StringEquals": {
"ec2:AccepterVpc": {
"Fn::Sub": "arn:aws:ec2:${AWS::Region}:
${AWS::AccountId}:vpc/${vpc}"
}
}
},
"Effect": "Allow",
"Resource": {
"Fn::Sub": "arn:aws:ec2:${AWS::Region}:
${AWS::AccountId}:vpc-peering-conn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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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sion": "2012-10-17"

]

}

},
"PolicyName": "root"

},
"Type": "AWS::IAM::Role"

},
"vpc": {
"Properties": {
"CidrBlock": "10.1.0.0/16",
"EnableDnsHostnames": false,
"EnableDnsSupport": false,
"InstanceTenancy": "default"
},
"Type": "AWS::EC2::VPC"
}

}

},
"Outputs": {
"RoleARN": {
"Value": {
"Fn::GetAtt": [
"peerRole",
"Arn"
]
}
},
"VPCId": {
"Value": {
"Ref": "vpc"
}
}
}

Example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reate a VPC and an assumable role for cross account VPC peering.
Parameters:
PeerRequesterAccountId:
Type: String
Resources:
peer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Statement:
- Action:
- 'sts:AssumeRole'
Effect: Allow
Principal:
AWS:
Ref: PeerRequesterAccountId
Path: /
Policies:
- PolicyDocument:
Statement:
- Action: 'ec2:acceptVpcPeeringConnection'
Effect: Allow
Resource:
'Fn::Sub': 'arn:aws:ec2:${AWS::Region}:${AWS::AccountId}:vpc/${vpc}'
- Action: 'ec2:acceptVpcPeering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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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StringEquals:
'ec2:AccepterVpc':
'Fn::Sub': 'arn:aws:ec2:${AWS::Region}:${AWS::AccountId}:vpc/${vpc}'
Effect: Allow
Resource:
'Fn::Sub': >arn:aws:ec2:${AWS::Region}:${AWS::AccountId}:vpc-peering-connection/*
Version: 2012-10-17
PolicyName: root
Type: 'AWS::IAM::Role'
vpc:
Properties:
CidrBlock: 10.1.0.0/16
EnableDnsHostnames: false
EnableDnsSupport: false
InstanceTenancy: default
Type: 'AWS::EC2::VPC'
Outputs:
RoleARN:
Value:
'Fn::GetAtt':
- peerRole
- Arn
VPCId:
Value:
Ref: vpc

VPC에 액세스하려면 위의 2단계와 동일한 요청자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습: 다른 AWS CloudFormation 스택의 리소스 출력
참조
다른 AWS CloudFormation 스택으로 리소스를 내보내려면 교차 스택 참조를 생성합니다. 교차 스택 참조를
사용하면 계층형 아키텍처 또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스택의 모든 리소스를 포
함하는 대신 별도의 스택에서 관련 AWS 리소스를 생성한 다음 다른 스택에서 필요한 리소스 출력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교차 스택 참조를 출력으로 제한하여 다른 스택에서 참조되는 스택 부분을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VPC, 보안 그룹 및 퍼블릭 웹 애플리케이션의 서브넷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스택과 별도의 퍼블릭
웹 애플리케이션 스택이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네트워크 스택의 보안 그룹과 서브넷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웹 애플리케이션 스택에서 네트워크 스택의 리소스 출력을 참조하도록 허용하는 교차 스택 참조를 생
성합니다. 교차 스택 참조를 사용하면 웹 애플리케이션 스택 소유자가 네트워킹 규칙 또는 자산을 생성하거
나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차 스택 참조를 생성하려면 Export 출력 필드를 사용하여 내보낼 리소스 출력 값에 플래그를 표시합니
다. 그런 다음 Fn::ImportValue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값을 가져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력 (p. 331) 및
Fn::ImportValue (p. 654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사전 조건
이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Amazon VPC, Amazon EC2 및 AWS CloudFormation 서비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
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Note
AWS CloudFormation은 무료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스택에 포함하는 AWS 리소스에 대해서는 리
소스별 현재 시세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AWS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제품의 세부 정보 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교차 스택 참조에 적용되는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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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AWS 계정의 Export 이름은 한 리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 여러 리전 간에 교차 스택 참조를 만들 수 없습니다. Fn::ImportValue 내장 함수는 동일 리전
안에서 내보냈던 값을 가져오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력의 경우, 리소스에 의존하는 Name 또는 Export 함수를 Ref의 GetAtt 속성 값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ImportValue 함수는 리소스에 의존하는 Ref 또는 GetAtt 함수를 포함할 수 없습
니다.
• 다른 스택에서 출력을 참조 중인 스택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스택에서 참조하는 출력 값은 수정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1단계: 샘플 템플릿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스택 생성
네트워크 스택에는 웹 애플리케이션 스택에서 사용할 VPC, 보안 그룹 및 서브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
한 리소스 외에 네트워크 스택에서는 퍼블릭 액세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 게이트웨이 및 라우팅 테이블
을 생성합니다.

Note
웹 애플리케이션 스택을 생성하기 전에 이 스택을 생성해야 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스택을 먼저
생성한 경우에는 보안 그룹 또는 서브넷이 없습니다.

네트워크 스택을 생성하려면
1.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열고 스택 생성을 선택합니다.

2.

Template is ready(템플릿 준비 완료)를 선택하고 Specify template(템플릿 지정) 섹션에서 Amazon
S3 URL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URL을 복사하여 텍스트 상자에 붙여 넣습니다. https://
s3.amazonaws.com/cloudformation-examples/user-guide/cross-stack/
SampleNetworkCrossStack.template
링크는 네트워크 스택 템플릿의 위치를 제공합니다. 스택에서 생성되는 리소스를 보려면 링크를 선택하
여 템플릿을 엽니다. 출력 섹션에서 샘플 템플릿에서 내보내는 네트워킹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스택의 네트워킹 리소스를 내보낼 경우 내보낸 리소스의 이름에 스택 이름이 접두사로 붙습니다.
사용자가 네트워킹 리소스를 가져올 때 리소스를 가져올 스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템플릿을 검토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4.

스택 이름에 SampleNetworkCrossStack을 입력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Note
이 스택의 이름을 기록해 둡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스택을 시작할 때 스택 이름이 필요합니다.
5.

[Next]를 선택합니다. 이 연습에서는 태그를 추가하거나 고급 설정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스택 이름과 템플릿 URL이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스택 생성을 선택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스택을 생성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모든 리소스가 생성될 때까
지 기다렸다가 웹 애플리케이션 스택 생성을 계속합니다.

7.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려면 스택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Management Console에
서 AWS CloudFormation 스택 데이터 및 리소스 보기 (p. 108) 단원을 참조하세요.

2단계: 샘플 템플릿을 사용하여 웹 애플리케이션 스택 생성
웹 애플리케이션 스택에서는 네트워크 스택에서 보안 그룹 및 서브넷을 사용하는 EC2 인스턴스를 생성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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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네트워크 스택과 동일한 리전에서 이 스택을 생성해야 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스택을 생성하려면
1.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열고 스택 생성을 선택합니다.

2.

Template is ready(템플릿 준비 완료)를 선택하고 Specify template(템플릿 지정) 섹션에서 Amazon S3
URL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URL을 복사하여 텍스트 상자에 붙여 넣습니다. https://s3.amazonaws.com/
cloudformation-examples/user-guide/cross-stack/SampleWebAppCrossStack.template
링크는 웹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의 위치를 제공합니다. 스택에서 생성되는 리소스를 보려면 링크를 선택
하여 템플릿을 엽니다. 리소스 섹션에서 EC2 인스턴스의 속성을 봅니다. Fn::ImportValue 함수를 사
용하여 다른 스택에서 네트워킹 리소스를 가져오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템플릿을 검토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4.

스택 이름에는 SampleWebAppCrossStack을 입력합니다. 파라미터 섹션에서 NetworkStackName 파
라미터에 대한 기본값을 사용한 다음 다음을 선택합니다.
샘플 템플릿에서는 파라미터 값을 사용하여 값을 가져올 스택을 지정합니다.

5.

[Next]를 선택합니다. 이 연습에서는 태그를 추가하거나 고급 설정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스택 이름과 템플릿 URL이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스택 생성을 선택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스택을 생성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7.

스택이 생성된 이후에 리소스를 보고 인스턴스 ID를 기록해 둡니다. 스택 리소스 보기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AWS CloudFormation 스택 데이터 및 리소스 보기 (p. 108) 단원
을 참조하십시오.
인스턴스의 보안 그룹과 서브넷을 확인하려면 Amazon EC2 콘솔에서 인스턴스의 속성을 봅니다. 인스
턴스에서 SampleNetworkCrossStack 스택의 보안 그룹 및 서브넷을 사용하는 경우 교차 스택 참조
를 성공적으로 생성한 것입니다.
콘솔을 사용하여 스택 출력과 예제 웹 사이트 URL을 보고 웹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
다. 자세한 정보는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AWS CloudFormation 스택 데이터 및 리소스 보
기 (p. 108) 단원을 참조하세요.

3단계: 리소스 정리
원치 않는 서비스에 대해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려면 스택을 삭제합니다.

스택을 삭제하려면
1.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SampleWebAppCrossStack 스택을 선택합니다.

2.

작업을 선택한 다음 스택 삭제를 선택합니다.

3.

확인 메시지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4.

스택이 삭제된 후 SampleNetworkCrossStack 스택에 대해 동일한 단계를 반복합니다.

Note
AWS CloudFormation에서 SampleWebAppCrossStack 스택을 완전히 삭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EC2 인스턴스가 VPC에서 계속 실행 중인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SampleNetworkCrossStack 스택에서 VPC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생성한 모든 리소스가 삭제됩니다.
이 연습의 샘플 템플릿을 사용하여 자체 교차 참조 스택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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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확장 가능한 로드 밸런싱 웹 서버 생성
이 템플릿은 Amazon EC2 Auto Scaling 및 Elastic Load Balancing을 사용하고 여러 가용 영역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샘플 웹 사이트를 생성합니다. 또한 이 템플릿에 포함된 CloudWatch 경보는 정의된 임계값을 초과할
때 조정 정책을 실행하여 Auto Scaling 그룹에 인스턴스를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이 템플릿은 하나 이상의 Amazon EC2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이 템플릿에서 스택을 생성할 경우 사용한
AWS 리소스에 대한 요금이 청구됩니다.

Note
이 템플릿에서는 해당 계정이 EC2-VPC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다시 말해, 인스턴
스에서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VPC가 있습니다. 기본 VPC 인증서가 없는 경우 하
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및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templates-us-east-1/
AutoScalingMultiAZWithNotifications.template에서 이 샘플 템플릿의 최신 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uto Scaling 다중 AZ 템플릿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Description" :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AutoScalingMultiAZWithNotifications:
Create a multi-az, load balanced and auto-scaled sample web site running on an Apache Web
Server. The application is configured to span all Availability Zones in the region and is
auto-scaled based on the CPU utilization of the web servers. Notifications will be sent
to the operator email address on scaling events. The instances are load balanced with a
simple health check against the default web page. **WARNING** This template creates one
or more Amazon EC2 instances and an Elastic Load Balancer. You will be billed for the AWS
resources used if you create a stack from this template.",
"Parameters" : {
"InstanceType" : {
"Description" : "WebServer EC2 instance type",
"Type" : "String",
"Default" : "t2.small",
"AllowedValues" : [
"t1.micro",
"t2.nano",
"t2.micro",
"t2.small",
"t2.medium",
"t2.large",
"m1.small",
"m1.medium",
"m1.large",
"m1.xlarge",
"m2.xlarge",
"m2.2xlarge",
"m2.4xlarge",
"m3.medium",
"m3.large",
"m3.xlarge",
"m3.2xlarge",
"m4.large",
"m4.xlarge",
"m4.2xlarge",
"m4.4xlarge",
"m4.10xlarge",
"c1.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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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xlarge",
"c3.large",
"c3.xlarge",
"c3.2xlarge",
"c3.4xlarge",
"c3.8xlarge",
"c4.large",
"c4.xlarge",
"c4.2xlarge",
"c4.4xlarge",
"c4.8xlarge",
"g2.2xlarge",
"g2.8xlarge",
"r3.large",
"r3.xlarge",
"r3.2xlarge",
"r3.4xlarge",
"r3.8xlarge",
"i2.xlarge",
"i2.2xlarge",
"i2.4xlarge",
"i2.8xlarge",
"d2.xlarge",
"d2.2xlarge",
"d2.4xlarge",
"d2.8xlarge",
"hi1.4xlarge",
"hs1.8xlarge",
"cr1.8xlarge",
"cc2.8xlarge",
"cg1.4xlarge"

],
"ConstraintDescription" : "must be a valid EC2 instance type."
},
"OperatorEMail": {
"Description": "EMail address to notify if there are any scaling operations",
"Type": "String",
"AllowedPattern": "([a-zA-Z0-9_\\-\\.]+)@((\\[[0-9]{1,3}\\.[0-9]{1,3}\\.[0-9]{1,3}\
\.)|(([a-zA-Z0-9\\-]+\\.)+))([a-zA-Z]{2,4}|[0-9]{1,3})(\\]?)",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email address."
},
"KeyName" : {
"Description" : "The EC2 Key Pair to allow SSH access to the instances",
"Type" : "AWS::EC2::KeyPair::KeyName",
"ConstraintDescription" : "must be the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
"SSHLocation" : {
"Description" : "The IP address range that can be used to SSH to the EC2 instances",
"Type": "String",
"MinLength": "9",
"MaxLength": "18",
"Default": "0.0.0.0/0",
"AllowedPattern": "(\\d{1,3})\\.(\\d{1,3})\\.(\\d{1,3})\\.(\\d{1,3})/(\\d{1,2})",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IP CIDR range of the form x.x.x.x/x."
}

},

"Mappings" : {
"AWSInstanceType2Arch" : {
"t1.micro"
: { "Arch"
"t2.nano"
: { "Arch"
"t2.micro"
: { "Arch"
"t2.small"
: { "Arch"

:
:
:
:

"HVM64"
"HVM64"
"HVM64"
"HVM6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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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medium"
"t2.large"
"m1.small"
"m1.medium"
"m1.large"
"m1.xlarge"
"m2.xlarge"
"m2.2xlarge"
"m2.4xlarge"
"m3.medium"
"m3.large"
"m3.xlarge"
"m3.2xlarge"
"m4.large"
"m4.xlarge"
"m4.2xlarge"
"m4.4xlarge"
"m4.10xlarge"
"c1.medium"
"c1.xlarge"
"c3.large"
"c3.xlarge"
"c3.2xlarge"
"c3.4xlarge"
"c3.8xlarge"
"c4.large"
"c4.xlarge"
"c4.2xlarge"
"c4.4xlarge"
"c4.8xlarge"
"g2.2xlarge"
"g2.8xlarge"
"r3.large"
"r3.xlarge"
"r3.2xlarge"
"r3.4xlarge"
"r3.8xlarge"
"i2.xlarge"
"i2.2xlarge"
"i2.4xlarge"
"i2.8xlarge"
"d2.xlarge"
"d2.2xlarge"
"d2.4xlarge"
"d2.8xlarge"
"hi1.4xlarge"
"hs1.8xlarge"
"cr1.8xlarge"
"cc2.8xlarg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G2"
"HVMG2"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WSInstanceType2NATArch" : {
"t1.micro"
: { "Arch" : "NATHVM64"
"t2.nano"
: { "Arch" : "NATHVM64"
"t2.micro"
: { "Arch" : "NATHVM64"
"t2.small"
: { "Arch" : "NATHVM64"
"t2.medium"
: { "Arch" : "NATHVM64"
"t2.large"
: { "Arch" : "NATHVM64"
"m1.small"
: { "Arch" : "NATHVM64"
"m1.medium"
: { "Arch" : "NATHVM64"
"m1.large"
: { "Arch" : "NATHVM64"
"m1.xlarge"
: { "Arch" : "NATHVM64"
"m2.xlarge"
: { "Arch" : "NATHVM64"
"m2.2xlarge" : { "Arch" : "NATHVM64"
"m2.4xlarge" : { "Arch" : "NATHVM64"
"m3.medium"
: { "Arch" : "NATHVM6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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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3.large"
"m3.xlarge"
"m3.2xlarge"
"m4.large"
"m4.xlarge"
"m4.2xlarge"
"m4.4xlarge"
"m4.10xlarge"
"c1.medium"
"c1.xlarge"
"c3.large"
"c3.xlarge"
"c3.2xlarge"
"c3.4xlarge"
"c3.8xlarge"
"c4.large"
"c4.xlarge"
"c4.2xlarge"
"c4.4xlarge"
"c4.8xlarge"
"g2.2xlarge"
"g2.8xlarge"
"r3.large"
"r3.xlarge"
"r3.2xlarge"
"r3.4xlarge"
"r3.8xlarge"
"i2.xlarge"
"i2.2xlarge"
"i2.4xlarge"
"i2.8xlarge"
"d2.xlarge"
"d2.2xlarge"
"d2.4xlarge"
"d2.8xlarge"
"hi1.4xlarge"
"hs1.8xlarge"
"cr1.8xlarge"
"cc2.8xlarg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G2"
"NATHVMG2"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NATHVM64"

"AWSRegionArch2AMI" : {
"us-east-1"
: {"HVM64"
"ami-0a584ac55a7631c0c"},
"us-west-2"
: {"HVM64"
"us-west-1"
: {"HVM64"
"ami-066ee5fd4a9ef77f1"},
"eu-west-1"
: {"HVM64"
"ami-0a7c483d527806435"},
"eu-west-2"
: {"HVM64"
"eu-west-3"
: {"HVM64"
"eu-central-1"
: {"HVM64"
"ami-06223d46a6d0661c7"},
"ap-northeast-1"
: {"HVM64"
"ami-053cdd503598e4a9d"},
"ap-northeast-2"
: {"HVM64"
"ap-northeast-3"
: {"HVM64"
"ap-southeast-1"
: {"HVM64"
"ami-0be9df32ae9f92309"},
"ap-southeast-2"
: {"HVM64"
"ami-0a9ce9fecc3d1daf8"},
"ap-south-1"
: {"HVM64"
"ami-097b15e89dbdcfcf4"},
"us-east-2"
: {"HVM64"
"ca-central-1"
: {"HVM64"
"sa-east-1"
: {"HVM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mi-0ff8a91507f77f867", "HVMG2" :
: "ami-a0cfeed8", "HVMG2" : "ami-0e09505bc235aa82d"},
: "ami-0bdb828fd58c52235", "HVMG2" :
: "ami-047bb4163c506cd98", "HVMG2" :
: "ami-f976839e", "HVMG2" : "NOT_SUPPORTED"},
: "ami-0ebc281c20e89ba4b", "HVMG2" : "NOT_SUPPORTED"},
: "ami-0233214e13e500f77", "HVMG2" :
: "ami-06cd52961ce9f0d85", "HVMG2" :
: "ami-0a10b2721688ce9d2", "HVMG2" : "NOT_SUPPORTED"},
: "ami-0d98120a9fb693f07", "HVMG2" : "NOT_SUPPORTED"},
: "ami-08569b978cc4dfa10", "HVMG2" :
: "ami-09b42976632b27e9b", "HVMG2" :
: "ami-0912f71e06545ad88", "HVMG2" :
: "ami-0b59bfac6be064b78", "HVMG2" : "NOT_SUPPORTED"},
: "ami-0b18956f", "HVMG2" : "NOT_SUPPORTED"},
: "ami-07b14488da8ea02a0", "HVMG2" : "NOT_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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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orth-1"
"cn-northwest-1"

: {"HVM64" : "ami-0a4eaf6c4454eda75", "HVMG2" : "NOT_SUPPORTED"},
: {"HVM64" : "ami-6b6a7d09", "HVMG2" : "NOT_SUPPORTED"}

},
"Resources" : {
"NotificationTopic": {
"Type": "AWS::SNS::Topic",
"Properties": {
"Subscription": [ { "Endpoint": { "Ref": "OperatorEMail" }, "Protocol": "email" } ]
}
},
"WebServerGroup" : {
"Type" :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 {
"AvailabilityZones" : { "Fn::GetAZs" : ""},
"LaunchConfigurationName" : { "Ref" : "LaunchConfig" },
"MinSize" : "1",
"MaxSize" : "3",
"LoadBalancerNames" : [ { "Ref" : "ElasticLoadBalancer" } ],
"NotificationConfiguration" : {
"TopicARN" : { "Ref" : "NotificationTopic" },
"NotificationTypes" : [ "autoscaling:EC2_INSTANCE_LAUNCH",
"autoscaling:EC2_INSTANCE_LAUNCH_ERROR",
"autoscaling:EC2_INSTANCE_TERMINATE",
"autoscaling:EC2_INSTANCE_TERMINATE_ERROR"]
}
},
"CreationPolicy" : {
"ResourceSignal" : {
"Timeout" : "PT15M",
"Count"
: "1"
}
},
"UpdatePolicy": {
"AutoScalingRollingUpdate": {
"MinInstancesInService": "1",
"MaxBatchSize": "1",
"PauseTime" : "PT15M",
"WaitOnResourceSignals": "true"
}
}
},
"LaunchConfig" : {
"Type" :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Metadata" : {
"Comment" : "Install a simple application",
"AWS::CloudFormation::Init" : {
"config" : {
"packages" : {
"yum" : {
"httpd" : []
}
},
"files" : {
"/var/www/html/index.html" : {
"content" : { "Fn::Join" : ["\n", [
"<img src=\"", {"Fn::FindInMap" : ["Region2Examples", {"Ref" :
"AWS::Region"}, "Examples"]}, "/cloudformation_graphic.png\" alt=\"AWS CloudFormation Logo
\"/>",
"<h1>Congratulations, you have successfully launched the AWS
CloudFormation sample.</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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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
"owner"
"group"

},

: "000644",
: "root",
: "root"

"/etc/cfn/cfn-hup.conf" : {
"content" : { "Fn::Join" : ["", [
"[main]\n",
"stack=", { "Ref" : "AWS::StackId" }, "\n",
"region=", { "Ref" : "AWS::Region" }, "\n"
]]},
"mode"
: "000400",
"owner"
: "root",
"group"
: "root"
},
"/et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 {
"content": { "Fn::Join" : ["", [
"[cfn-auto-reloader-hook]\n",
"triggers=post.update\n",
"path=Resources.LaunchConfig.Metadata.AWS::CloudFormation::Init\n",
"action=/opt/aws/bin/cfn-init -v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LaunchConfig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runas=root\n"
]]}
}
},
"services" : {
"sysvinit" : {
"httpd"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 "true" },
"cfn-hup"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 "true",
"files" : ["/etc/cfn/cfn-hup.conf", "/et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
}
}
}
},
"Properties" : {
"KeyName" : { "Ref" : "KeyName" },
"ImageId" : { "Fn::FindInMap" : [ "AWSRegionArch2AMI", { "Ref" : "AWS::Region" },
{ "Fn::FindInMap" : [ "AWSInstanceType2Arch",
{ "Ref" : "InstanceType" }, "Arch" ] } ] },
"SecurityGroups" : [ { "Ref" : "InstanceSecurityGroup" } ],
"InstanceType" : { "Ref" : "InstanceType" },
"UserData"
: { "Fn::Base64" : { "Fn::Join" : ["", [
"#!/bin/bash -xe\n",
"yum update -y aws-cfn-bootstrap\n",
"/opt/aws/bin/cfn-init -v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LaunchConfig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
},

]]}}

"/opt/aws/bin/cfn-signal -e $?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Group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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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erverScaleUpPolicy" : {
"Type" :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 {
"AdjustmentType" : "ChangeInCapacity",
"AutoScalingGroupName" : { "Ref" : "WebServerGroup" },
"Cooldown" : "60",
"ScalingAdjustment" : "1"
}
},
"WebServerScaleDownPolicy" : {
"Type" :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 {
"AdjustmentType" : "ChangeInCapacity",
"AutoScalingGroupName" : { "Ref" : "WebServerGroup" },
"Cooldown" : "60",
"ScalingAdjustment" : "-1"
}
},
"CPUAlarmHigh": {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AlarmDescription": "Scale-up if CPU > 90% for 10 minutes",
"MetricName": "CPUUtilization",
"Namespace": "AWS/EC2",
"Statistic": "Average",
"Period": "300",
"EvaluationPeriods": "2",
"Threshold": "90",
"AlarmActions": [ { "Ref": "WebServerScaleUpPolicy" } ],
"Dimensions": [
{
"Name": "AutoScalingGroupName",
"Value": { "Ref": "WebServerGroup" }
}
],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
},
"CPUAlarmLow": {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AlarmDescription": "Scale-down if CPU < 70% for 10 minutes",
"MetricName": "CPUUtilization",
"Namespace": "AWS/EC2",
"Statistic": "Average",
"Period": "300",
"EvaluationPeriods": "2",
"Threshold": "70",
"AlarmActions": [ { "Ref": "WebServerScaleDownPolicy" } ],
"Dimensions": [
{
"Name": "AutoScalingGroupName",
"Value": { "Ref": "WebServerGroup" }
}
],
"ComparisonOperator": "LessThanThreshold"
}
},
"ElasticLoadBalancer" : {
"Type"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 {
"AvailabilityZones" : { "Fn::GetAZs" : "" },
"CrossZone" : "true",
"Listener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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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adBalancerPort" : "80",
"InstancePort" : "80",
"Protocol" : "HTTP"
} ],
"HealthCheck" : {
"Target" : "HTTP:80/",
"HealthyThreshold" : "3",
"UnhealthyThreshold" : "5",
"Interval" : "30",
"Timeout" : "5"
}

"InstanceSecurityGroup" : {
"Type" :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 "Enable SSH access and HTTP from the load balancer only",
"SecurityGroupIngress" : [ {
"IpProtocol" : "tcp",
"FromPort" : 22,
"ToPort" : 22,
"CidrIp" : { "Ref" : "SSHLocation"}
},
{
"IpProtocol" : "tcp",
"FromPort" : 80,
"ToPort" : 80,
"SourceSecurityGroupOwnerId" : {"Fn::GetAtt" : ["ElasticLoadBalancer",
"SourceSecurityGroup.OwnerAlias"]},
"SourceSecurityGroupName" : {"Fn::GetAtt" : ["ElasticLoadBalancer",
"SourceSecurityGroup.GroupName"]}
} ]
}
}
},
"Outputs" : {
"URL" : {
"Description" : "The URL of the website",
"Value" : { "Fn::Join" : [ "", [ "http://", { "Fn::GetAtt" :
[ "ElasticLoadBalancer", "DNSName" ]}]]}
}
}

}

템플릿 연습
예제 템플릿에는 LoadBalancer를 사용하는 Auto Scaling 그룹이 포함됩니다. 이 그룹은 수신 규칙,
CloudWatch 경보 및 조정 정책을 정의하는 보안 그룹입니다.
템플릿에는 세 개의 입력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InstanceType은 Auto Scaling 그룹에 사용하는 EC2 인스턴
스의 유형이며 기본값은 m1.small입니다. WebServerPort는 웹 서버용 TCP 포트이며 기본값은 8888입니다.
KeyName은 Auto Scaling 그룹에 사용할 EC2 키 페어의 이름입니다. 스택을 생성할 때 KeyName을 지정해
야 합니다(스택 생성 시 기본값이 없는 파라미터를 지정해야 함).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리소스 WebServerGroup은 다음 Auto Scaling 그룹 구성을 선언합니
다.
• AvailabilityZones는 Auto Scaling 그룹의 EC2 인스턴스가 생성될 가용 영역을 지정합니다.
Fn::GetAZs (p. 6545) 함수 호출 { "Fn::GetAZs" : "" }는 스택이 생성되는 리전의 모든 가용 영역
을 지정합니다.
• MinSize 및 MaxSize는 Auto Scaling 그룹의 최소 및 최대 EC2 인스턴스 수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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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dBalancerNames는 Auto Scaling 그룹으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데 사용되는 LoadBalancer를 나열합
니다. 이 그룹의 LoadBalancer는 ElasticLoadBalancer 리소스입니다.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리소스 LaunchConfig는 WebServerGroup Auto Scaling 그룹의
EC2 인스턴스에 사용하기 위해 다음 구성을 선언합니다.
• KeyName은 사용할 EC2 키 페어로 KeyName 입력 파라미터의 값을 가져옵니다.
• UserData는 애플리케이션에 전달되는 WebServerPort 파라미터의 Base64 인코딩 값입니다.
• SecurityGroups는 Auto Scaling 그룹의 EC2 인스턴스에 대한 방화벽 수신 규칙이 포함된 EC2 보안 그
룹의 목록입니다. 이 예제에는 보안 그룹이 하나만 있으며, 이 그룹을 AWS::EC2::SecurityGroup 리소스:
InstanceSecurityGroup으로 선언합니다. 이 보안 그룹에는 1) 모든 IP 주소("CidrIp" : "0.0.0.0/0")에서 포
트 22(SSH 액세스용)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TCP 수신 규칙 및 2) LoadBalancer의 소스 보안 그룹
을 지정하여 ElasticLoadBalancer 리소스에서 WebServerPort 포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TCP 수
신 규칙 등 두 가지 수신 규칙이 포함됩니다. GetAtt (p. 6542) 함수는 ElasticLoadBalancer 리소스에서
SourceSecurityGroup.OwnerAlias 및 SourceSecurityGroup.GroupName 속성을 가져오는 데 사용됩니다.
Elastic Load Balancing 보안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Classic에서 보안 그룹 관리 또는
Amazon VPC에서 보안 그룹 관리를 참조하세요.
• ImageId는 중첩 맵 세트의 평가된 값입니다. 올바른 이미지 ID를 선택하기 위한 로직이 템플릿에 포함되도
록 맵을 추가했습니다. 이 로직은 InstanceType 파라미터(AWSInstanceType2Arch는 인스턴스 유형을 아
키텍처 32 또는 64에 매핑) 및 스택이 생성되는 리전(AWSRegionArch2AMI는 리전과 아키텍처를 이미지
ID에 매핑)을 사용하여 지정된 인스턴스 유형을 기반으로 합니다.
{ "Fn::FindInMap" : [ "AWSRegionArch2AMI",
{ "Ref" : "AWS::Region" },
{ "Fn::FindInMap" : [ "AWSInstanceType2Arch",
{ "Ref" : "InstanceType" },
"Arch" ]
}
]}

예를 들어,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us-east-2 리전에서 스택을 생성하고 m1.small을 InstanceType으로
지정하면 AWS CloudFormation은 AWSInstanceType2Arch의 내부 맵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Fn::FindInMap" : [ "AWSInstanceType2Arch", "m1.small", "Arch" ] }

AWSInstanceType2Arch 매핑에서 m1.small 키의 Arch 값은 32로 매핑되고, 이것을 외부 맵의 값으로 사
용합니다. 키는 스택이 생성되는 리전인 AWS::Region 가상 파라미터의 평가된 값입니다. 예를 들어,
AWS::Region은 us-east-1입니다. 따라서 외부 맵은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Fn::FindInMap" : [ "AWSRegionArch2AMI", "us-east-1", "32"]

AWSRegionArch2AMI 매핑에서 us-east-1 키의 값 32는 ami-6411e20d에 매핑됩니다. 따라서 ImageId는
ami-6411e20d가 됩니다.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리소스 ElasticLoadBalancer는 다음 LoadBalancer 구성을 선언
합니다.
• AvailabilityZones는 LoadBalancer가 트래픽을 분산하는 가용 영역의 목록입니다. 이 예에서 Fn::GetAZs
함수 호출 { "Fn::GetAZs" : "" }는 스택이 생성되는 리전의 모든 가용 영역을 지정합니다.
• Listeners는 LoadBalancer가 요청을 수락하는 포트, LoadBalancer가 요청을 전달하는 등록된 EC2 인스턴
스의 포트, 요청 라우팅을 위한 프로토콜을 지정하는 로드 밸런싱 라우팅 구성의 목록입니다.
• HealthCheck는 Elastic Load Balancing에서 LoadBalancer가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EC2 인스턴스의 상태
를 확인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이 예에서 HealthCheck의 대상은 HTTP 프로토콜을 통해 WebServerPort
에서 지정된 포트를 사용하는 EC2 인스턴스의 루트 주소입니다. WebServerPort가 8888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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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Join" : [ "", ["HTTP:", { "Ref" : "WebServerPort" }, "/"]]} 함수 호출은
문자열 HTTP:8888/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 함수 호출은 EC2 인스턴스에서 상태 확인 간에 30초의 간격
(Interval)을 두도록 합니다. Timeout은 Elastic Load Balancing이 상태를 확인할 대상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의 길이로 정의됩니다(이 예에서는 5초). Timeout 기간이 지난 후에는 Elastic Load Balancing이 EC2
인스턴스의 상태 확인을 비정상으로 표시합니다. EC2 인스턴스가 5회 연속으로 상태 확인에 실패하면
(UnhealthyThreshold) Elastic Load Balancing은 해당 EC2 인스턴스에 대한 트래픽 라우팅을 중지합니다.
인스턴스의 상태가 3회 연속 정상으로 확인되면 Elastic Load Balancing은 이 EC2 인스턴스를 정상으로
간주하고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트래픽 라우팅을 다시 시작합니다.
AWS::AutoScaling::ScalingPolicy 리소스 WebServerScaleUpPolicy는 Auto Scaling 그룹 WebServerGroup
을 확장하는 단순 조정 정책입니다. AdjustmentType 속성은 ChangeInCapacity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ScalingAdjustment는 추가할 인스턴스 수를 나타냅니다(ScalingAdjustment가 양수인 경우 인스턴
스가 추가되고, 음수인 경우 인스턴스가 삭제됨). 이 예에서 ScalingAdjustment는 1입니다. 따라서 조정
정책을 실행하면 그룹의 EC2 인스턴스 수가 1씩 증가합니다. Cooldown 속성은 Amazon EC2 Auto Scaling
이 단순 조정 정책에 따라 다른 조정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60초 동안 대기하도록 지정합니다.
AWS::CloudWatch::Alarm 리소스 CPUAlarmHigh는 경보가 ALARM 상태일 때 실행할 작업(AlarmActions)
으로 단순 조정 정책 WebServerScaleUpPolicy를 지정합니다. 경보는 WebServerGroup Auto
Scaling 그룹(Dimensions)의 EC2 인스턴스를 모니터링합니다. 경보는 300초 간격(Period) 동안
WebServerGroup(Dimensions)에서 인스턴스의 평균(Statistic) EC2 인스턴스 CPU 사용률(Namespace 및
MetricName)을 측정합니다. 이 값(300초 동안의 평균 CPU 사용률)이 2회 연속되는 기간(EvaluationPeriod)
동안 90%(ComparisonOperator 및 Threshold) 이상으로 유지되면 경보는 ALARM 상태로 바뀌고
CloudWatch는 위에 설명된 WebServerScaleUpPolicy 정책(AlarmActions)을 실행하여 WebServerGroup을
확장합니다.
CPUAlarmLow 경보는 동일한 지표를 측정하지만 CPU 사용률이 75%(ComparisonOperator 및 Threshold)
미만일 때 트리거되는 경보가 있으며 WebServerScaleDownPolicy 정책을 실행하여 Auto Scaling 그룹
WebServerGroup에서 1 EC2 인스턴스를 제거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mazon EC2에서
애플리케이션 배포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설치, 구성 및 시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턴스에 연결하지 않고 배포를 쉽게 복제하고 기존 설치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므
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에는 cloud-init를 기반으로 하는 헬퍼 스크립트(cfn-init, cfn-signal, cfn-get-metadata, cfnhu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러한 헬퍼 스크립트를 호출하여 동일한 템플릿에
있는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구성 및 업데이트합니다.
다음 연습에서는 cfn 헬퍼 스크립트를 통해 Apache, MySQL, PHP를 설치, 구성 및 시작하여 LAMP 스택을
시작하는 템플릿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Amazon Linux를 실행하는 기본 Amazon EC2 인스턴스를
설정하는 간단한 템플릿으로 시작한 다음 전체 LAMP 스택을 설명할 때까지 템플릿에 계속해서 추가합니다.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과 예제는 AWS
CloudFormation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부트스트랩 기사를 참조하세요.
주제
• 기본 Amazon EC2 인스턴스 (p. 393)
• 기본 Amazon EC2 인스턴스 (p. 393)
• LAMP 설치 (p. 400)
• LAMP 구성 (p. 403)
• CreationPolicy 속성 (p.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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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Amazon EC2 인스턴스
다음 예에 표시된 대로 포트 22에서 SSH 트래픽을 허용하고 포트 80에서 HTTP 트래픽을 허용하는 보안 그
룹을 포함하는 단일 Amazon EC2 인스턴스를 정의하는 기본 템플릿으로 시작합니다.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Description" :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LAMP_Single_Instance: Create a LAMP
stack using a single EC2 instance and a local MySQL database for storage. This template
demonstrates using the AWS CloudFormation bootstrap scripts to install the packages and
files necessary to deploy the Apache web server, PHP, and MySQL at instance launch time.
**WARNING** This template creates an Amazon EC2 instance. You will be billed for the AWS
resources used if you create a stack from this template.",
"Parameters" : {
"KeyName": {
"Description" :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instance",
"Type": "AWS::EC2::KeyPair::KeyName",
"ConstraintDescription" : "Can contain only ASCII characters."
},
"InstanceType" : {
"Description" : "WebServer EC2 instance type",
"Type" : "String",
"Default" : "t2.small",
"AllowedValues" : [
"t1.micro",
"t2.nano",
"t2.micro",
"t2.small",
"t2.medium",
"t2.large",
"m1.small",
"m1.medium",
"m1.large",
"m1.xlarge",
"m2.xlarge",
"m2.2xlarge",
"m2.4xlarge",
"m3.medium",
"m3.large",
"m3.xlarge",
"m3.2xlarge",
"m4.large",
"m4.xlarge",
"m4.2xlarge",
"m4.4xlarge",
"m4.10xlarge",
"c1.medium",
"c1.xlarge",
"c3.large",
"c3.xlarge",
"c3.2xlarge",
"c3.4xlarge",
"c3.8xlarge",
"c4.large",
"c4.xlarge",
"c4.2xlarge",
"c4.4xlarge",
"c4.8xlarge",
"g2.2xlarge",
"g2.8xlarge",
"r3.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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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xlarge",
"r3.2xlarge",
"r3.4xlarge",
"r3.8xlarge",
"i2.xlarge",
"i2.2xlarge",
"i2.4xlarge",
"i2.8xlarge",
"d2.xlarge",
"d2.2xlarge",
"d2.4xlarge",
"d2.8xlarge",
"hi1.4xlarge",
"hs1.8xlarge",
"cr1.8xlarge",
"cc2.8xlarge",
"cg1.4xlarge"

],
"ConstraintDescription" : "must be a valid EC2 instance type."
},
"SSHLocation" : {
"Description" : "The IP address range that can be used to SSH to the EC2 instances",
"Type": "String",
"MinLength": "9",
"MaxLength": "18",
"Default": "0.0.0.0/0",
"AllowedPattern": "(\\d{1,3})\\.(\\d{1,3})\\.(\\d{1,3})\\.(\\d{1,3})/(\\d{1,2})",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IP CIDR range of the form x.x.x.x/x"
}

},

"Mappings" : {
"AWSInstanceType2Arch" : {
"t1.micro"
: { "Arch"
"t2.nano"
: { "Arch"
"t2.micro"
: { "Arch"
"t2.small"
: { "Arch"
"t2.medium"
: { "Arch"
"t2.large"
: { "Arch"
"m1.small"
: { "Arch"
"m1.medium"
: { "Arch"
"m1.large"
: { "Arch"
"m1.xlarge"
: { "Arch"
"m2.xlarge"
: { "Arch"
"m2.2xlarge" : { "Arch"
"m2.4xlarge" : { "Arch"
"m3.medium"
: { "Arch"
"m3.large"
: { "Arch"
"m3.xlarge"
: { "Arch"
"m3.2xlarge" : { "Arch"
"m4.large"
: { "Arch"
"m4.xlarge"
: { "Arch"
"m4.2xlarge" : { "Arch"
"m4.4xlarge" : { "Arch"
"m4.10xlarge" : { "Arch"
"c1.medium"
: { "Arch"
"c1.xlarge"
: { "Arch"
"c3.large"
: { "Arch"
"c3.xlarge"
: { "Arch"
"c3.2xlarge" : { "Arch"
"c3.4xlarge" : { "Arch"
"c3.8xlarge" : { "Arch"
"c4.large"
: { "Arch"
"c4.xlarge"
: { "Arch"
"c4.2xlarge" : { "Arc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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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4xlarge"
"c4.8xlarge"
"g2.2xlarge"
"g2.8xlarge"
"r3.large"
"r3.xlarge"
"r3.2xlarge"
"r3.4xlarge"
"r3.8xlarge"
"i2.xlarge"
"i2.2xlarge"
"i2.4xlarge"
"i2.8xlarge"
"d2.xlarge"
"d2.2xlarge"
"d2.4xlarge"
"d2.8xlarge"
"hi1.4xlarge"
"hs1.8xlarge"
"cr1.8xlarge"
"cc2.8xlarg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Arch"

:
:
:
:
:
:
:
:
:
:
:
:
:
:
:
:
:
:
:
:
:

"HVM64"
"HVM64"
"HVMG2"
"HVMG2"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AWSRegionArch2AMI" : {
"us-east-1"
: {"HVM64"
"ami-0a584ac55a7631c0c"},
"us-west-2"
: {"HVM64"
"us-west-1"
: {"HVM64"
"ami-066ee5fd4a9ef77f1"},
"eu-west-1"
: {"HVM64"
"ami-0a7c483d527806435"},
"eu-west-2"
: {"HVM64"
"eu-west-3"
: {"HVM64"
"eu-central-1"
: {"HVM64"
"ami-06223d46a6d0661c7"},
"ap-northeast-1"
: {"HVM64"
"ami-053cdd503598e4a9d"},
"ap-northeast-2"
: {"HVM64"
"ap-northeast-3"
: {"HVM64"
"ap-southeast-1"
: {"HVM64"
"ami-0be9df32ae9f92309"},
"ap-southeast-2"
: {"HVM64"
"ami-0a9ce9fecc3d1daf8"},
"ap-south-1"
: {"HVM64"
"ami-097b15e89dbdcfcf4"},
"us-east-2"
: {"HVM64"
"ca-central-1"
: {"HVM64"
"sa-east-1"
: {"HVM64"
"cn-north-1"
: {"HVM64"
"cn-northwest-1"
: {"HVM64"
}
},

},
},
},
},
},
},
},
},
},
},
},
},
},
},
},
},
},
},
},
},
}

: "ami-0ff8a91507f77f867", "HVMG2" :
: "ami-a0cfeed8", "HVMG2" : "ami-0e09505bc235aa82d"},
: "ami-0bdb828fd58c52235", "HVMG2" :
: "ami-047bb4163c506cd98", "HVMG2" :
: "ami-f976839e", "HVMG2" : "NOT_SUPPORTED"},
: "ami-0ebc281c20e89ba4b", "HVMG2" : "NOT_SUPPORTED"},
: "ami-0233214e13e500f77", "HVMG2" :
: "ami-06cd52961ce9f0d85", "HVMG2" :
: "ami-0a10b2721688ce9d2", "HVMG2" : "NOT_SUPPORTED"},
: "ami-0d98120a9fb693f07", "HVMG2" : "NOT_SUPPORTED"},
: "ami-08569b978cc4dfa10", "HVMG2" :
: "ami-09b42976632b27e9b", "HVMG2" :
: "ami-0912f71e06545ad88", "HVMG2" :
:
:
:
:
:

"ami-0b59bfac6be064b78", "HVMG2" : "NOT_SUPPORTED"},
"ami-0b18956f", "HVMG2" : "NOT_SUPPORTED"},
"ami-07b14488da8ea02a0", "HVMG2" : "NOT_SUPPORTED"},
"ami-0a4eaf6c4454eda75", "HVMG2" : "NOT_SUPPORTED"},
"ami-6b6a7d09", "HVMG2" : "NOT_SUPPORTED"}

"Resources" : {
"WebServer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
"ImageId" : { "Fn::FindInMap" : [ "AWSRegionArch2AMI", { "Ref" : "AWS::Region" },
{ "Fn::FindInMap" : [ "AWSInstanceType2Arch", { "Ref" :
"InstanceType" }, "Arch" ] } ] },
"InstanceType"
: { "Ref" : "InstanceType" },
"SecurityGroups" : [ {"Ref" : "WebServerSecurityGroup"} ],
"KeyName"
: { "Ref" : "KeyNam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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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erverSecurityGroup" : {
"Type" :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 "Enable HTTP access via port 80",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 "tcp", "FromPort" : 80, "ToPort" : 80, "CidrIp" : "0.0.0.0/0"},
{"IpProtocol" : "tcp", "FromPort" : 22, "ToPort" : 22, "CidrIp" : { "Ref" :
"SSHLocation"}}
]
}
}
},
"Outputs" : {
"WebsiteURL" : {
"Description" : "URL for newly created LAMP stack",
"Value" : { "Fn::Join" : ["", ["http://", { "Fn::GetAtt" : [ "WebServerInstance",
"PublicDnsName" ]}]] }
}
}

}

Amazon EC2 인스턴스 및 보안 그룹 이외에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하는 세 입력 파라미터, SSH 액세스에 사
용할 Amazon EC2 키 페어 및 인스턴스에 대한 SSH 접속에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 범위를 생성합니다. 매핑
섹션에서 CloudFormation이 스택의 리전과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에 대해 올바른 AMI ID를 사용하는
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섹션에 웹 서버의 퍼블릭 URL을 출력합니다.

기본 Amazon EC2 인스턴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LAMP_Single_Instance: Create a LAMP stack
using a single EC2 instance and a local MySQL database for storage. This
template demonstrates using the AWS CloudFormation bootstrap scripts to
install the packages and files necessary to deploy the Apache web server, PHP,
and MySQL at instance launch time. **WARNING** This template creates an Amazon
EC2 instance. You will be billed for the AWS resources used if you create a
stack from this template.
Parameters:
KeyName:
Description: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instance
Type: 'AWS::EC2::KeyPair::KeyName'
ConstraintDescription: Can contain only ASCII characters.
InstanceType:
Description: WebServer EC2 instance type
Type: String
Default: t2.small
AllowedValues:
- t1.micro
- t2.nano
- t2.micro
- t2.small
- t2.medium
- t2.large
- m1.small
- m1.medium
- m1.large
- m1.xlarge
- m2.xlarge
- m2.2xlarge
- m2.4xlarge
- m3.medium
- m3.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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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3.xlarge
- m3.2xlarge
- m4.large
- m4.xlarge
- m4.2xlarge
- m4.4xlarge
- m4.10xlarge
- c1.medium
- c1.xlarge
- c3.large
- c3.xlarge
- c3.2xlarge
- c3.4xlarge
- c3.8xlarge
- c4.large
- c4.xlarge
- c4.2xlarge
- c4.4xlarge
- c4.8xlarge
- g2.2xlarge
- g2.8xlarge
- r3.large
- r3.xlarge
- r3.2xlarge
- r3.4xlarge
- r3.8xlarge
- i2.xlarge
- i2.2xlarge
- i2.4xlarge
- i2.8xlarge
- d2.xlarge
- d2.2xlarge
- d2.4xlarge
- d2.8xlarge
- hi1.4xlarge
- hs1.8xlarge
- cr1.8xlarge
- cc2.8xlarge
- cg1.4xlarge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EC2 instance type.
SSHLocation:
Description: The IP address range that can be used to SSH to the EC2 instances
Type: String
MinLength: '9'
MaxLength: '18'
Default: 0.0.0.0/0
AllowedPattern: '(\d{1,3})\.(\d{1,3})\.(\d{1,3})\.(\d{1,3})/(\d{1,2})'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IP CIDR range of the form x.x.x.x/x
Mappings:
AWSInstanceType2Arch:
t1.micro:
Arch: HVM64
t2.nano:
Arch: HVM64
t2.micro:
Arch: HVM64
t2.small:
Arch: HVM64
t2.medium:
Arch: HVM64
t2.large:
Arch: HVM64
m1.small:
Arch: HVM64
m1.medium:
Arch: HVM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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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large:
Arch: HVM64
m1.xlarge:
Arch: HVM64
m2.xlarge:
Arch: HVM64
m2.2xlarge:
Arch: HVM64
m2.4xlarge:
Arch: HVM64
m3.medium:
Arch: HVM64
m3.large:
Arch: HVM64
m3.xlarge:
Arch: HVM64
m3.2xlarge:
Arch: HVM64
m4.large:
Arch: HVM64
m4.xlarge:
Arch: HVM64
m4.2xlarge:
Arch: HVM64
m4.4xlarge:
Arch: HVM64
m4.10xlarge:
Arch: HVM64
c1.medium:
Arch: HVM64
c1.xlarge:
Arch: HVM64
c3.large:
Arch: HVM64
c3.xlarge:
Arch: HVM64
c3.2xlarge:
Arch: HVM64
c3.4xlarge:
Arch: HVM64
c3.8xlarge:
Arch: HVM64
c4.large:
Arch: HVM64
c4.xlarge:
Arch: HVM64
c4.2xlarge:
Arch: HVM64
c4.4xlarge:
Arch: HVM64
c4.8xlarge:
Arch: HVM64
g2.2xlarge:
Arch: HVMG2
g2.8xlarge:
Arch: HVMG2
r3.large:
Arch: HVM64
r3.xlarge:
Arch: HVM64
r3.2xlarge:
Arch: HVM64
r3.4xlarge:
Arch: HVM64
r3.8xlarge:
Arch: HVM64

API 버전 2010-05-15
39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애플리케이션 배포
i2.xlarge:
Arch: HVM64
i2.2xlarge:
Arch: HVM64
i2.4xlarge:
Arch: HVM64
i2.8xlarge:
Arch: HVM64
d2.xlarge:
Arch: HVM64
d2.2xlarge:
Arch: HVM64
d2.4xlarge:
Arch: HVM64
d2.8xlarge:
Arch: HVM64
hi1.4xlarge:
Arch: HVM64
hs1.8xlarge:
Arch: HVM64
cr1.8xlarge:
Arch: HVM64
cc2.8xlarge:
Arch: HVM64
AWSRegionArch2AMI:
us-east-1:
HVM64: ami-0ff8a91507f77f867
HVMG2: ami-0a584ac55a7631c0c
us-west-2:
HVM64: ami-a0cfeed8
HVMG2: ami-0e09505bc235aa82d
us-west-1:
HVM64: ami-0bdb828fd58c52235
HVMG2: ami-066ee5fd4a9ef77f1
eu-west-1:
HVM64: ami-047bb4163c506cd98
HVMG2: ami-0a7c483d527806435
eu-west-2:
HVM64: ami-f976839e
HVMG2: NOT_SUPPORTED
eu-west-3:
HVM64: ami-0ebc281c20e89ba4b
HVMG2: NOT_SUPPORTED
eu-central-1:
HVM64: ami-0233214e13e500f77
HVMG2: ami-06223d46a6d0661c7
ap-northeast-1:
HVM64: ami-06cd52961ce9f0d85
HVMG2: ami-053cdd503598e4a9d
ap-northeast-2:
HVM64: ami-0a10b2721688ce9d2
HVMG2: NOT_SUPPORTED
ap-northeast-3:
HVM64: ami-0d98120a9fb693f07
HVMG2: NOT_SUPPORTED
ap-southeast-1:
HVM64: ami-08569b978cc4dfa10
HVMG2: ami-0be9df32ae9f92309
ap-southeast-2:
HVM64: ami-09b42976632b27e9b
HVMG2: ami-0a9ce9fecc3d1daf8
ap-south-1:
HVM64: ami-0912f71e06545ad88
HVMG2: ami-097b15e89dbdcfcf4
us-east-2:
HVM64: ami-0b59bfac6be064b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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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MG2: NOT_SUPPORTED
ca-central-1:
HVM64: ami-0b18956f
HVMG2: NOT_SUPPORTED
sa-east-1:
HVM64: ami-07b14488da8ea02a0
HVMG2: NOT_SUPPORTED
cn-north-1:
HVM64: ami-0a4eaf6c4454eda75
HVMG2: NOT_SUPPORTED
cn-northwest-1:
HVM64: ami-6b6a7d09
HVMG2: NOT_SUPPORTED
Resources:
WebServer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FindInMap
- AWSRegionArch2AMI
- !Ref 'AWS::Region'
- !FindInMap
- AWSInstanceType2Arch
- !Ref InstanceType
- Arch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SecurityGroups:
- !Ref WebServerSecurityGroup
KeyName: !Ref KeyName
WebServer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Enable HTTP access via port 80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Ref SSHLocation
Outputs:
WebsiteURL:
Description: URL for newly created LAMP stack
Value: !Join
- ''
- - 'http://'
- !GetAtt
- WebServerInstance
- PublicDnsName

LAMP 설치
이전 기본 Amazon EC2 템플릿을 기반으로 Apache, MySQL 및 PHP를 자동으로 설치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을 설치하려면 UserData 및 Metadata 속성을 추가합니다. 하지만 템플릿에서는 다음 섹션으로 전환될 때
까지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여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음 예에서 줄임표(...) 표시된 섹션은 간결하게 나타내기 위해 생략되었습니다. 템플릿에 추가된 항목은
빨간색 이탤릭 텍스트 글꼴로 표시됩니다.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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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LAMP_Install_Only: ...",
"Parameters" : {
"KeyName" : { ... },
"InstanceType" : { ...

},

"Mappings" : { ... },
"Resources" : {
"WebServer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Metadata" : {
"Comment1" : "Configure the bootstrap helpers to install the Apache Web Server and
PHP",
"Comment2" : "Save website content to /var/www/html/index.php",
"AWS::CloudFormation::Init" : {
"configSets" : {
"Install" : [ "Install" ]
},
"Install" : {
"packages" : {
"yum" : {
"mysql"
"mysql-server"
"mysql-libs"
"httpd"
"php"
"php-mysql"
}
},

:
:
:
:
:
:

[],
[],
[],
[],
[],
[]

"files" : {
"/var/www/html/index.php" : {
"content" : { "Fn::Join" : [ "", [
"<html>\n",
" <head>\n",
"
<title>AWS CloudFormation PHP Sample</title>\n",
"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ISO-8859-1\">\n",
" </head>\n",
" <body>\n",
"
<h1>Welcome to the AWS CloudFormation PHP Sample</h1>\n",
"
<p/>\n",
"
<?php\n",
"
// Print out the current data and time\n",
"
print \"The Current Date and Time is: <br/>\";\n",
"
print date(\"g:i A l, F j Y.\");\n",
"
?>\n",
"
<p/>\n",
"
<?php\n",
"
// Setup a handle for CURL\n",
"
$curl_handle=curl_init();\n",
"
curl_setopt($curl_handle,CURLOPT_CONNECTTIMEOUT,2);\n",
"
curl_setopt($curl_handle,CURLOPT_RETURNTRANSFER,1);\n",
"
// Get the hostname of the instance from the instance metadata\n",
"
curl_setopt($curl_handle,CURLOPT_URL,'http://169.254.169.254/
latest/meta-data/public-hostname');\n",
"
$hostname = curl_exec($curl_handle);\n",
"
if (empty($hostname))\n",
"
{\n",
"
print \"Sorry, for some reason, we got no hostname back <br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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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
"
"
"
"

}\n",
else\n",
{\n",
print \"Server = \" . $hostname . \"<br />\";\n",
}\n",
// Get the instance-id of the instance from the instance metadata

"
curl_setopt($curl_handle,CURLOPT_URL,'http://169.254.169.254/
latest/meta-data/instance-id');\n",
"
$instanceid = curl_exec($curl_handle);\n",
"
if (empty($instanceid))\n",
"
{\n",
"
print \"Sorry, for some reason, we got no instance id back <br /
>\";\n",
"
}\n",
"
else\n",
"
{\n",
"
print \"EC2 instance-id = \" . $instanceid . \"<br />\";\n",
"
}\n",
"
$Database
= \"", {"Ref" : "DBName"}, "\";\n",
"
$DBUser
= \"", {"Ref" : "DBUsername"}, "\";\n",
"
$DBPassword = \"", {"Ref" : "DBPassword"}, "\";\n",
"
print \"Database = \" . $Database . \"<br />\";\n",
"
$dbconnection = mysql_connect('localhost', $DBUser, $DBPassword,
$Database)\n",
"
or die(\"Could not connect: \" . mysql_error());
\n",
"
print (\"Connected to $Database successfully\");\n",
"
mysql_close($dbconnection);\n",
"
?>\n",
"
<h2>PHP Information</h2>\n",
"
<p/>\n",
"
<?php\n",
"
phpinfo();\n",
"
?>\n",
" </body>\n",
"</html>\n"
]]},
"mode" : "000600",
"owner" : "apache",
"group" : "apache"
}
},
"services" : {
"sysvinit" : {
"httpd"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 "true" }
}
}
}
},
"Properties": {
"ImageId" : { "Fn::FindInMap" : [ "AWSRegionArch2AMI", { "Ref" : "AWS::Region" },
{ "Fn::FindInMap" : [ "AWSInstanceType2Arch", { "Ref" :
"InstanceType" }, "Arch" ] } ] },
"InstanceType"
: { "Ref" : "InstanceType" },
"SecurityGroups" : [ {"Ref" : "WebServerSecurityGroup"} ],
"KeyName"
: { "Ref" : "KeyName" },
"UserData"
: { "Fn::Base64" : { "Fn::Join" : ["", [
"#!/bin/bash -xe\n",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n",
"# Install the files and packages from the metadata\n",
"/opt/aws/bin/cfn-init -v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Instance ",
"
--configsets Inst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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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WebServerSecurityGroup" : { ...

},

}

"Outputs" : { ... }

}

UserData 속성은 두 셸 명령을 실행합니다. 즉, CloudFormation 헬퍼 스크립트를 설치한 다음 cfninit (p. 6578) 헬퍼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헬퍼 스크립트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 명령을 실행하여 최신 헬퍼 스크립트를 가져와야 합니다. cfn-init을 실행하면
AWS::CloudFormation::Init (p. 256) 리소스의 메타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이 메타데이터에는 cfn-init
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fn-init 및 AWS::CloudFormation::Init을 사
용하여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디스크에 파일을 쓰거나,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cfn-init은 나
열된 패키지(httpd, mysql, php)를 설치하고 /var/www/html/index.php 파일(샘플 PHP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LAMP 구성
Linux, Apache, MySQL 및 PHP를 설치하는 템플릿이 있으므로 이제 Apache, MySQL 및 PHP
를 자동으로 구성하여 실행하도록 템플릿을 확장해야 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Parameters 섹션,
AWS::CloudFormation::Init 리소스 및 UserData 속성을 확장하여 구성을 완료합니다. 이전 템플릿과
마찬가지로 줄임표(...) 표시된 섹션은 간결하게 나타내기 위해 생략되었습니다. 템플릿에 추가된 항목은 빨
간색 이탤릭 텍스트 글꼴로 표시됩니다.
이 예에서는 NoEcho 속성이 true로 설정된 DBUsername 및 DBPassword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NoEcho 속성을 true로 설정한 경우, 아래 지정된 위치에 저장된 정보를 제외하고 CloudFormation은 스택
또는 스택 이벤트를 설명하는 모든 호출에 대해 별표(*****)로 마스킹 처리된 파라미터 값을 반환합니다.

Important
NoEcho 속성을 사용해도 다음에 저장된 정보는 마스킹되지 않습니다.
• Metadata 템플릿 섹션입니다. CloudFormation은 Metadata 섹션에 포함된 정보를 변환,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십시오.
• Outputs 템플릿 섹션. 자세한 내용은 출력을 참조하십시오.
• 리소스 정의의 Metadata 속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타데이터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암호나 보안 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Important
AWS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스토어 또는 AWS Secrets Manager와 같이 CloudFormation 외
부에서 저장 및 관리되는 민감한 정보를 참조하려면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직접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대신 스택 템플릿에 있는 동적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을 참조하십시오.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Description" :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LAMP_Single_Instance: Create a LAMP
stack using a single EC2 instance and a local MySQL database for storage. This template
demonstrates using the AWS CloudFormation bootstrap scripts to install the packages and
files necessary to deploy the Apache web server, PHP and MySQL at instance launch time.
**WARNING** This template creates an Amazon EC2 instance. You will be billed for the AWS
resources used if you create a stack from this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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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 {
"KeyName" : { ...

},

"DBName": {
"Default": "MyDatabase",
"Description" : "MySQL database name",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64",
"AllowedPattern" :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DBUsername": {
"NoEcho": "true",
"Description" : "Username for My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16",
"AllowedPattern" :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DBPassword": {
"NoEcho": "true",
"Description" : "Password for My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41",
"AllowedPattern" : "[a-zA-Z0-9]*",
"ConstraintDescription" : "Must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DBRootPassword": {
"NoEcho": "true",
"Description" : "Root password for MySQL",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41",
"AllowedPattern" : "[a-zA-Z0-9]*",
"ConstraintDescription" : "Must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InstanceType" : { ...

}

},
"Mappings" : {
...
},
"Resources" : {
"WebServer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Metadata" : {
"Comment1" : "Configure the bootstrap helpers to install the Apache Web Server and
PHP",
"Comment2" : "Save website content to /var/www/html/index.php",
"AWS::CloudFormation::Init" : {
"configSets" : {
"InstallAndRun" : [ "Install", "Config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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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ll" : {
"packages" : {
"yum" : {
"mysql"
"mysql-server"
"mysql-libs"
"httpd"
"php"
"php-mysql"
}
},

:
:
:
:
:
:

[],
[],
[],
[],
[],
[]

"files" : {
"/var/www/html/index.php" : {
"content" : { ... },
"mode" : "000600",
"owner" : "apache",
"group" : "apache"
},
"/tmp/setup.mysql" : {
"content" : { "Fn::Join" : ["", [
"CREATE DATABASE ", { "Ref" : "DBName" }, ";\n",
"GRANT ALL ON ", { "Ref" : "DBName" }, ".* TO '", { "Ref" :
"DBUsername" }, "'@localhost IDENTIFIED BY '", { "Ref" : "DBPassword" }, "';\n"
]]},
"mode" : "000400",
"owner" : "root",
"group" : "root"
},
"/etc/cfn/cfn-hup.conf" : {
"content" : { "Fn::Join" : ["", [
"[main]\n",
"stack=", { "Ref" : "AWS::StackId" }, "\n",
"region=", { "Ref" : "AWS::Region" }, "\n"
]]},
"mode"
: "000400",
"owner"
: "root",
"group"
: "root"
},
"/et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 {
"content": { "Fn::Join" : ["", [
"[cfn-auto-reloader-hook]\n",
"triggers=post.update\n",
"path=Resources.WebServerInstance.Metadata.AWS::CloudFormation::Init\n",
"action=/opt/aws/bin/cfn-init -v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Instance ",
"
--configsets InstallAndRun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runas=root\n"
]]}
}
},
},
"services" : {
"sysvinit" : {
"mysqld"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httpd"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cfn-hup"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files" : ["/etc/cfn/cfn-hup.conf",
auto-reloader.con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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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figure" : {
"commands" : {
"01_set_mysql_root_password" : {
"command" : { "Fn::Join" : ["", ["mysqladmin -u root password '", { "Ref" :
"DBRootPassword" }, "'"]]},
"test" : { "Fn::Join" : ["", ["$(mysql ", { "Ref" : "DBUsername" }, " -u
root --password='", { "Ref" : "DBRootPassword" }, "' >/dev/null 2>&1 </dev/null); (( $? !=
0 ))"]]}
},
"02_create_database" : {
"command" : { "Fn::Join" : ["", ["mysql -u root --password='", { "Ref" :
"DBRootPassword" }, "' < /tmp/setup.mysql"]]},
"test" : { "Fn::Join" : ["", ["$(mysql ", { "Ref" : "DBUsername" }, " -u
root --password='", { "Ref" : "DBRootPassword" }, "' >/dev/null 2>&1 </dev/null); (( $? !=
0 ))"]]}
}
}
}
}
},
"Properties": {
"ImageId" : { "Fn::FindInMap" : [ "AWSRegionArch2AMI", { "Ref" : "AWS::Region" },
{ "Fn::FindInMap" : [ "AWSInstanceType2Arch", { "Ref" :
"InstanceType" }, "Arch" ] } ] },
"InstanceType"
: { "Ref" : "InstanceType" },
"SecurityGroups" : [ {"Ref" : "WebServerSecurityGroup"} ],
"KeyName"
: { "Ref" : "KeyName" },
"UserData"
: { "Fn::Base64" : { "Fn::Join" : ["", [
"#!/bin/bash -xe\n",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n",

]]}}
}
},

"# Install the files and packages from the metadata\n",
"/opt/aws/bin/cfn-init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Instance ",
"
--configsets InstallAndRun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WebServerSecurityGroup" : { ... }

},
}

"Outputs" : { ... }

이 예에서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예: 데이터베이스 이름, 사용자 이름, 암호, 루
트 암호)를 가져오는 많은 파라미터를 추가합니다. 또한 파라미터에는 CloudFormation에서 스택을 생성하기
이전에 형식이 잘못된 값을 포착하는 제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CloudFormation::Init 리소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이름,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포함하는
MySQL 설정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이 예에서는 services 속성을 추가하여 httpd 및 mysqld 서비스
가 실행 중이고(ensureRunning을 true로 설정) 인스턴스를 재부팅할 때 서비스를 다시 시작(enabled를
true로 설정)할지 확인합니다. 또한 스택 템플릿을 사용하여 실행 중인 인스턴스에 대한 구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cfn-hup (p. 6588) 헬퍼 스크립트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샘플 PHP 애플리케이션
을 변경한 다음 스택 업데이트를 실행하여 변경 사항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완료한 이후에 MySQL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이 예에서는 명령을 실행할 다른 구성 세트를 추가합니
다. 구성 세트는 여러 작업을 지정된 순서로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이 예에서는 먼저 Install
구성 세트를 실행한 다음 Configure 구성 세트를 실행합니다. Configure 구성 세트는 데이터베이스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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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를 지정한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명령 섹션에서 명령은 이름별로 사전순으로 처리되므로 이
예에서는 각 명령 이름 앞에 원하는 실행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를 추가합니다.

CreationPolicy 속성
마지막으로 모든 서비스(예: Apache 및 MySQL)를 실행한 이후에만 스택 생성을 완료하고 모든 스택 리소스
를 생성한 이후에는 스택 생성을 완료하지 않도록 CloudFormation에 지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 섹션의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을 시작할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모든 리소스를 생성한 이
후에 스택의 상태를 CREATE_COMPLETE으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하나 이상의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에도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 상태를 CREATE_COMPLETE로 설정합니다. 모든 서비스가 시작될 때까지
상태가 CREATE_COMPLETE로 변경되지 않도록 하려면 인스턴스에 CreationPolicy (p. 6495)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은 CloudFormation에서 필요한 수만큼 성공 신호를 수신하거나 제한 시간이 만료될 때
까지 인스턴스의 상태를 CREATE_IN_PROGRESS로 유지하므로, 인스턴스가 성공적으로 생성된 시간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스택 생성이 완료되기 이전에 cfn-init가 LAMP 설치 및 구성을 완료하는지 확인하는 생성 정책
을 Amazon EC2 인스턴스에 추가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생성 정책과 함께 cfn-signal (p. 6581) 헬퍼 스크립
트를 실행하여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구성되면 CloudFormation에게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Description" :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LAMP_Single_Instance: ...",
"Parameters" : { ... },
"Mappings" : { ... },
"Resources" : {
"WebServer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Metadata" : { ... },
"Properties": {
"ImageId" : { "Fn::FindInMap" : [ "AWSRegionArch2AMI", { "Ref" : "AWS::Region" },
{ "Fn::FindInMap" : [ "AWSInstanceType2Arch", { "Ref" :
"InstanceType" }, "Arch" ] } ] },
"InstanceType"
: { "Ref" : "InstanceType" },
"SecurityGroups" : [ {"Ref" : "WebServerSecurityGroup"} ],
"KeyName"
: { "Ref" : "KeyName" },
"UserData"
: { "Fn::Base64" : { "Fn::Join" : ["", [
"#!/bin/bash -xe\n",
"yum update aws-cfn-bootstrap\n",
"# Install the files and packages from the metadata\n",
"/opt/aws/bin/cfn-init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Instance ",
"
--configsets InstallAndRun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 Signal the status from cfn-init\n",
"/opt/aws/bin/cfn-signal -e $?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Instance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
},
"CreationPolicy" : {
"ResourceSignal" : {
"Timeout" : "PT5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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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erverSecurityGroup" : { ...
}

},

}

"Outputs" : {
"WebsiteURL" : { ...
}
}

생성 정책 속성에서는 ISO 8601 형식을 사용하여 제한 시간을 5분으로 정의합니다. 한 인스턴스가 구성되는
동안 대기할 것이므로 성공 신호를 한 번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는 기본 개수입니다.
UserData 속성에서 템플릿은 모든 서비스를 구성하여 성공적으로 시작한 경우에 성공 신호를 종료 코드와
함께 전송하는 cfn-signal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cfn-signal 스크립트를 사용할 경우 신호를 보낼 리소스의
논리적 ID와 스택 ID 또는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구성이 실패하는 경우 cfn-signal은 실패 신호를 보냅니
다. 그러면 리소스 생성이 실패합니다. 또한 CloudFormation에서 시간 제한 내에 성공 신호를 수신하지 않는
경우 리소스 생성이 실패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마지막 완료 템플릿을 보여줍니다.
다음 위치에서 템플릿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templates-us-east-1/LAMP_Single_Instance.template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Description" :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LAMP_Single_Instance: Create a LAMP
stack using a single EC2 instance and a local MySQL database for storage. This template
demonstrates using the AWS CloudFormation bootstrap scripts to install the packages and
files necessary to deploy the Apache web server, PHP and MySQL at instance launch time.
**WARNING** This template creates an Amazon EC2 instance. You will be billed for the AWS
resources used if you create a stack from this template.",
"Parameters" : {
"KeyName": {
"Description" :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instance",
"Type": "AWS::EC2::KeyPair::KeyName",
"ConstraintDescription" : "Can contain only ASCII characters."
},
"DBName": {
"Default": "MyDatabase",
"Description" : "MySQL database name",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64",
"AllowedPattern" :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DBUsername": {
"NoEcho": "true",
"Description" : "User name for My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16",
"AllowedPattern" : "[a-zA-Z][a-zA-Z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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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Description" :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DBPassword": {
"NoEcho": "true",
"Description" : "Password for My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41",
"AllowedPattern" : "[a-zA-Z0-9]*",
"ConstraintDescription" : "Must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DBRootPassword": {
"NoEcho": "true",
"Description" : "Root password for MySQL",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41",
"AllowedPattern" : "[a-zA-Z0-9]*",
"ConstraintDescription" : "Must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InstanceType" : {
"Description" : "WebServer EC2 instance type",
"Type" : "String",
"Default" : "t2.small",
"AllowedValues" : [
"t1.micro",
"t2.nano",
"t2.micro",
"t2.small",
"t2.medium",
"t2.large",
"m1.small",
"m1.medium",
"m1.large",
"m1.xlarge",
"m2.xlarge",
"m2.2xlarge",
"m2.4xlarge",
"m3.medium",
"m3.large",
"m3.xlarge",
"m3.2xlarge",
"m4.large",
"m4.xlarge",
"m4.2xlarge",
"m4.4xlarge",
"m4.10xlarge",
"c1.medium",
"c1.xlarge",
"c3.large",
"c3.xlarge",
"c3.2xlarge",
"c3.4xlarge",
"c3.8xlarge",
"c4.large",
"c4.xlarge",
"c4.2xlarge",
"c4.4xlarge",
"c4.8xlarge",
"g2.2xlarge",
"g2.8xlarge",
"r3.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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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xlarge",
"r3.2xlarge",
"r3.4xlarge",
"r3.8xlarge",
"i2.xlarge",
"i2.2xlarge",
"i2.4xlarge",
"i2.8xlarge",
"d2.xlarge",
"d2.2xlarge",
"d2.4xlarge",
"d2.8xlarge",
"hi1.4xlarge",
"hs1.8xlarge",
"cr1.8xlarge",
"cc2.8xlarge",
"cg1.4xlarge"

],
"ConstraintDescription" : "must be a valid EC2 instance type."
},
"SSHLocation" : {
"Description" : "The IP address range that can be used to SSH to the EC2 instances",
"Type": "String",
"MinLength": "9",
"MaxLength": "18",
"Default": "0.0.0.0/0",
"AllowedPattern": "(\\d{1,3})\\.(\\d{1,3})\\.(\\d{1,3})\\.(\\d{1,3})/(\\d{1,2})",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IP CIDR range of the form x.x.x.x/x"
}

},

"Mappings" : {
"AWSInstanceType2Arch" : {
"t1.micro"
: { "Arch"
"t2.nano"
: { "Arch"
"t2.micro"
: { "Arch"
"t2.small"
: { "Arch"
"t2.medium"
: { "Arch"
"t2.large"
: { "Arch"
"m1.small"
: { "Arch"
"m1.medium"
: { "Arch"
"m1.large"
: { "Arch"
"m1.xlarge"
: { "Arch"
"m2.xlarge"
: { "Arch"
"m2.2xlarge" : { "Arch"
"m2.4xlarge" : { "Arch"
"m3.medium"
: { "Arch"
"m3.large"
: { "Arch"
"m3.xlarge"
: { "Arch"
"m3.2xlarge" : { "Arch"
"m4.large"
: { "Arch"
"m4.xlarge"
: { "Arch"
"m4.2xlarge" : { "Arch"
"m4.4xlarge" : { "Arch"
"m4.10xlarge" : { "Arch"
"c1.medium"
: { "Arch"
"c1.xlarge"
: { "Arch"
"c3.large"
: { "Arch"
"c3.xlarge"
: { "Arch"
"c3.2xlarge" : { "Arch"
"c3.4xlarge" : { "Arch"
"c3.8xlarge" : { "Arch"
"c4.large"
: { "Arch"
"c4.xlarge"
: { "Arch"
"c4.2xlarge" : { "Arch"
"c4.4xlarge" : { "Arc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HVM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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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8xlarge" : { "Arch" : "HVM64" },
"g2.2xlarge" : { "Arch" : "HVMG2" },
"g2.8xlarge" : { "Arch" : "HVMG2" },
"r3.large"
: { "Arch" : "HVM64" },
"r3.xlarge"
: { "Arch" : "HVM64" },
"r3.2xlarge" : { "Arch" : "HVM64" },
"r3.4xlarge" : { "Arch" : "HVM64" },
"r3.8xlarge" : { "Arch" : "HVM64" },
"i2.xlarge"
: { "Arch" : "HVM64" },
"i2.2xlarge" : { "Arch" : "HVM64" },
"i2.4xlarge" : { "Arch" : "HVM64" },
"i2.8xlarge" : { "Arch" : "HVM64" },
"d2.xlarge"
: { "Arch" : "HVM64" },
"d2.2xlarge" : { "Arch" : "HVM64" },
"d2.4xlarge" : { "Arch" : "HVM64" },
"d2.8xlarge" : { "Arch" : "HVM64" },
"hi1.4xlarge" : { "Arch" : "HVM64" },
"hs1.8xlarge" : { "Arch" : "HVM64" },
"cr1.8xlarge" : { "Arch" : "HVM64" },
"cc2.8xlarge" : { "Arch" : "HVM64" }
},
"AWSRegionArch2AMI" : {
"us-east-1"
: {"HVM64" : "ami-0ff8a91507f77f867", "HVMG2" :
"ami-0a584ac55a7631c0c"},
"us-west-2"
: {"HVM64" : "ami-a0cfeed8", "HVMG2" : "ami-0e09505bc235aa82d"},
"us-west-1"
: {"HVM64" : "ami-0bdb828fd58c52235", "HVMG2" :
"ami-066ee5fd4a9ef77f1"},
"eu-west-1"
: {"HVM64" : "ami-047bb4163c506cd98", "HVMG2" :
"ami-0a7c483d527806435"},
"eu-west-2"
: {"HVM64" : "ami-f976839e", "HVMG2" : "NOT_SUPPORTED"},
"eu-west-3"
: {"HVM64" : "ami-0ebc281c20e89ba4b", "HVMG2" : "NOT_SUPPORTED"},
"eu-central-1"
: {"HVM64" : "ami-0233214e13e500f77", "HVMG2" :
"ami-06223d46a6d0661c7"},
"ap-northeast-1"
: {"HVM64" : "ami-06cd52961ce9f0d85", "HVMG2" :
"ami-053cdd503598e4a9d"},
"ap-northeast-2"
: {"HVM64" : "ami-0a10b2721688ce9d2", "HVMG2" : "NOT_SUPPORTED"},
"ap-northeast-3"
: {"HVM64" : "ami-0d98120a9fb693f07", "HVMG2" : "NOT_SUPPORTED"},
"ap-southeast-1"
: {"HVM64" : "ami-08569b978cc4dfa10", "HVMG2" :
"ami-0be9df32ae9f92309"},
"ap-southeast-2"
: {"HVM64" : "ami-09b42976632b27e9b", "HVMG2" :
"ami-0a9ce9fecc3d1daf8"},
"ap-south-1"
: {"HVM64" : "ami-0912f71e06545ad88", "HVMG2" :
"ami-097b15e89dbdcfcf4"},
"us-east-2"
: {"HVM64" : "ami-0b59bfac6be064b78", "HVMG2" : "NOT_SUPPORTED"},
"ca-central-1"
: {"HVM64" : "ami-0b18956f", "HVMG2" : "NOT_SUPPORTED"},
"sa-east-1"
: {"HVM64" : "ami-07b14488da8ea02a0", "HVMG2" : "NOT_SUPPORTED"},
"cn-north-1"
: {"HVM64" : "ami-0a4eaf6c4454eda75", "HVMG2" : "NOT_SUPPORTED"},
"cn-northwest-1"
: {"HVM64" : "ami-6b6a7d09", "HVMG2" : "NOT_SUPPORTED"}
}
},
"Resources" : {
"WebServer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Metadata" : {
"AWS::CloudFormation::Init" : {
"configSets" : {
"InstallAndRun" : [ "Install", "Configure" ]
},
"Install" : {
"packages" : {
"yum" : {
"mysql"

: [],

API 버전 2010-05-15
41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애플리케이션 배포

}
},

"mysql-server"
"mysql-libs"
"httpd"
"php"
"php-mysql"

:
:
:
:
:

[],
[],
[],
[],
[]

"files" : {
"/var/www/html/index.php" : {
"content" : { "Fn::Join" : [ "", [
"<html>\n",
" <head>\n",
"
<title>AWS CloudFormation PHP Sample</title>\n",
"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ISO-8859-1\">\n",
" </head>\n",
" <body>\n",
"
<h1>Welcome to the AWS CloudFormation PHP Sample</h1>\n",
"
<p/>\n",
"
<?php\n",
"
// Print out the current data and time\n",
"
print \"The Current Date and Time is: <br/>\";\n",
"
print date(\"g:i A l, F j Y.\");\n",
"
?>\n",
"
<p/>\n",
"
<?php\n",
"
// Setup a handle for CURL\n",
"
$curl_handle=curl_init();\n",
"
curl_setopt($curl_handle,CURLOPT_CONNECTTIMEOUT,2);\n",
"
curl_setopt($curl_handle,CURLOPT_RETURNTRANSFER,1);\n",
"
// Get the hostname of the intance from the instance metadata\n",
"
curl_setopt($curl_handle,CURLOPT_URL,'http://169.254.169.254/
latest/meta-data/public-hostname');\n",
"
$hostname = curl_exec($curl_handle);\n",
"
if (empty($hostname))\n",
"
{\n",
"
print \"Sorry, for some reason, we got no hostname back <br />
\";\n",
"
}\n",
"
else\n",
"
{\n",
"
print \"Server = \" . $hostname . \"<br />\";\n",
"
}\n",
"
// Get the instance-id of the intance from the instance metadata
\n",
"
curl_setopt($curl_handle,CURLOPT_URL,'http://169.254.169.254/
latest/meta-data/instance-id');\n",
"
$instanceid = curl_exec($curl_handle);\n",
"
if (empty($instanceid))\n",
"
{\n",
"
print \"Sorry, for some reason, we got no instance id back <br /
>\";\n",
"
}\n",
"
else\n",
"
{\n",
"
print \"EC2 instance-id = \" . $instanceid . \"<br />\";\n",
"
}\n",
"
$Database
= \"", {"Ref" : "DBName"}, "\";\n",
"
$DBUser
= \"", {"Ref" : "DBUsername"}, "\";\n",
"
$DBPassword = \"", {"Ref" : "DBPassword"}, "\";\n",
"
print \"Database = \" . $Database . \"<br />\";\n",
"
$dbconnection = mysql_connect('localhost', $DBUser, $DBPassword,
$Database)\n",
"
or die(\"Could not connect: \" . mysql_error());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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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 (\"Connected to $Database successfully\");\n",
"
mysql_close($dbconnection);\n",
"
?>\n",
"
<h2>PHP Information</h2>\n",
"
<p/>\n",
"
<?php\n",
"
phpinfo();\n",
"
?>\n",
" </body>\n",
"</html>\n"
]]},
"mode" : "000600",
"owner" : "apache",
"group" : "apache"

},
"/tmp/setup.mysql" : {
"content" : { "Fn::Join" : ["", [
"CREATE DATABASE ", { "Ref" : "DBName" }, ";\n",
"GRANT ALL ON ", { "Ref" : "DBName" }, ".* TO '", { "Ref" :
"DBUsername" }, "'@localhost IDENTIFIED BY '", { "Ref" : "DBPassword" }, "';\n"
]]},
"mode" : "000400",
"owner" : "root",
"group" : "root"
},
"/etc/cfn/cfn-hup.conf" : {
"content" : { "Fn::Join" : ["", [
"[main]\n",
"stack=", { "Ref" : "AWS::StackId" }, "\n",
"region=", { "Ref" : "AWS::Region" }, "\n"
]]},
"mode"
: "000400",
"owner"
: "root",
"group"
: "root"
},
"/et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 {
"content": { "Fn::Join" : ["", [
"[cfn-auto-reloader-hook]\n",
"triggers=post.update\n",
"path=Resources.WebServerInstance.Metadata.AWS::CloudFormation::Init\n",
"action=/opt/aws/bin/cfn-init -v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Instance ",
"
--configsets InstallAndRun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runas=root\n"
]]}
}
},
"services" : {
"sysvinit" : {
"mysqld"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httpd"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cfn-hup" : { "enabled" : "true", "ensureRunning"
"files" : ["/etc/cfn/cfn-hup.conf",
auto-reloader.conf"]}
}
}
},
"Configure" : {
"commands" : {
"01_set_mysql_root_passwor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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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 : { "Fn::Join" : ["", ["mysqladmin -u root password '", { "Ref" :
"DBRootPassword" }, "'"]]},
"test" : { "Fn::Join" : ["", ["$(mysql ", { "Ref" : "DBUsername" }, " -u
root --password='", { "Ref" : "DBRootPassword" }, "' >/dev/null 2>&1 </dev/null); (( $? !=
0 ))"]]}
},
"02_create_database" : {
"command" : { "Fn::Join" : ["", ["mysql -u root --password='", { "Ref" :
"DBRootPassword" }, "' < /tmp/setup.mysql"]]},
"test" : { "Fn::Join" : ["", ["$(mysql ", { "Ref" : "DBUsername" }, " -u
root --password='", { "Ref" : "DBRootPassword" }, "' >/dev/null 2>&1 </dev/null); (( $? !=
0 ))"]]}
}
}
}
}
},
"Properties": {
"ImageId" : { "Fn::FindInMap" : [ "AWSRegionArch2AMI", { "Ref" : "AWS::Region" },
{ "Fn::FindInMap" : [ "AWSInstanceType2Arch", { "Ref" :
"InstanceType" }, "Arch" ] } ] },
"InstanceType"
: { "Ref" : "InstanceType" },
"SecurityGroups" : [ {"Ref" : "WebServerSecurityGroup"} ],
"KeyName"
: { "Ref" : "KeyName" },
"UserData"
: { "Fn::Base64" : { "Fn::Join" : ["", [
"#!/bin/bash -xe\n",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n",
"# Install the files and packages from the metadata\n",
"/opt/aws/bin/cfn-init -v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Instance ",
"
--configsets InstallAndRun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 Signal the status from cfn-init\n",
"/opt/aws/bin/cfn-signal -e $?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Instance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
},
"CreationPolicy" : {
"ResourceSignal" : {
"Timeout" : "PT5M"
}
}
},

"WebServerSecurityGroup" : {
"Type" :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 "Enable HTTP access via port 80",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 "tcp", "FromPort" : "80", "ToPort" : "80", "CidrIp" :
"0.0.0.0/0"},
{"IpProtocol" : "tcp", "FromPort" : "22", "ToPort" : "22", "CidrIp" : { "Ref" :
"SSHLocation"}}
]
}
}
},
"Outputs" : {
"WebsiteURL" : {
"Description" : "URL for newly created LAMP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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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 { "Fn::Join" : ["", ["http://", { "Fn::GetAtt" : [ "WebServerInstance",
"PublicDnsName" ]}]] }
}
}

}

템플릿에서 대기 조건 생성
Important
Amazon EC2 및 Auto Scaling 리소스의 경우 대기 조건 대신 CreationPolicy 속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리소스에 CreationPolicy 속성을 추가하고 cfn-signal 헬퍼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인스턴스 생성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신호를 보내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reationPolicy (p. 6495) 또는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mazon EC2에서
애플리케이션 배포 (p. 39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리소스 및 CreationPolicy (p. 6495) 속성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스택 생성 외부에서 수행되는 다른 구성 작업과 스택 리소스 생성을 조정
• 구성 프로세스의 상태 추적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구성이 부분적으로 완료된 후 다른 리소스의 생성을 시작하거나, 설치 및 구성 프로
세스 중 신호를 전송하여 진행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대기 조건 핸들 사용
Note
VPC 엔드포인트 기능을 사용할 경우, 대기 조건에 응답하는 VPC의 리소스가 AWS
CloudFormation 고유의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어
야 합니다. 리소스는 미리 서명된 Amazon S3 URL로 대기 조건 응답을 보내야 합니다. 응답을
Amazon S3에 보내지 못하면 AWS CloudFormation은 응답을 수신하지 않으며 스택 작업이 실패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 설정 (p. 12) 및 Amazon S3의
VPC 엔드포인트에 대한 예제 버킷 정책을 참조하세요.
대기 조건 및 대기 조건 핸들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에서 스택 생성을 일시 중지하고 스택 생성을
계속하기 전에 신호를 대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Amazon EC2 인스턴스의 생성을 완료로
간주하기 전에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목록에서는 대기 조건이 대기 조건 핸들과 함께 작동하는 방식을 요약합니다.
• AWS CloudFormation은 다른 리소스와 똑같이 대기 조건을 생성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은 대
기 조건을 생성할 때 대기 조건의 상태를 CREATE_IN_PROGRESS로 보고하고 필요한 수의 성공 신호
를 수신하거나 대기 조건의 제한 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제한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AWS
CloudFormation이 필요한 수의 성공 신호를 수신할 경우 스택 생성을 계속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 조
건의 상태를 CREATE_FAILED로 설정하고 스택을 롤백합니다.
• Timeout 속성은 AWS CloudFormation이 필요한 수의 성공 신호를 대기하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Timeout은 최소 경계 속성이므로, 제한 시간은 지정한 시간이 되자마자 발생하지만 잠시 후에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43200초(12시간)입니다.
• 일반적으로 Amazon EC2 인스턴스, RDS DB 인스턴스 또는 Auto Scaling 그룹과 같은 특정 리소스를 생성
한 후 즉시 대기 조건을 시작해야 합니다. DependsOn 속성 (p. 6500)을 대기 조건에 추가하여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DependsOn 속성을 대기 조건에 추가할 때는 특정 리소스의 생성이 완료된 후에만 대기 조건
이 생성되도록 지정합니다. 대기 조건이 생성되면 AWS CloudFormation은 제한 시간을 시작하고 성공 신
호를 대기합니다.
• 다른 리소스에서도 DependsOn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RDS DB 인스턴스를 생성하
고 해당 DB 인스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 후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EC2 인스턴스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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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DB 인스턴스를 지정하는 DependsOn 속성이 있는 대기 조건을 생성하
고, 대기 조건을 지정하는 DependsOn 속성이 있는 EC2 인스턴스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DB
인스턴스와 대기 조건이 완료된 직후에만 EC2 인스턴스가 생성됩니다.
• AWS CloudFormation은 대기 조건에 대해 지정된 수의 성공 신호를 수신한 후에만 해당 대기 조건의 상태
를 CREATE_COMPLETE로 설정하여 스택 생성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기 조건의 Count 속성은 성공 신
호 수를 지정합니다. 아무 값도 설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1입니다.
• 신호 전송 메커니즘으로 사용되는 미리 서명된 URL을 설정하려면 대기 조건에 대기 조건 핸들이 필요합니
다. 미리 서명된 URL을 사용하면 AWS 자격 증명을 제공할 필요 없이 신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서
명된 URL을 사용하여 JSON 문으로 캡슐화된 성공 또는 실패 신호를 전송합니다. 해당 JSON 문의 형식은
대기 조건 신호 JSON 형식 (p. 41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제한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기 조건이 필요한 수의 성공 신호(Count 속성에 정의됨)를 수신하면 AWS
CloudFormation은 대기 조건을 CREATE_COMPLETE로 표시하고 스택 생성을 계속합니다. 그렇지 않으
면 AWS CloudFormation은 대기 조건을 실패로 처리하고 스택을 롤백합니다(예를 들어, 필요한 성공 신호
없이 제한 시간이 만료되거나 실패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스택에서 대기 조건을 사용하려면:
1.

스택의 템플릿에서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리소스를 선언합니다. 대기 조건 핸들
에는 속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WaitConditionHandle 리소스에 대한 참조는 WaitCondition에 성공 또는
실패 신호를 전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미리 서명된 URL로 확인됩니다. 예:
"myWaitHandle" : {
"Type" :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Properties" : {
}
}

2.

스택의 템플릿에서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 리소스를 선언합니다. WaitCondition 리소스
에는 두 개의 필수 속성이 있습니다. Handle은 템플릿에서 선언된 WaitConditionHandle에 대한 참조이
고 Timeout은 AWS CloudFormation이 대기할 시간(초)입니다. 선택적으로 Count 속성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이 속성은 AWS CloudFormation이 스택 생성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대기 조건이 수신해야 하는
성공 신호 수를 결정합니다.
대기 조건이 트리거되는 시간을 제어하려면 대기 조건에서 DependsOn 속성을 설정합니다.
DependsOn 절은 리소스를 대기 조건과 연결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은 DependsOn 리소스를 생
성한 후 다음 이벤트 중 하나가 발생할 때까지 추가 스택 리소스 생성을 차단합니다. a) 제한 시간이 만료
됨 b) 필요한 수의 성공 신호가 수신됨 c) 실패 신호가 수신됨.
다음은 Ec2Instance 리소스를 성공적으로 생성한 후 시작되며, myWaitHandle 리소스를
WaitConditionHandle로 사용하고, 제한 시간이 4500초이며, 기본 Count가 1인(Count 속성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 대기 조건의 예입니다.
"myWaitCondition" : {
"Type" :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
"DependsOn" : "Ec2Instance",
"Properties" : {
"Handle" : { "Ref" : "myWaitHandle" },
"Timeout" : "4500"
}
}

3.

신호 전송에 사용할 미리 서명된 URL을 가져옵니다.
템플릿에서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리소스의 논리적 이름을 Ref 내장 함수에 전
달하여 미리 서명된 URL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EC2::Instance 리소스의 UserData 속
성을 사용하여 미리 서명된 URL을 Amazon EC2 인스턴스에 전달하여 해당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스
크립트나 애플리케이션이 성공 또는 실패 신호를 AWS CloudFormation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41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대기 조건 생성

"UserData" : {
"Fn::Base64" : {
"Fn::Join" : [ "", ["SignalURL=", { "Ref" : "myWaitHandle" } ] ]
}
}

참고: AWS Management Console 또는 AWS CloudFormation 명령줄 도구에서 미리 서명된 URL은 대
기 조건 핸들 리소스의 물리적 ID로 표시됩니다.
4.

스택이 대기 조건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감지하기 위한 메서드를 선택합니다.
알림이 활성화된 상태로 스택을 생성하면 AWS CloudFormation은 모든 스택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지
정된 주제에 게시합니다. 사용자나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주제를 구독하는 경우 알림에서 대기
조건 핸들 행성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알림 메시지에서 미리 서명된 URL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AWS Management Console, AWS CloudFormation 명령줄 도구 또는 AWS CloudFormation API를
사용하여 스택의 이벤트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5.

미리 서명된 URL을 사용하여 성공 또는 실패 신호를 전송합니다.
신호를 전송하려면 미리 서명된 URL을 사용하여 HTTP 요청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요청 메서드는 PUT
여야 하며 Content-Type 헤더는 빈 문자열이거나 생략되어야 합니다. 요청 메시지는 대기 조건 신호
JSON 형식 (p. 418)에 지정된 형식의 JSON 구조여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이 스택 생성을 계속하려면 Count 속성을 통해 지정된 수의 성공 신호를 전송해야
합니다. 1보다 큰 Count가 있는 경우 특정 대기 조건에 전송된 모든 신호에서 각 신호의 UniqueId 값이
고유해야 합니다. UniqueId는 임의의 영숫자 문자열입니다.
Curl 명령은 신호를 전송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대기 조건에 성공 신호를 전송하는
Curl 명령줄을 보여 줍니다.

curl -T /tmp/a "https://cloudformation-waitcondition-test.s3.amazonaws.com/
arn%3Aaws%3Acloudformation%3Aus-east-2%3A034017226601%3Astack
%2Fstack-gosar-20110427004224-test-stack-with-WaitCondition--VEYW
%2Fe498ce60-70a1-11e0-81a7-5081d0136786%2FmyWaitConditionHandle?
Expires=1303976584&AWSAccessKeyId=AKIAIOSFODNN7EXAMPLE&Signature=ik1twT6hpS4cgNAw7wyOoRejVoo
%3D"

이때 file /tmp/a에는 다음과 같은 JSON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Status" : "SUCCESS",
"Reason" : "Configuration Complete",
"UniqueId" : "ID1234",
"Data" : "Application has completed configuration."

이 예제는 명령줄에서 JSON 구조를 파라미터로 전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성공 신호를 전송하
는 Curl 명령줄을 보여줍니다.
curl -X PUT -H 'Content-Type:' --data-binary '{"Status" : "SUCCESS","Reason" :
"Configuration Complete","UniqueId" : "ID1234","Data" : "Application
has completed configuration."}' "https://cloudformation-waitconditiontest.s3.amazonaws.com/arn%3Aaws%3Acloudformation%3Aus-east-2%3A034017226601%3Astack
%2Fstack-gosar-20110427004224-test-stack-with-WaitCondition--VEYW
%2Fe498ce60-70a1-11e0-81a7-5081d0136786%2FmyWaitCondition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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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ires=1303976584&AWSAccessKeyId=AKIAIOSFODNN7EXAMPLE&Signature=ik1twT6hpS4cgNAw7wyOoRejVoo
%3D"

대기 조건 신호 JSON 형식
대기 조건에 신호를 전송할 때는 다음 JSON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

"Status" : "StatusValue",
"UniqueId" : "Some UniqueId",
"Data" : "Some Data",
"Reason" : "Some Reas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StatusValue는 다음 값 중 하나여야 합니다.
• SUCCESS는 성공 신호를 나타냅니다.
• FAILURE는 실패 신호를 나타내며 실패한 대기 조건과 스택 롤백을 트리거합니다.
UniqueId는 AWS CloudFormation에 신호를 식별합니다. 대기 조건의 Count 속성이 1보다 큰 경우 UniqueId
값은 특정 대기 조건에 대해 전송된 모든 신호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은
신호를 동일한 UniqueId로 이전에 전송한 신호의 재전송으로 간주하고 신호를 무시합니다.
Data는 신호와 함께 다시 전송할 정보입니다. 템플릿 내에서 Fn::GetAtt 함수 (p. 6542)를 호출하여 Data
값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 조건 mywaitcondition에 대해 다음 출력 값을 생성할 경우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 명령, DescribeStacks 작업 또는 CloudFormation 콘솔의 출력 탭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에 전송된 유효한 신호별로 전송된 Data를 볼 수 있습니다.

"WaitConditionData" : {
"Value" : { "Fn::GetAtt" : [ "mywaitcondition", "Data" ]},
"Description" : "The data passed back as part of signalling the WaitCondition"
},

Fn::GetAtt 함수는 UniqueId와 Data를 JSON 구조 내의 이름/값 페어로 반환합니다. 다음은 위에서 정의된
WaitConditionData 출력 값에서 반환된 Data 속성의 예입니다.
{"Signal1":"Application has completed configuration."}

Reason은 콘텐츠에 대해 JSON 규정 이외의 다른 제한 사항이 없는 문자열입니다.

템플릿 코드 조각
이 단원에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여러 부분을 선언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다양한 시나리오 예제
가 나와 있습니다. 코드 조각을 출발점으로 하여 사용자 지정 템플릿의 섹션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Note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은 JSON과 호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줄 연속 문자에 대한 프로비저닝
은 없습니다. 이 문서에 제시된 조각은 한 줄이 80자보다 긴 경우 임의로 줄 바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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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일반 템플릿 코드 조각 (p. 419)
• Auto Scaling 템플릿 코드 조각 (p. 426)
•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코드 조각 (p. 442)
• Amazon CloudFront 템플릿 코드 조각 (p. 447)
• Amazon CloudWatch 템플릿 코드 조각 (p. 453)
• Amazon CloudWatch Logs 템플릿 코드 조각 (p. 458)
• Amazon DynamoDB 템플릿 코드 조각 (p. 484)
• Amazon EC2 템플릿 코드 조각 (p. 488)
•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템플릿 코드 조각 (p. 503)
• Amazon Elastic File System 샘플 템플릿 (p. 521)
• Elastic Beanstalk 템플릿 코드 조각 (p. 538)
• Elastic Load Balancing 템플릿 코드 조각 (p. 540)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템플릿 코드 조각 (p. 542)
• AWS Lambda 템플릿 (p. 554)
• AWS OpsWorks 템플릿 코드 조각 (p. 559)
• Amazon Redshift 템플릿 코드 조각 (p. 564)
• Amazon RDS 템플릿 코드 조각 (p. 571)
• Route 53 템플릿 코드 조각 (p. 576)
• Amazon S3 템플릿 코드 조각 (p. 582)
• Amazon SNS 템플릿 코드 조각 (p. 587)
• Amazon SQS 템플릿 코드 조각 (p. 588)

일반 템플릿 코드 조각
다음은 AWS 서비스에 특정하지 않은 여러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의 특징을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주제
• Base64 인코딩 UserData 속성 (p. 420)
• AccessKey 및 SecretKey를 사용하는 Base64 인코딩 UserData 속성 (p. 420)
• 리터럴 문자열 파라미터가 하나 있는 파라미터 섹션 (p. 420)
• 정규식 제약이 있는 문자열 파라미터가 포함된 파라미터 섹션 (p. 421)
• MinValue 및 MaxValue 제약이 있는 숫자 파라미터가 포함된 파라미터 섹션 (p. 421)
• AllowedValues 제약이 있는 숫자 파라미터가 포함된 파라미터 섹션 (p. 422)
• 리터럴 CommaDelimitedList 파라미터가 하나 있는 파라미터 섹션 (p. 422)
• 가상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한 파라미터 값이 있는 파라미터 섹션 (p. 423)
• 매핑이 세 개 있는 매핑 섹션 (p. 424)
• 리터럴 문자열을 기반으로 한 설명 (p. 424)
• 리터럴 문자열 출력이 하나 있는 출력 섹션 (p. 425)
• 리소스 참조 및 가상 참조 출력이 각각 하나씩 있는 출력 섹션 (p. 425)
• 함수, 리터럴 문자열, 참조 및 가상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한 출력이 있는 출력 섹션 (p. 425)
• 템플릿 포맷 버전 (p. 426)
• AWS 태그 속성 (p.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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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64 인코딩 UserData 속성
이 예제에서는 Fn::Base64 및 Fn::Join 함수를 사용하여 UserData 속성의 조합을 보여줍니다. 참조
MyValue 및 MyName는 템플릿의 파라미터 섹션에 정의되어야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리터럴 문자열 Hello
World는 이 예제에서 UserData의 일부로 전달하는 또 다른 값입니다.

JSON
"UserData" : {
"Fn::Base64" : {
"Fn::Join" : [ ",", [
{ "Ref" : "MyValue" },
{ "Ref" : "MyName" },
"Hello World" ] ]
}
}

YAML
UserData:
Fn::Base64: !Sub |
Ref: MyValue
Ref: MyName
Hello World

AccessKey 및 SecretKey를 사용하는 Base64 인코딩 UserData 속
성
이 예제에서는 Fn::Base64 및 Fn::Join 함수를 사용하여 UserData 속성의 조합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AccessKey 및 SecretKey 정보가 포함됩니다. 참조 AccessKey 및 SecretKey는 템플릿의 파라미터 섹
션에 정의되어야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JSON
"UserData" : {
"Fn::Base64" : {
"Fn::Join" : [ "", [
"ACCESS_KEY=", { "Ref" : "AccessKey" },
"SECRET_KEY=", { "Ref" : "SecretKey" } ]
]
}
}

YAML
UserData:
Fn::Base64: !Sub |
ACCESS_KEY=${AccessKey}
SECRET_KEY=${SecretKey}

리터럴 문자열 파라미터가 하나 있는 파라미터 섹션
다음 예제에서는 String 유형 파라미터 하나가 선언된 유효한 파라미터 섹션 선언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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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Parameters" : {
"UserName" : {
"Type" : "String",
"Default" : "nonadmin",
"Description" : "Assume a vanilla user if no command-line spec provided"
}
}

YAML
Parameters:
UserName:
Type: String
Default: nonadmin
Description: Assume a vanilla user if no command-line spec provided

정규식 제약이 있는 문자열 파라미터가 포함된 파라미터 섹션
다음 예제에서는 String 유형 파라미터 하나가 선언된 유효한 파라미터 섹션 선언을 보여줍니다.
AdminUserAccount 파라미터에는 이 파라미터 값은 최소 길이가 1자, 최대 길이가 16자여야 하며 영문자 및
숫자를 포함해야 하지만 영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JSON
"Parameters" : {
"AdminUserAccount": {
"Default": "admin",
"NoEcho": "true",
"Description" : "The admin account user name",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16",
"AllowedPattern" : "[a-zA-Z][a-zA-Z0-9]*"
}
}

YAML
Parameters:
AdminUserAccount:
Default: admin
NoEcho: true
Description: The admin account user name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16
AllowedPattern: '[a-zA-Z][a-zA-Z0-9]*'

MinValue 및 MaxValue 제약이 있는 숫자 파라미터가 포함된 파라
미터 섹션
다음 예제에서는 Number 유형 파라미터 하나가 선언된 유효한 파라미터 섹션 선언을 보여줍니다.
WebServerPort 파라미터는 기본값이 80이고, 최소값은 1, 최대값은 655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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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Parameters" : {
"WebServerPort": {
"Default": "80",
"Description" : "TCP/IP port for the web server",
"Type": "Number",
"MinValue": "1",
"MaxValue": "65535"
}
}

YAML
Parameters:
WebServerPort:
Default: 80
Description: TCP/IP port for the web server
Type: Number
MinValue: 1
MaxValue: 65535

AllowedValues 제약이 있는 숫자 파라미터가 포함된 파라미터 섹
션
다음 예제에서는 Number 유형 파라미터 하나가 선언된 유효한 파라미터 섹션 선언을 보여줍니다.
WebServerPort 파라미터는 기본값이 80이고, 80~8888의 값만 허용합니다.

JSON
"Parameters" : {
"WebServerPortLimited": {
"Default": "80",
"Description" : "TCP/IP port for the web server",
"Type": "Number",
"AllowedValues" : ["80", "8888"]
}
}

YAML
Parameters:
WebServerPortLimited:
Default: 80
Description: TCP/IP port for the web server
Type: Number
AllowedValues:
- 80
- 8888

리터럴 CommaDelimitedList 파라미터가 하나 있는 파라미터 섹션
다음 예제에서는 CommaDelimitedList 유형 파라미터 하나가 선언된 유효한 파라미터 섹션 선언을 보
여줍니다. NoEcho 속성은 TRUE로 설정되어 있으며, 아래 지정된 위치에 저장된 정보를 제외하고.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 출력에서 값이 별표(*****)로 마스킹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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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NoEcho 속성을 사용해도 다음에 저장된 정보는 마스킹되지 않습니다.
• Metadata 템플릿 섹션입니다. CloudFormation은 Metadata 섹션에 포함된 정보를 변환,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십시오.
• Outputs 템플릿 섹션. 자세한 내용은 출력을 참조하십시오.
• 리소스 정의의 Metadata 속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타데이터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암호나 보안 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Important
AWS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스토어 또는 AWS Secrets Manager와 같이 CloudFormation 외
부에서 저장 및 관리되는 민감한 정보를 참조하려면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직접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대신 스택 템플릿에 있는 동적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을 참조하십시오.

JSON
"Parameters" : {
"UserRoles" : {
"Type" : "CommaDelimitedList",
"Default" : "guest,newhire",
"NoEcho" : "TRUE"
}
}

YAML
Parameters:
UserRoles:
Type: CommaDelimitedList
Default: "guest,newhire"
NoEcho: true

가상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한 파라미터 값이 있는 파라미터 섹션
다음 예제에서는 가상 파라미터 AWS::StackName 및 AWS::Region을 사용하는 EC2 사용자 데이터의 명
령을 보여줍니다. 가상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상 파라미터 참조 (p. 6563)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JSON
"UserData"
: { "Fn::Base64" : { "Fn::Join" : ["", [
"#!/bin/bash -xe\n",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n",
"/opt/aws/bin/cfn-init -v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LaunchConfig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

]]}}

"/opt/aws/bin/cfn-signal -e $?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Group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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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UserData:
Fn::Base64: !Sub |
#!/bin/bash -xe
yum update -y aws-cfn-bootstrap
/opt/aws/bin/cfn-init -v --stack ${AWS::StackName} --resource LaunchConfig --region
${AWS::Region}
/opt/aws/bin/cfn-signal -e $? --stack ${AWS::StackName} --resource WebServerGroup -region ${AWS::Region}

매핑이 세 개 있는 매핑 섹션
다음 예제에서는 매핑이 세 개 있는 유효한 매핑 섹션 선언을 보여줍니다. Stop, SlowDown 또는 Go의 매핑
키와 일치하는 경우 맵은 해당하는 RGBColor 속성에 할당된 RGB 값을 제공합니다.

JSON
"Mappings" : {
"LightColor" : {
"Stop" : {
"Description" : "red",
"RGBColor" : "RED 255 GREEN 0 BLUE 0"
},
"SlowDown" : {
"Description" : "yellow",
"RGBColor" : "RED 255 GREEN 255 BLUE 0"
},
"Go" : {
"Description" : "green",
"RGBColor" : "RED 0 GREEN 128 BLUE 0"
}
}
}

YAML
Mappings:
LightColor:
Stop:
Description: red
RGBColor: "RED 255 GREEN 0 BLUE 0"
SlowDown:
Description: yellow
RGBColor: "RED 255 GREEN 255 BLUE 0"
Go:
Description: green
RGBColor: "RED 0 GREEN 128 BLUE 0"

리터럴 문자열을 기반으로 한 설명
다음 예제에서는 값이 리터럴 문자열을 기반으로 하는 유효한 설명 섹션 선언을 보여줍니다. 이 코드 조각은
템플릿, 파라미터, 리소스, 속성 또는 출력에 대한 코드 조각일 수 있습니다.

JSON
"Description" : "Replace thi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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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Description: "Replace this value"

리터럴 문자열 출력이 하나 있는 출력 섹션
이 예제에서는 리터럴 문자열을 기반으로 한 출력 할당을 보여줍니다.

JSON
"Outputs" : {
"MyPhone" : {
"Value" : "Please call 555-5555",
"Description" : "A random message for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
}
}

YAML
Outputs:
MyPhone:
Value: Please call 555-5555
Description: A random message for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

리소스 참조 및 가상 참조 출력이 각각 하나씩 있는 출력 섹션
이 예제에서는 출력 할당이 2개 있는 출력 섹션이 표시됩니다. 출력 할당 하나는 리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다
른 하나는 가상 참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JSON
"Outputs" : {
"SNSTopic" : { "Value" : { "Ref" : "MyNotificationTopic" } },
"StackName" : { "Value" : { "Ref" : "AWS::StackName" } }
}

YAML
Outputs:
SNSTopic:
Value: !Ref MyNotificationTopic
StackName:
Value: !Ref AWS::StackName

함수, 리터럴 문자열, 참조 및 가상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한 출력이
있는 출력 섹션
이 예제에서는 출력 할당이 한 개 있는 출력 섹션이 표시됩니다. 퍼센트 기호를 구분 기호로 사용하여 값을
연결하기 위해 Join 함수가 사용됩니다.

JSON
"Outputs" : {
"MyOutpu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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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lue" : { "Fn::Join" :
[ "%", [ "A-string", {"Ref" : "AWS::StackName" } ] ]
}

YAML
Outputs:
MyOutput:
Value: !Join [ %, [ 'A-string', !Ref 'AWS::StackName' ]]

템플릿 포맷 버전
다음 코드 조각은 유효한 템플릿 포맷 버전 섹션 선언을 보여줍니다.

JSON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AWS 태그 속성
이 예제에서는 AWS 태그 속성을 보여줍니다. 이 속성은 리소스의 속성 섹션 내에서 지정합니다. 리소스가
생성되면 선언한 태그로 리소스에 태그가 지정됩니다.

JSON
"Tags" : [
{
"Key" :
"Value"
},
{
"Key" :
"Value"
}
]

"keyname1",
: "value1"
"keyname2",
: "value2"

YAML
Tags:
Key: "keyname1"
Value: "value1"
Key: "keyname2"
Value: "value2"

Auto Scaling 템플릿 코드 조각
다음 예에서는 Amazon EC2 Auto Scaling 또는 Application Auto Scaling과 함께 사용하도록 템플릿에 포함
할 여러 코드 조각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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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EC2 Auto Scaling을 사용하면 조정 정책 또는 예약된 조정으로 Amazon EC2 인스턴스를 자동
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Auto Scaling 그룹은 자동 조정 및 플릿 관리 기능(예: 상태 점검 및 Elastic Load
Balancing 통합)을 사용하기 위한 Amazon EC2 인스턴스 모음입니다.
Application Auto Scaling은 조정 정책 또는 예약된 조정으로 Amazon EC2 이외의 리소스를 자동으로 조정합
니다.
주제
• 시작 구성 선언 (p. 427)
• 단일 인스턴스 Auto Scaling 그룹 선언 (p. 427)
• 로드 밸런싱을 사용하여 Auto Scaling 그룹 선언 (p. 428)
• CloudWatch 경보를 사용하여 조정 정책 선언 (p. 429)
• 시작 템플릿 및 알림을 사용하여 Auto Scaling 그룹 선언 (p. 430)
• 업데이트 정책을 사용하여 Auto Scaling 그룹 선언 (p. 431)
• Application Auto Scaling 템플릿 예 (p. 433)

시작 구성 선언
이 예에서는 ImageId, InstanceType, 및 SecurityGroups 속성에 대한 값을 지정하는 Auto Scaling 그
룹에 대한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리소스를 보여줍니다. SecurityGroups 속성은 템플릿
에 지정된 AWS::EC2::SecurityGroup 리소스의 논리적 이름과 myExistingEC2SecurityGroup이라는 기
존 EC2 보안 그룹을 모두 지정합니다.

JSON
"mySimpleConfig" : {
"Type" :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Properties" : {
"ImageId" : "ami-02354e95b39ca8dec",
"SecurityGroups" : [ { "Ref" : "logicalName" }, "myExistingEC2SecurityGroup" ],
"InstanceType" : "t3.micro"
}
}

YAML
mySimpleConfig:
Typ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Properties:
ImageId: ami-02354e95b39ca8dec
SecurityGroups:
- Ref: logicalName
- myExistingEC2SecurityGroup
InstanceType: t3.micro

단일 인스턴스 Auto Scaling 그룹 선언
이 예에서는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일 인스턴스가 포함된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리소스를 보여줍니다. Auto Scaling 그룹의 VPCZoneIdentifier 속성은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있
는 기존 서브넷 목록을 지정합니다. 스택을 만들기 전에 계정에서 적용 가능한 서브넷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LaunchConfigurationName 속성은 템플릿에 정의된 논리적 이름이 mySimpleConfig인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리소스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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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myASG" : {
"Type" :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 {
"VPCZoneIdentifier" : [ "subnetIdAz1", "subnetIdAz2", "subnetIdAz3" ],
"LaunchConfigurationName" : { "Ref" : "mySimpleConfig" },
"MinSize" : "0",
"MaxSize" : "1",
"DesiredCapacity" : "1"
}
}

YAML
myASG: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VPCZoneIdentifier:
- subnetIdAz1
- subnetIdAz2
- subnetIdAz3
LaunchConfigurationName: !Ref mySimpleConfig
MinSize: '0'
MaxSize: '1'
DesiredCapacity: '1'

로드 밸런싱을 사용하여 Auto Scaling 그룹 선언
이 예에서는 여러 서버에 대한 로드 밸런싱을 위한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리소스를 보여줍니
다. 동일한 템플릿의 다른 곳에서 선언된 AWS 리소스의 논리적 이름을 지정합니다.
1. VPCZoneIdentifier 속성은 Auto Scaling 그룹의 EC2 인스턴스가 생성될 두 AWS::EC2::Subne 리소
스의 논리적 이름인 myPublicSubnet1 및 myPublicSubnet2를 지정합니다.
2. LaunchConfigurationName 속성은 논리적 이름이 mySimpleConfig인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3. TargetGroupARNs 속성은 트래픽을 Auto Scaling 그룹으로 라우팅하는 데 사용되는 Application
Load Balancer 또는 Network Load Balancer의 대상 그룹을 나열합니다. 이 예에서는 논리적 이름이
myTargetGroup인 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리소스에 하나의 대상 그룹이 지정됩니
다.

JSON
"myServerGroup" : {
"Type" :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 {
"VPCZoneIdentifier" : [ { "Ref" : "myPublicSubnet1" }, { "Ref" :
"myPublicSubnet2" } ],
"LaunchConfigurationName" : { "Ref" : "mySimpleConfig" },
"MinSize" : "1",
"MaxSize" : "5",
"HealthCheckGracePeriod" : 300,
"MaxInstanceLifetime" : 2592000,
"TargetGroupARNs" : [ { "Ref" : "myTargetGrou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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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myServerGroup: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VPCZoneIdentifier:
- !Ref myPublicSubnet1
- !Ref myPublicSubnet2
LaunchConfigurationName: !Ref mySimpleConfig
MinSize: '1'
MaxSize: '5'
HealthCheckGracePeriod: 300
MaxInstanceLifetime: 2592000
TargetGroupARNs:
- !Ref myTargetGroup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Application Load Balancer에 대한 ALBRequestCountPerTarget 사전 정의 지표에 따라 대상 추적 조정
정책을 사용하여 Auto Scaling 그룹을 생성하는 자세한 예는 AWS::AutoScaling::ScalingPolicy 리소
스의 예 섹션을 참조하세요.

CloudWatch 경보를 사용하여 조정 정책 선언
이 예에서는 단순 조정 정책을 사용하여 Auto Scaling 그룹을 확장하는 AWS::AutoScaling::ScalingPolicy
리소스를 보여줍니다. AdjustmentType 속성은 ChangeInCapacity를 지정합니다. 이는
ScalingAdjustment가 추가하거나(ScalingAdjustment가 양수인 경우) 삭제할(음수인 경우) 인스턴스
수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에서 ScalingAdjustment는 1입니다. 따라서 경보 임계값을 초과
하면 그룹의 EC2 인스턴스 수가 1씩 증가합니다.
AWS::CloudWatch::Alarm 리소스 CPUAlarmHigh는 경보가 ALARM 상태일 때 실행할 작업
(AlarmActions)으로 조정 정책 myScaleOutPolicy을 지정합니다.

JSON
"myScaleOutPolicy" : {
"Type" :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 {
"AdjustmentType" : "ChangeInCapacity",
"AutoScalingGroupName" : { "Ref" : "logicalName" },
"ScalingAdjustment" : "1"
}
},
"CPUAlarmHigh" : {
"Type" :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
"EvaluationPeriods" : "1",
"Statistic" : "Average",
"Threshold" : "10",
"AlarmDescription" : "Alarm if CPU too high or metric disappears indicating instance
is down",
"Period" : "60",
"AlarmActions" : [ { "Ref" : "myScaleOutPolicy" } ],
"Namespace" : "AWS/EC2",
"Dimensions" : [ {
"Name" : "AutoScalingGroupName",
"Value" : { "Ref" : "logical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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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mparisonOperator" : "GreaterThanThreshold",
"MetricName" : "CPUUtilization"

YAML
myScaleOutPolicy:
Type: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AdjustmentType: ChangeInCapacity
AutoScalingGroupName: !Ref logicalName
ScalingAdjustment: '1'
CPUAlarmHigh: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EvaluationPeriods: '1'
Statistic: Average
Threshold: '10'
AlarmDescription: Alarm if CPU too high or metric disappears indicating instance
is down
Period: '60'
AlarmActions:
- !Ref myScaleOutPolicy
Namespace: AWS/EC2
Dimensions:
- Name: AutoScalingGroupName
Value:
Ref: logicalName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MetricName: CPUUtilization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TargetTrackingScaling 및 StepScaling 정책 유형에 대한 템플릿 예는
AWS::AutoScaling::ScalingPolicy 리소스의 예 섹션을 참조하세요.

시작 템플릿 및 알림을 사용하여 Auto Scaling 그룹 선언
이 예에서는 지정된 이벤트가 발생하면 Amazon SNS 알림을 보내는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리소스를 보여줍니다. NotificationConfigurations 속성은 AWS CloudFormation에서 알림을 보내는
SNS 주제와 AWS CloudFormation에서 알림을 보내는 원인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NotificationTypes에
지정된 이벤트가 발생하면 AWS CloudFormation에서 TopicARN에 지정된 SNS 주제에 알림을 보냅니다.
스택을 시작하면 AWS CloudFormation에서 동일한 템플릿 내에 선언된 AWS::SNS::Subscription 리소스
(snsTopicForAutoScalingGroup)를 생성합니다.
Auto Scaling 그룹의 AvailabilityZones 및 VPCZoneIdentifier 속성은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
할 때 템플릿에 전달하는 파라미터 값을 참조합니다. LaunchTemplate 속성은 동일한 템플릿의 다른 곳에
서 선언된 AWS::EC2::LaunchTemplate 리소스의 논리적 이름을 참조합니다.

JSON
"myASG" : {
"Type" :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DependsOn": [
"snsTopicForAutoScalingGroup"
],
"Proper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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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vailabilityZones" : { "Ref" : "AZs" },
"VPCZoneIdentifier" : { "Ref" : "Subnets" },
"LaunchTemplate" : {
"LaunchTemplateId" : {
"Ref" : "logicalName"
},
"Version" : {
"Fn::GetAtt" : [
"logicalName",
"LatestVersionNumber"
]
}
},
"MinSize" : "1",
"MaxSize" : "5",
"NotificationConfigurations" : [
{
"TopicARN" : { "Ref" : "snsTopicForAutoScalingGroup" },
"NotificationTypes" : [
"autoscaling:EC2_INSTANCE_LAUNCH",
"autoscaling:EC2_INSTANCE_LAUNCH_ERROR",
"autoscaling:EC2_INSTANCE_TERMINATE",
"autoscaling:EC2_INSTANCE_TERMINATE_ERROR",
"autoscaling:TEST_NOTIFICATION"
]
}
]

YAML
myASG: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DependsOn:
- snsTopicForAutoScalingGroup
Properties:
AvailabilityZones: !Ref AZs
VPCZoneIdentifier: !Ref Subnets
LaunchTemplate:
LaunchTemplateId: !Ref logicalName
Version: !GetAtt logicalName.LatestVersionNumber
MinSize: '1'
MaxSize: '5'
NotificationConfigurations:
- TopicARN: !Ref snsTopicForAutoScalingGroup
NotificationTypes:
- autoscaling:EC2_INSTANCE_LAUNCH
- autoscaling:EC2_INSTANCE_LAUNCH_ERROR
- autoscaling:EC2_INSTANCE_TERMINATE
- autoscaling:EC2_INSTANCE_TERMINATE_ERROR
- autoscaling:TEST_NOTIFICATION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시작 템플릿을 지정하는 추가 예는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의 예 섹션을 참조하세요.

업데이트 정책을 사용하여 Auto Scaling 그룹 선언
다음 예에서는 Auto Scaling 그룹에 대해 UpdatePolicy 속성 (p. 6506)을(를) 지정합니다. 샘플 업데이트 정
책은 CloudFormation에 AutoScalingRollingUpdate 속성을 사용하여 롤링 업데이트를 수행하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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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합니다. 롤링 업데이트는 MaxBatchSize에 기반한 작은 배치(이 예에서는 인스턴스 단위)의 Auto Scaling
그룹, PauseTime에 기반한 업데이트의 배치 간 일시 중지 시간을 변경합니다. MinInstancesInService
속성은 CloudFormation에서 이전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Auto Scaling 그룹 내에서 작동해야 하는
최소 인스턴스 수를 지정합니다.
WaitOnResourceSignals 속성은 true로 설정됩니다.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하려면 CloudFormation
이 지정된 PauseTime 내에 각각의 새 인스턴스로부터 신호를 수신해야 합니다. Auto Scaling 그룹에 신호
를 보내려면 각 인스턴스에서 cfn-signal (p. 6581) 헬퍼 스크립트(표시되지 않음)가 실행됩니다. 스택 업데
이트가 진행되는 동안 HealthCheck, ReplaceUnhealthy, AZRebalance, AlarmNotification 및
ScheduledActions 같은 EC2 Auto Scaling 프로세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참고: 이 경우 롤링 업데이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Launch, Terminate 또는 AddToLoadBalancer(Auto Scaling 그룹이
Elastic Load Balancing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프로세스 유형을 일시 중지하지 마십시오.

JSON
"myASG" : {
"UpdatePolicy" : {
"AutoScalingRollingUpdate" : {
"MinInstancesInService" : "1",
"MaxBatchSize" : "1",
"PauseTime" : "PT12M5S",
"WaitOnResourceSignals" : "true",
"SuspendProcesses" : [
"HealthCheck",
"ReplaceUnhealthy",
"AZRebalance",
"AlarmNotification",
"ScheduledActions"
]
}
},
"Type" :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 {
"AvailabilityZones" : { "Ref" : "AZs" },
"VPCZoneIdentifier" : { "Ref" : "Subnets" },
"LaunchConfigurationName" : { "Ref" : "logicalName" },
"MaxSize" : "5",
"MinSize" : "1"
}
}

YAML
myASG:
UpdatePolicy:
AutoScalingRollingUpdate:
MinInstancesInService: '1'
MaxBatchSize: '1'
PauseTime: PT12M5S
WaitOnResourceSignals: true
SuspendProcesses:
- HealthCheck
- ReplaceUnhealthy
- AZRebalance
- AlarmNotification
- ScheduledActions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AvailabilityZones: !Ref AZs
VPCZoneIdentifier: !Ref Subnets
LaunchConfigurationName: !Ref logical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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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Size: '5'
MinSize: '1'

Application Auto Scaling 템플릿 예
이 섹션에서는 다양한 AWS 리소스의 Application Auto Scaling 조정 정책 및 예약된 작업에 대한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예를 보여줍니다.
주제
• Aurora DB 클러스터의 조정 정책 선언 (p. 433)
• DynamoDB 테이블의 조정 정책 선언 (p. 434)
• Amazon ECS 서비스의 조정 정책 선언 (p. 436)
• Lambda 함수에 대해 예약된 작업 선언 (p. 440)
• 스팟 플릿에 대해 예약된 작업 선언 (p. 441)

Important
Application Auto Scaling 코드 조각이 템플릿에 포함된 경우 템플릿을 통해 생성되는 조정 가능 리
소스에 대해 DependsOn 속성을 사용하여 종속성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본 병렬 처리가 재
정의되고 AWS CloudFormation이 지정된 순서로 리소스에서 작동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리소
스가 완전히 설정되기 전에 조정 구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urora DB 클러스터의 조정 정책 선언
이 코드 조각에서는 이름이 my-db-cluster인 기존 AWS::RDS::DBCluster 리소스를 등록합니다.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리소스는 DB 클러스터가 1개에서 8개까지 Aurora 복제본을
갖도록 동적으로 조정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리소스를
사용하여 대상 추적 조정 정책을 클러스터에 적용합니다.
이 구성에서 RDSReaderAverageCPUUtilization 사전 정의 지표는 해당 Aurora DB 클러스터에 있는 모
든 Aurora 복제본에 대해 평균 CPU 사용률 40%를 기반으로 Aurora DB 클러스터를 조정합니다. 구성에서는
스케일 인 휴지 기간 10분과 스케일 아웃 휴지 기간 5분을 제공합니다.

JSON
{

"Resources" : {
"ScalableTarget" : {
"Type" :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Properties" : {
"MaxCapacity" : 8,
"MinCapacity" : 1,
"RoleARN" : { "Fn::Sub" : "arn:aws:iam::${AWS::AccountId}:role/
aws-service-role/rds.application-autoscaling.amazonaws.com/
AWSServiceRoleForApplicationAutoScaling_RDSCluster" },
"ServiceNamespace" : "rds",
"ScalableDimension" : "rds:cluster:ReadReplicaCount",
"ResourceId" : "cluster:my-db-cluster"
}
},
"ScalingPolicyDBCluster" : {
"Type" :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 {
"PolicyName" : { "Fn::Sub" : "${AWS::StackName}-target-tracking-cpu40" },
"PolicyType" : "TargetTrackingScaling",
"ServiceNamespace" : "rds",
"ScalableDimension" : "rds:cluster:ReadReplica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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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ResourceId" : "cluster:my-db-cluster",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 {
"TargetValue" : 40,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 {
"PredefinedMetricType" : "RDSReaderAverageCPUUtilization"
},
"ScaleInCooldown" : 600,
"ScaleOutCooldown" : 300
}

YAML
--Resources:
ScalableTarget: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Properties:
MaxCapacity: 8
MinCapacity: 1
RoleARN:
Fn::Sub: 'arn:aws:iam::${AWS::AccountId}:role/aws-service-role/rds.applicationautoscaling.amazonaws.com/AWSServiceRoleForApplicationAutoScaling_RDSCluster'
ServiceNamespace: rds
ScalableDimension: 'rds:cluster:ReadReplicaCount'
ResourceId: 'cluster:my-db-cluster'
ScalingPolicyDBCluster: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PolicyName: !Sub ${AWS::StackName}-target-tracking-cpu40
PolicyType: TargetTrackingScaling
ServiceNamespace: rds
ScalableDimension: 'rds:cluster:ReadReplicaCount'
ResourceId: 'cluster:my-db-cluster'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TargetValue: 40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PredefinedMetricType: RDSReaderAverageCPUUtilization
ScaleInCooldown: 600
ScaleOutCooldown: 300

DynamoDB 테이블의 조정 정책 선언
이 코드 조각은 TargetTrackingScaling 정책 유형으로 정책을 생성하고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DynamoDB::Table 리소스에 적용하
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리소스는 최소 5개 및 최대 15개의 쓰
기 용량 단위로 이 정책이 적용되는 조정 가능 대상을 선언합니다. 조정 정책은 테이블의 쓰기 용량 처리량을
조정하여 DynamoDBWriteCapacityUtilization 사전 정의 지표에 따라 대상 사용률을 50%로 유지합
니다.
Fn::Join 및 Ref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동일한 템플릿에 지정된 AWS::DynamoDB::Table 리소스의 논리적
이름으로 ResourceId 속성을 구성합니다.

Note
DynamoDB 리소스용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Database 블로그에서 How to use AWS CloudFormation to configure auto scaling for Amazon
DynamoDB tables and indexes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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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Resources" : {
"WriteCapacityScalableTarget" : {
"Type" :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Properties" : {
"MaxCapacity" : 15,
"MinCapacity" : 5,
"RoleARN" : { "Fn::Sub" : "arn:aws:iam::${AWS::AccountId}:role/
aws-service-role/dynamodb.application-autoscaling.amazonaws.com/
AWSServiceRoleForApplicationAutoScaling_DynamoDBTable" },
"ServiceNamespace" : "dynamodb",
"ScalableDimension" : "dynamodb:table:WriteCapacityUnits",
"ResourceId" : {
"Fn::Join" : [
"/",
[
"table",
{
"Ref" : "logicalName"
}
]
]
}
}
},
"WriteScalingPolicy" : {
"Type" :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 {
"PolicyName" : "WriteScalingPolicy",
"PolicyType" : "TargetTrackingScaling",
"ScalingTargetId" : { "Ref" : "WriteCapacityScalableTarget" },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 {
"TargetValue" : 50.0,
"ScaleInCooldown" : 60,
"ScaleOutCooldown" : 60,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 {
"PredefinedMetricType" : "DynamoDBWriteCapacityUtilization"
}
}
}
}
}
}

YAML
--Resources:
WriteCapacityScalableTarget: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Properties:
MaxCapacity: 15
MinCapacity: 5
RoleARN:
Fn::Sub: 'arn:aws:iam::${AWS::AccountId}:role/awsservice-role/dynamodb.application-autoscaling.amazonaws.com/
AWSServiceRoleForApplicationAutoScaling_DynamoDBTable'
ServiceNamespace: dynamodb
ScalableDimension: dynamodb:table:WriteCapacityUnits
ResourceId: !Join
- /
- -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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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logicalName
WriteScalingPolicy: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PolicyName: WriteScalingPolicy
PolicyType: TargetTrackingScaling
ScalingTargetId: !Ref WriteCapacityScalableTarget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TargetValue: 50.0
ScaleInCooldown: 60
ScaleOutCooldown: 60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PredefinedMetricType: DynamoDBWriteCapacityUtilization

Amazon ECS 서비스의 조정 정책 선언
이 코드 조각은 정책을 생성하고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ECS::Service 리소스에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리소스는 이 정책이 적용되는 조정 가능 대상을 선언합니다. Application Auto Scaling은 최소 1개 및 최대 2
개로 작업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TargetTrackingScaling 정책 유형을 사용하여 두 개의 조정 정책을 만듭니다. 이 정책은 서비
스의 평균 CPU 및 메모리 사용량을 기준으로 ECS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Fn::Join 및 Ref
0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동일한 템플릿에 지정된 AWS::ECS::Cluster(myContainerCluster) 및
AWS::ECS::Service(myService) 리소스의 논리적 이름으로 ResourceId 속성을 구성합니다.

JSON
{

"Resources" : {
"ECSScalableTarget" : {
"Type" :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Properties" : {
"MaxCapacity" : "2",
"MinCapacity" : "1",
"RoleARN" : { "Fn::Sub" : "arn:aws:iam::${AWS::AccountId}:role/
aws-service-role/ecs.application-autoscaling.amazonaws.com/
AWSServiceRoleForApplicationAutoScaling_ECSService" },
"ServiceNamespace" : "ecs",
"ScalableDimension" : "ecs:service:DesiredCount",
"ResourceId" : {
"Fn::Join" : [
"/",
[
"service",
{
"Ref" : "myContainerCluster"
},
{
"Fn::GetAtt" : [
"myService",
"Name"
]
}
]
]
}
}
},
"ServiceScalingPolicyCPU" : {
"Type" :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 {
"PolicyName" : { "Fn::Sub" : "${AWS::StackName}-target-tracking-cpu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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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Type" : "TargetTrackingScaling",
"ScalingTargetId" : { "Ref" : "ECSScalableTarget" },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 {
"TargetValue" : 70.0,
"ScaleInCooldown" : 180,
"ScaleOutCooldown" : 60,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 {
"PredefinedMetricType" : "ECSServiceAverageCPUUtilization"
}
}

}

}

}
},
"ServiceScalingPolicyMem" : {
"Type" :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 {
"PolicyName" : { "Fn::Sub" : "${AWS::StackName}-target-tracking-mem90" },
"PolicyType" : "TargetTrackingScaling",
"ScalingTargetId" : { "Ref" : "ECSScalableTarget" },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 {
"TargetValue" : 90.0,
"ScaleInCooldown" : 180,
"ScaleOutCooldown" : 60,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 {
"PredefinedMetricType" : "ECSServiceAverageMemoryUtilization"
}
}
}
}

YAML
--Resources:
ECSScalableTarget: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Properties:
MaxCapacity: '2'
MinCapacity: '1'
RoleARN:
Fn::Sub: 'arn:aws:iam::${AWS::AccountId}:role/aws-service-role/ecs.applicationautoscaling.amazonaws.com/AWSServiceRoleForApplicationAutoScaling_ECSService'
ServiceNamespace: ecs
ScalableDimension: 'ecs:service:DesiredCount'
ResourceId: !Join
- /
- - service
- !Ref myContainerCluster
- !GetAtt myService.Name
ServiceScalingPolicyCPU: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PolicyName: !Sub ${AWS::StackName}-target-tracking-cpu70
PolicyType: TargetTrackingScaling
ScalingTargetId: !Ref ECSScalableTarget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TargetValue: 70.0
ScaleInCooldown: 180
ScaleOutCooldown: 60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PredefinedMetricType: ECSServiceAverageCPUUtilization
ServiceScalingPolicyMem: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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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PolicyName: !Sub ${AWS::StackName}-target-tracking-mem90
PolicyType: TargetTrackingScaling
ScalingTargetId: !Ref ECSScalableTarget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TargetValue: 90.0
ScaleInCooldown: 180
ScaleOutCooldown: 60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PredefinedMetricType: ECSServiceAverageMemoryUtilization

다음 예에서는 ALBRequestCountPerTarget 사전 정의 지표가 있는 대상 추적 조정 정책을 ECS 서비스
에 적용합니다. 이 정책은 분당 대상당 요청 수가 목표 값을 초과하는 경우 ECS 서비스에 용량을 추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DisableScaleIn의 값이 true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추적 정책은 확장 가능한 대
상에서 용량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Fn::Join 및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동일한 템플릿에 지정된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myLoadBalancer) 및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myTargetGroup) 리소스의 논리적 이름으로
ResourceLabel 속성을 구성합니다.
확장 가능한 대상의 MaxCapacity 및 MinCapacity 속성과 확장 정책의 TargetValue 속성은 스택을 만
들거나 업데이트할 때 템플릿에 전달하는 파라미터 값을 참조합니다.

JSON
{

"Resources" : {
"ECSScalableTarget" : {
"Type" :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Properties" : {
"MaxCapacity" : { "Ref" : "MaxCount" },
"MinCapacity" : { "Ref" : "MinCount" },
"RoleARN" : { "Fn::Sub" : "arn:aws:iam::${AWS::AccountId}:role/
aws-service-role/ecs.application-autoscaling.amazonaws.com/
AWSServiceRoleForApplicationAutoScaling_ECSService" },
"ServiceNamespace" : "ecs",
"ScalableDimension" : "ecs:service:DesiredCount",
"ResourceId" : {
"Fn::Join" : [
"/",
[
"service",
{
"Ref" : "myContainerCluster"
},
{
"Fn::GetAtt" : [
"myService",
"Name"
]
}
]
]
}
}
},
"ServiceScalingPolicyALB" : {
"Type" :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 {
"PolicyName" : "alb-requests-per-target-per-minute",
"PolicyType" : "TargetTrackingScaling",
"ScalingTargetId" : { "Ref" : "ECSScalableTarg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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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 {
"TargetValue" : { "Ref" : "ALBPolicyTargetValue" },
"ScaleInCooldown" : 180,
"ScaleOutCooldown" : 30,
"DisableScaleIn" : true,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 {
"PredefinedMetricType" : "ALBRequestCountPerTarget",
"ResourceLabel" : {
"Fn::Join" : [
"/",
[
{
"Fn::GetAtt" : [
"myLoadBalancer",
"LoadBalancerFullName"
]
},
{
"Fn::GetAtt" : [
"myTargetGroup",
"TargetGroupFullName"
]
}
]
]
}
}
}

YAML
--Resources:
ECSScalableTarget: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Properties:
MaxCapacity: !Ref MaxCount
MinCapacity: !Ref MinCount
RoleARN:
Fn::Sub: 'arn:aws:iam::${AWS::AccountId}:role/aws-service-role/ecs.applicationautoscaling.amazonaws.com/AWSServiceRoleForApplicationAutoScaling_ECSService'
ServiceNamespace: ecs
ScalableDimension: 'ecs:service:DesiredCount'
ResourceId: !Join
- /
- - service
- !Ref myContainerCluster
- !GetAtt myService.Name
ServiceScalingPolicyALB: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PolicyName: alb-requests-per-target-per-minute
PolicyType: TargetTrackingScaling
ScalingTargetId: !Ref ECSScalableTarget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TargetValue: !Ref ALBPolicyTargetValue
ScaleInCooldown: 180
ScaleOutCooldown: 30
DisableScaleIn: true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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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efinedMetricType: ALBRequestCountPerTarget
ResourceLabel: !Join
- '/'
- - !GetAtt myLoadBalancer.LoadBalancerFullName
- !GetAtt myTargetGroup.TargetGroupFullName

Lambda 함수에 대해 예약된 작업 선언
이 코드 조각은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리소스를 사용하여 이름이 BLUE인 함수 별칭
(AWS::Lambda::Alias)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동시성을 등록합니다. 또한 Cron 식을 사용하여 반복 일정으로
예약 작업을 만듭니다.
RoleARN 속성에서 Fn::Join 및 Ref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서비스 연결 역할의 ARN을 지정합니
다. Fn::Sub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동일한 템플릿에 지정된 AWS::Lambda::Function 또는
AWS::Serverless::Function 리소스의 논리적 이름으로 ResourceId 속성을 구성합니다.
게시되지 않은 버전($LATEST)을 가리키는 별칭에서는 프로비저닝된 동시성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Note
Lambda 리소스에 대한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mpute 블로그에서 Scheduling AWS Lambda Provisioned Concurrency for recurring peak usage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세요.

JSON
{

"ScalableTarget" : {
"Type" :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Properties" : {
"MaxCapacity" : 0,
"MinCapacity" : 0,
"RoleARN" : {
"Fn::Join" : [
":",
[
"arn:aws:iam:",
{
"Ref" : "AWS::AccountId"
},
"role/aws-service-role/lambda.application-autoscaling.amazonaws.com/
AWSServiceRoleForApplicationAutoScaling_LambdaConcurrency"
]
]
},
"ServiceNamespace" : "lambda",
"ScalableDimension" : "lambda:function:ProvisionedConcurrency",
"ResourceId" : { "Fn::Sub" : "function:${logicalName}:BLUE" },
"ScheduledActions" : [
{
"EndTime" : "2020-12-31T12:00:00.000Z",
"ScalableTargetAction" : {
"MaxCapacity" : "500",
"MinCapacity" : "50"
},
"ScheduledActionName" : "First",
"Schedule" : "cron(0 18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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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ScalableTarget: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Properties:
MaxCapacity: 0
MinCapacity: 0
RoleARN: !Join
- ':'
- - 'arn:aws:iam:'
- !Ref 'AWS::AccountId'
- role/aws-service-role/lambda.application-autoscaling.amazonaws.com/
AWSServiceRoleForApplicationAutoScaling_LambdaConcurrency
ServiceNamespace: lambda
ScalableDimension: lambda:function:ProvisionedConcurrency
ResourceId: !Sub function:${logicalName}:BLUE
ScheduledActions:
- EndTime: '2020-12-31T12:00:00.000Z'
ScalableTargetAction:
MaxCapacity: '500'
MinCapacity: '50'
ScheduledActionName: First
Schedule: 'cron(0 18 * * ? *)'

스팟 플릿에 대해 예약된 작업 선언
이 코드 조각은 예약된 작업을 생성하고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EC2::SpotFleet 리소스에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Fn::Join 및 Ref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동일한
템플릿에 지정된 AWS::EC2::SpotFleet 리소스의 논리적 이름으로 ResourceId 속성을 구성합니다.

Note
스팟 집합 요청에 maintain 요청 유형이 있어야 합니다. 1회 요청 또는 스팟 블록에는 자동 조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JSON
{

"Resources" : {
"SpotFleetScalableTarget" : {
"Type" :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Properties" : {
"MaxCapacity" : 0,
"MinCapacity" : 0,
"RoleARN" : { "Fn::Sub" : "arn:aws:iam::${AWS::AccountId}:role/
aws-service-role/ec2.application-autoscaling.amazonaws.com/
AWSServiceRoleForApplicationAutoScaling_EC2SpotFleetRequest" },
"ServiceNamespace" : "ec2",
"ScalableDimension" : "ec2:spot-fleet-request:TargetCapacity",
"ResourceId" : {
"Fn::Join" : [
"/",
[
"spot-fleet-request",
{
"Ref" : "logicalName"
}
]
]
},
"ScheduledActions" : [
{
"EndTime" : "2020-12-31T12:00:00.000Z",
"ScalableTargetAc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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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MaxCapacity" : "20",
"MinCapacity" : "5"
},
"ScheduledActionName" : "First",
"Schedule" : "cron(0 18 * * ? *)"

YAML
--Resources:
SpotFleetScalableTarget: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Properties:
MaxCapacity: 0
MinCapacity: 0
RoleARN:
Fn::Sub: 'arn:aws:iam::${AWS::AccountId}:role/aws-service-role/ec2.applicationautoscaling.amazonaws.com/AWSServiceRoleForApplicationAutoScaling_EC2SpotFleetRequest'
ServiceNamespace: ec2
ScalableDimension: 'ec2:spot-fleet-request:TargetCapacity'
ResourceId: !Join
- /
- - spot-fleet-request
- !Ref logicalName
ScheduledActions:
- EndTime: '2020-12-31T12:00:00.000Z'
ScalableTargetAction:
MaxCapacity: '20'
MinCapacity: '5'
ScheduledActionName: First
Schedule: 'cron(0 18 * * ? *)'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코드 조각
주제
• 중첩 스택 (p. 442)
• 대기 조건 (p. 444)

중첩 스택
템플릿에 스택 중첩
이 예제 템플릿에는 myStack이라는 중첩 스택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은 템플
릿에서 스택을 생성할 때 myStack을 생성하는데, 이 스택에서 템플릿은 TemplateURL 속성에 지정됩니다.
출력 값 StackRef는 myStack의 스택 ID이고 OutputFromNestedStack 값은 myStack 리소스의 출력
값 BucketName을 반환합니다. 출력. nestedstackoutputname 형식은 중첩 스택의 출력 값을 지정하는
용도로 예약되어 있으며 포함 템플릿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CloudFormation::Stack을 참조하십시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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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Resources" : {
"myStack" : {
"Type" : "AWS::CloudFormation::Stack",
"Properties" : {
"TemplateURL" :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templates-us-east-1/
S3_Bucket.template",
"TimeoutInMinutes" : "60"
}
}
},
"Outputs": {
"StackRef": {"Value": { "Ref" : "myStack"}},
"OutputFromNestedStack" : {
"Value" : { "Fn::GetAtt" : [ "myStack", "Outputs.BucketName"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Stack:
Type: AWS::CloudFormation::Stack
Properties:
TemplateURL: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templates-us-east-1/
S3_Bucket.template
TimeoutInMinutes: '60'
Outputs:
StackRef:
Value: !Ref myStack
OutputFromNestedStack:
Value: !GetAtt myStack.Outputs.BucketName

템플릿 내 입력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스택 중첩
이 예제 템플릿에는 입력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스택 리소스가 들어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은 템플
릿의 스택을 생성하는 경우, myStackWithParams 스택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템플릿의 입력 파라미터로
Parameters 속성 안에 선언되는 값 페어를 사용합니다. 이 예제에는 InstanceType 및 KeyName 파라미터
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CloudFormation::Stack을 참조하십시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Resources" : {
"myStackWithParams" : {
"Type" : "AWS::CloudFormation::Stack",
"Properties" : {
"TemplateURL" :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templates-us-east-1/
EC2ChooseAMI.template",
"Parameters" : {
"InstanceType" : "t2.micro",
"KeyName" : "mykey"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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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StackWithParams:
Type: AWS::CloudFormation::Stack
Properties:
TemplateURL: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templates-us-east-1/
EC2ChooseAMI.template
Parameters:
InstanceType: t2.micro
KeyName: mykey

대기 조건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기 조건 사용
Important
Amazon EC2 및 Auto Scaling 리소스의 경우 대기 조건 대신 CreationPolicy 속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리소스에 CreationPolicy 속성을 추가하고 cfn-signal 헬퍼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인스턴스 생성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신호를 보내도록 합니다.
생성 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예제 템플릿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에서는 대기 조
건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를 선언합니다. 대기 조건 myWaitCondition은 신호 처리용으로
myWaitConditionHandle을 사용하며, DependsOn 속성 (p. 6500)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 리소
스가 생성된 이후에 대기 조건이 트리거되도록 지정합니다. 또한 Timeout 속성을 사용하여 대기 조건에 대해
4500초의 기간을 지정합니다. 또한, 대기 조건에 신호를 전송하는 미리 서명된 URL이 Ec2Instance 리소스의
UserData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 전달되므로, 해당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 중
인 애플리케이션이나 스크립트에서 미리 서명된 URL을 검색한 후 이 URL을 사용하여 대기 조건에 성공 또
는 실패 신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cfn-signal을 사용하거나 대기 조건에 신호를 전송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나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력 값 ApplicationData에는 대기 조건 신호에서 다시 전달된 데이터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서 대기 조건 생성 (p. 415),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cfn-signal (p. 6581)를 참조하십시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Mappings" : {
"RegionMap" : {
"us-east-1" : {
"AMI" : "ami-0ff8a91507f77f867"
},
"us-west-1" : {
"AMI" : "ami-0bdb828fd58c52235"
},
"eu-west-1" : {
"AMI" : "ami-047bb4163c506cd98"
},
"ap-northeast-1" : {
"AMI" : "ami-06cd52961ce9f0d85"
},
"ap-southeast-1" : {
"AMI" : "ami-08569b978cc4dfa10"
}
}
},
"Resourc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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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2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UserData" : { "Fn::Base64" : {"Ref" : "myWaitHandle"}},
"ImageId" : { "Fn::FindInMap" : [ "RegionMap", { "Ref" : "AWS::Region" },
"AMI" ]}
}
},
"myWaitHandle" : {
"Type" :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Properties" : {
}
},
"myWaitCondition" : {
"Type" :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
"DependsOn" : "Ec2Instance",
"Properties" : {
"Handle" : { "Ref" : "myWaitHandle" },
"Timeout" : "4500"
}
}
},
"Outputs" : {
"ApplicationData" : {
"Value" : { "Fn::GetAtt" : [ "myWaitCondition", "Data" ]},
"Description" : "The data passed back as part of signalling the WaitCondition."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Mappings:
RegionMap:
us-east-1:
AMI: ami-0ff8a91507f77f867
us-west-1:
AMI: ami-0bdb828fd58c52235
eu-west-1:
AMI: ami-047bb4163c506cd98
ap-northeast-1:
AMI: ami-06cd52961ce9f0d85
ap-southeast-1:
AMI: ami-08569b978cc4dfa10
Resources: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UserData:
Fn::Base64: !Ref myWaitHandle
ImageId:
Fn::FindInMap:
- RegionMap
- Ref: AWS::Region
- AMI
myWaitHandle:
Type: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Properties: {}
myWaitCondition:
Type: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
DependsOn: Ec2Instance
Properties:
Handle: !Ref myWait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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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out: '4500'
Outputs:
ApplicationData:
Value: !GetAtt myWaitCondition.Data
Description: The data passed back as part of signalling the WaitCondition.

cfn-signal 헬퍼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대기 조건에 신호 전송
다음 예제에서는 대기 조건에 성공 신호를 전송하는 cfn-signal 명령줄을 보여줍니다. EC2 인스턴스의
UserData 속성에서 명령줄을 정의해야 합니다.

JSON
"UserData": {
"Fn::Base64": {
"Fn::Join": [
"",
[
"#!/bin/bash -xe\n",
"/opt/aws/bin/cfn-signal --exit-code 0 '",
{
"Ref": "myWaitHandle"
},
"'\n"
]
]
}
}

YAML
UserData:
'Fn::Base64':
'Fn::Join':
- ''
- - |
#!/bin/bash -xe
- /opt/aws/bin/cfn-signal --exit-code 0 '
- Ref: myWaitHandle
- |
'

Curl을 사용하여 대기 조건에 신호 전송
다음 예제에서는 대기 조건에 성공 신호를 전송하는 Curl 명령줄을 보여 줍니다.
curl -T /tmp/a "https://cloudformation-waitcondition-test.s3.amazonaws.com/
arn%3Aaws%3Acloudformation%3Aus-east-1%3A034017226601%3Astack
%2Fstack-gosar-20110427004224-test-stack-with-WaitCondition--VEYW
%2Fe498ce60-70a1-11e0-81a7-5081d0136786%2FmyWaitConditionHandle?
Expires=1303976584&AWSAccessKeyId=AKIAIOSFODNN7EXAMPLE&Signature=ik1twT6hpS4cgNAw7wyOoRejVoo
%3D"

이때 file /tmp/a에는 다음과 같은 JSON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Status" : "SUCCESS",
"Reason" : "Configuration Complete",
"UniqueId" : "ID1234",
"Data" : "Application has completed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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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제에서는 명령줄에서 JSON을 파라미터로 전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성공 신호를 전송하는
Curl 명령줄을 표시합니다.
curl -X PUT -H 'Content-Type:' --data-binary '{"Status" : "SUCCESS","Reason" :
"Configuration Complete","UniqueId" : "ID1234","Data" : "Application
has completed configuration."}' "https://cloudformation-waitconditiontest.s3.amazonaws.com/arn%3Aaws%3Acloudformation%3Aus-east-1%3A034017226601%3Astack
%2Fstack-gosar-20110427004224-test-stack-with-WaitCondition--VEYW
%2Fe498ce60-70a1-11e0-81a7-5081d0136786%2FmyWaitConditionHandle?
Expires=1303976584&AWSAccessKeyId=AKIAIOSFODNN7EXAMPLE&Signature=ik1twT6hpS4cgNAw7wyOoRejVoo
%3D"

Amazon CloudFront 템플릿 코드 조각
주제
• Amazon S3 오리진을 사용하는 Amazon CloudFront 배포 리소스 (p. 447)
• 사용자 지정 오리진을 사용하는 Amazon CloudFront 배포 리소스 (p. 449)
• 다중 오리진 지원으로 Amazon CloudFront 배포 (p. 450)

Amazon S3 오리진을 사용하는 Amazon CloudFront 배포 리소스
다음 예제 템플릿에서는 S3Origin을 사용하는 Amazon CloudFront 배포를 보여줍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Resources" : {
"myDistribution" : {
"Type" :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 {
"DistributionConfig" : {
"Origins" : [ {
"DomainName" : "mybucket.s3.amazonaws.com",
"Id" : "myS3Origin",
"S3OriginConfig" : {
"OriginAccessIdentity" : "origin-access-identity/cloudfront/
E127EXAMPLE51Z"
}
}],
"Enabled" : "true",
"Comment" : "Some comment",
"DefaultRootObject" : "index.html",
"Logging" : {
"IncludeCookies" : "false",
"Bucket" : "mylogs.s3.amazonaws.com",
"Prefix" : "myprefix"
},
"Aliases" : [ "mysite.example.com", "yoursite.example.com" ],
"DefaultCacheBehavior" : {
"AllowedMethods" : [ "DELETE", "GET", "HEAD", "OPTIONS", "PATCH",
"POST", "PUT" ],
"TargetOriginId" : "myS3Origin",
"ForwardedValues" : {
"QueryString" : "false",
"Cookies" : { "Forward" : "non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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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edSigners" : [ "1234567890EX", "1234567891EX" ],
"ViewerProtocolPolicy" : "allow-all"

}

}

}

}

}

},
"PriceClass" : "PriceClass_200",
"Restrictions" : {
"GeoRestriction" : {
"RestrictionType" : "whitelist",
"Locations" : [ "AQ", "CV" ]
}
},
"ViewerCertificate" : {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 "true"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Origins:
- DomainName: mybucket.s3.amazonaws.com
Id: myS3Origin
S3OriginConfig:
OriginAccessIdentity: origin-access-identity/cloudfront/E127EXAMPLE51Z
Enabled: 'true'
Comment: Some comment
DefaultRootObject: index.html
Logging:
IncludeCookies: 'false'
Bucket: mylogs.s3.amazonaws.com
Prefix: myprefix
Aliases:
- mysite.example.com
- yoursite.example.com
DefaultCacheBehavior:
AllowedMethods:
- DELETE
- GET
- HEAD
- OPTIONS
- PATCH
- POST
- PUT
TargetOriginId: myS3Origin
ForwardedValues:
QueryString: 'false'
Cookies:
Forward: none
TrustedSigners:
- 1234567890EX
- 1234567891EX
ViewerProtocolPolicy: allow-all
PriceClass: PriceClass_200
Restrictions:
GeoRestriction:
RestrictionType: whitelist
Locations:
- 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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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
ViewerCertificate: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true'

사용자 지정 오리진을 사용하는 Amazon CloudFront 배포 리소스
다음 예제 템플릿에서는 CustomOrigin을 사용하는 Amazon CloudFront 배포를 보여줍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Resources" : {
"myDistribution" : {
"Type" :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 {
"DistributionConfig" : {
"Origins" : [ {
"DomainName" : "www.example.com",
"Id" : "myCustomOrigin",
"CustomOriginConfig" : {
"HTTPPort" : "80",
"HTTPSPort" : "443",
"OriginProtocolPolicy" : "http-only"
}
} ],
"Enabled" : "true",
"Comment" : "Somecomment",
"DefaultRootObject" : "index.html",
"Logging" : {
"IncludeCookies" : "true",
"Bucket" : "mylogs.s3.amazonaws.com",
"Prefix": "myprefix"
},
"Aliases" : [
"mysite.example.com",
"*.yoursite.example.com"
],
"DefaultCacheBehavior" : {
"TargetOriginId" : "myCustomOrigin",
"SmoothStreaming" : "false",
"ForwardedValues" : {
"QueryString" : "false",
"Cookies" : { "Forward" : "all" }
},
"TrustedSigners" : [
"1234567890EX",
"1234567891EX"
],
"ViewerProtocolPolicy" : "allow-all"
},
"CustomErrorResponses" : [ {
"ErrorCode" : "404",
"ResponsePagePath" : "/error-pages/404.html",
"ResponseCode" : "200",
"ErrorCachingMinTTL" : "30"
} ],
"PriceClass" : "PriceClass_200",
"Restrictions" : {
"GeoRestriction" : {
"RestrictionType" : "whitelist",
"Locations" : [ "AQ", "C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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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ViewerCertificate": {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 "true"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Origins:
- DomainName: www.example.com
Id: myCustomOrigin
CustomOriginConfig:
HTTPPort: '80'
HTTPSPort: '443'
OriginProtocolPolicy: http-only
Enabled: 'true'
Comment: Somecomment
DefaultRootObject: index.html
Logging:
IncludeCookies: 'true'
Bucket: mylogs.s3.amazonaws.com
Prefix: myprefix
Aliases:
- mysite.example.com
- "*.yoursite.example.com"
DefaultCacheBehavior:
TargetOriginId: myCustomOrigin
SmoothStreaming: 'false'
ForwardedValues:
QueryString: 'false'
Cookies:
Forward: all
TrustedSigners:
- 1234567890EX
- 1234567891EX
ViewerProtocolPolicy: allow-all
CustomErrorResponses:
- ErrorCode: '404'
ResponsePagePath: "/error-pages/404.html"
ResponseCode: '200'
ErrorCachingMinTTL: '30'
PriceClass: PriceClass_200
Restrictions:
GeoRestriction:
RestrictionType: whitelist
Locations:
- AQ
- CV
ViewerCertificate: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true'

다중 오리진 지원으로 Amazon CloudFront 배포
다음 예제 템플릿에서는 다중 오리진 지원을 사용하는 CloudFront 배포를 선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DistributionConfig에서 오리진 목록이 제공되며 DefaultCacheBehavior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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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Resources" : {
"myDistribution" : {
"Type" :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 {
"DistributionConfig" : {
"Origins" : [ {
"Id" : "myS3Origin",
"DomainName" : "mybucket.s3.amazonaws.com",
"S3OriginConfig" : {
"OriginAccessIdentity" : "origin-access-identity/cloudfront/
E127EXAMPLE51Z"
}
},
{
"Id" : "myCustomOrigin",
"DomainName" : "www.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 {
"HTTPPort" : "80",
"HTTPSPort" : "443",
"OriginProtocolPolicy" : "http-only"
}
}
],
"Enabled" : "true",
"Comment" : "Some comment",
"DefaultRootObject" : "index.html",
"Logging" : {
"IncludeCookies" : "true",
"Bucket" : "mylogs.s3.amazonaws.com",
"Prefix" : "myprefix"
},
"Aliases" : [ "mysite.example.com", "yoursite.example.com" ],
"DefaultCacheBehavior" : {
"TargetOriginId" : "myS3Origin",
"ForwardedValues" : {
"QueryString" : "false",
"Cookies" : { "Forward" : "all" }
},
"TrustedSigners" : [ "1234567890EX", "1234567891EX" ],
"ViewerProtocolPolicy" : "allow-all",
"MinTTL" : "100",
"SmoothStreaming" : "true"
},
"CacheBehaviors" : [ {
"AllowedMethods" : [ "DELETE", "GET", "HEAD", "OPTIONS",
"PATCH", "POST", "PUT" ],
"TargetOriginId" : "myS3Origin",
"ForwardedValues" : {
"QueryString" : "true",
"Cookies" : { "Forward" : "none" }
},
"TrustedSigners" : [ "1234567890EX", "1234567891EX" ],
"ViewerProtocolPolicy" : "allow-all",
"MinTTL" : "50",
"PathPattern" : "images1/*.jpg"
},
{
"AllowedMethods" : [ "DELETE", "GET", "HEAD", "OPTIONS",
"PATCH", "POST", "PUT" ],
"TargetOriginId" : "myCustomOrigin",
"ForwardedValu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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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String" : "true",
"Cookies" : { "Forward" : "none" }

},
"TrustedSigners" : [ "1234567890EX", "1234567891EX"
"ViewerProtocolPolicy" : "allow-all",
"MinTTL" : "50",
"PathPattern" : "images2/*.jpg"

}

}

}

}

}

],

}
],
"CustomErrorResponses" : [ {
"ErrorCode" : "404",
"ResponsePagePath" : "/error-pages/404.html",
"ResponseCode" : "200",
"ErrorCachingMinTTL" : "30"
} ],
"PriceClass" : "PriceClass_All",
"ViewerCertificate" : {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 "true"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Origins:
- Id: myS3Origin
DomainName: mybucket.s3.amazonaws.com
S3OriginConfig:
OriginAccessIdentity: origin-access-identity/cloudfront/E127EXAMPLE51Z
- Id: myCustomOrigin
DomainName: www.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HTTPPort: '80'
HTTPSPort: '443'
OriginProtocolPolicy: http-only
Enabled: 'true'
Comment: Some comment
DefaultRootObject: index.html
Logging:
IncludeCookies: 'true'
Bucket: mylogs.s3.amazonaws.com
Prefix: myprefix
Aliases:
- mysite.example.com
- yoursite.example.com
DefaultCacheBehavior:
TargetOriginId: myS3Origin
ForwardedValues:
QueryString: 'false'
Cookies:
Forward: all
TrustedSigners:
- 1234567890EX
- 1234567891EX
ViewerProtocolPolicy: allow-all
MinTTL: '100'
SmoothStreaming: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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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heBehaviors:
- AllowedMethods:
- DELETE
- GET
- HEAD
- OPTIONS
- PATCH
- POST
- PUT
TargetOriginId: myS3Origin
ForwardedValues:
QueryString: 'true'
Cookies:
Forward: none
TrustedSigners:
- 1234567890EX
- 1234567891EX
ViewerProtocolPolicy: allow-all
MinTTL: '50'
PathPattern: images1/*.jpg
- AllowedMethods:
- DELETE
- GET
- HEAD
- OPTIONS
- PATCH
- POST
- PUT
TargetOriginId: myCustomOrigin
ForwardedValues:
QueryString: 'true'
Cookies:
Forward: none
TrustedSigners:
- 1234567890EX
- 1234567891EX
ViewerProtocolPolicy: allow-all
MinTTL: '50'
PathPattern: images2/*.jpg
CustomErrorResponses:
- ErrorCode: '404'
ResponsePagePath: "/error-pages/404.html"
ResponseCode: '200'
ErrorCachingMinTTL: '30'
PriceClass: PriceClass_All
ViewerCertificate: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true'

Amazon CloudWatch 템플릿 코드 조각
주제
• 결제 경보 (p. 454)
• CPU 사용률 경보 (p. 455)
•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인스턴스 복구 (p. 455)
• 기본 대시보드 생성 (p. 456)
• 단계별 위젯이 있는 대시보드 생성 (p.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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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경보
다음 샘플에서 Amazon CloudWatch는 AWS 계정에 대한 요금이 경보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 이메일 알림을
전송합니다. 사용량 알림을 수신하려면 결제 알림을 활성화하십시오.

JSON
"SpendingAlarm": {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AlarmDescription": { "Fn::Join": ["", [
"Alarm if AWS spending is over $",
{ "Ref": "AlarmThreshold" }
]]},
"Namespace": "AWS/Billing",
"MetricName": "EstimatedCharges",
"Dimensions": [{
"Name": "Currency",
"Value" : "USD"
}],
"Statistic": "Maximum",
"Period": "21600",
"EvaluationPeriods": "1",
"Threshold": { "Ref": "AlarmThreshold" },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AlarmActions": [{
"Ref": "BillingAlarmNotification"
}],
"InsufficientDataActions": [{
"Ref": "BillingAlarmNotification"
}]
}
}

YAML
SpendingAlarm: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AlarmDescription:
'Fn::Join':
- ''
- - Alarm if AWS spending is over $
- Ref: AlarmThreshold
Namespace: AWS/Billing
MetricName: EstimatedCharges
Dimensions:
- Name: Currency
Value: USD
Statistic: Maximum
Period: '21600'
EvaluationPeriods: '1'
Threshold:
Ref: "AlarmThreshold"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AlarmActions:
- Ref: "BillingAlarmNotification"
InsufficientDataActions:
- Ref: "BillingAlarm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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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사용률 경보
다음 샘플 코드 조각은 Amazon EC2 인스턴스의 평균 CPU 사용률이 세 평가 기간 동안 60초 이상 90%를 초
과할 경우 알림을 전송하는 경보를 생성합니다.

JSON
"CPUAlarm" : {
"Type" :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
"AlarmDescription" : "CPU alarm for my instance",
"AlarmActions" : [ { "Ref" : "logical name of an AWS::SNS::Topic resource" } ],
"MetricName" : "CPUUtilization",
"Namespace" : "AWS/EC2",
"Statistic" : "Average",
"Period" : "60",
"EvaluationPeriods" : "3",
"Threshold" : "90",
"ComparisonOperator" : "GreaterThanThreshold",
"Dimensions" : [ {
"Name" : "InstanceId",
"Value" : { "Ref" : "logical name of an AWS::EC2::Instance resource" }
} ]
}
}

YAML
CPUAlarm: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AlarmDescription: CPU alarm for my instance
AlarmActions:
- Ref: "logical name of an AWS::SNS::Topic resource"
MetricName: CPUUtilization
Namespace: AWS/EC2
Statistic: Average
Period: '60'
EvaluationPeriods: '3'
Threshold: '90'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Dimensions:
- Name: InstanceId
Value:
Ref: "logical name of an AWS::EC2::Instance resource"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인스턴스 복구
다음 CloudWatch 경보는 15분 동안 연속해서 상태 확인에 실패할 경우 EC2 인스턴스를 복구합니다. 경보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의 인스턴스를 중지, 종료 또는 복구하는 경보
생성을 참조하세요.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
"RecoveryInstance" : {
"Description" : "The EC2 instance ID to associate this alarm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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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EC2::Instance::Id"

},
"Resources": {
"RecoveryTestAlarm": {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AlarmDescription": "Trigger a recovery when instance status check fails for 15
consecutive minutes.",
"Namespace": "AWS/EC2" ,
"MetricName": "StatusCheckFailed_System",
"Statistic": "Minimum",
"Period": "60",
"EvaluationPeriods": "15",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Threshold": "0",
"AlarmActions": [ {"Fn::Join" : ["", ["arn:aws:automate:", { "Ref" :
"AWS::Region" }, ":ec2:recover" ]]} ],
"Dimensions": [{"Name": "InstanceId","Value": {"Ref": "RecoveryInstance"}}]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RecoveryInstance:
Description: The EC2 instance ID to associate this alarm with.
Type: AWS::EC2::Instance::Id
Resources:
RecoveryTestAlarm: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AlarmDescription: Trigger a recovery when instance status check fails for 15
consecutive minutes.
Namespace: AWS/EC2
MetricName: StatusCheckFailed_System
Statistic: Minimum
Period: '60'
EvaluationPeriods: '15'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Threshold: '0'
AlarmActions: [ !Sub "arn:aws:automate:${AWS::Region}:ec2:recover" ]
Dimensions:
- Name: InstanceId
Value:
Ref: RecoveryInstance

기본 대시보드 생성
다음 예에서는 CPU 사용률을 보여주는 측정치 위젯 하나와 메시지를 보여주는 텍스트 위젯 하나가 있는 간
단한 CloudWatch 대시보드를 생성합니다.

JSON
{

"BasicDashboard": {
"Type": "AWS::CloudWatch::Dashboard",
"Properties": {
"DashboardName": "Dashboa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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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hboardBody": "{\"widgets\":[{\"type\":\"metric\",\"x\":0,\"y\":0,
\"width\":12,\"height\":6,\"properties\":{\"metrics\":[[\"AWS/EC2\",\"CPUUtilization\",
\"InstanceId\",\"i-012345\"]],\"period\":300,\"stat\":\"Average\",\"region\":\"us-east-1\",
\"title\":\"EC2 Instance CPU\"}},{\"type\":\"text\",\"x\":0,\"y\":7,\"width\":3,\"height
\":3,\"properties\":{\"markdown\":\"Hello world\"}}]}"
}
}
}

YAML
BasicDashboard:
Type: AWS::CloudWatch::Dashboard
Properties:
DashboardName: Dashboard1
DashboardBody: '{"widgets":
[{"type":"metric","x":0,"y":0,"width":12,"height":6,"properties":{"metrics":[["AWS/
EC2","CPUUtilization","InstanceId","i-012345"]],"period":300,"stat":"Average","region":"useast-1","title":"EC2 Instance CPU"}},
{"type":"text","x":0,"y":7,"width":3,"height":3,"properties":{"markdown":"Hello world"}}]}'

단계별 위젯이 있는 대시보드 생성
다음 예에서는 단계별로 표시되는 측정치 위젯 두 개가 있는 대시보드를 생성합니다.

JSON
{

"DashboardSideBySide": {
"Type": "AWS::CloudWatch::Dashboard",
"Properties": {
"DashboardName": "Dashboard1",
"DashboardBody": "{\"widgets\":[{\"type\":\"metric\",\"x\":0,\"y\":0,
\"width\":12,\"height\":6,\"properties\":{\"metrics\":[[\"AWS/EC2\",\"CPUUtilization\",
\"InstanceId\",\"i-012345\"]],\"period\":300,\"stat\":\"Average\",\"region\":\"us-east-1\",
\"title\":\"EC2 Instance CPU\"}},{\"type\":\"metric\",\"x\":12,\"y\":0,\"width\":12,
\"height\":6,\"properties\":{\"metrics\":[[\"AWS/S3\",\"BucketSizeBytes\",\"BucketName\",
\"MyBucketName\"]],\"period\":86400,\"stat\":\"Maximum\",\"region\":\"us-east-1\",\"title
\":\"MyBucketName bytes\"}}]}"
}
}
}

YAML
DashboardSideBySide:
Type: AWS::CloudWatch::Dashboard
Properties:
DashboardName: Dashboard1
DashboardBody: '{"widgets":
[{"type":"metric","x":0,"y":0,"width":12,"height":6,"properties":{"metrics":[["AWS/
EC2","CPUUtilization","InstanceId","i-012345"]],"period":300,"stat":"Average","region":"useast-1","title":"EC2 Instance CPU"}},
{"type":"metric","x":12,"y":0,"width":12,"height":6,"properties":{"metrics":[["AWS/
S3","BucketSizeBytes","BucketName","MyBucketName"]],"period":86400,"stat":"Maximum","region":"useast-1","title":"MyBucketName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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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CloudWatch Logs 템플릿 코드 조각
Amazon CloudWatch Logs는 Amazon EC2 인스턴스 또는 기타 소스의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자 지
정 로그 파일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을 사용하여 로그 그룹 및 지표 필터를 프로비저닝 및 관리할 수 있
습니다. Amazon CloudWatch Logs 시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의 모니터
링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자 지정 로그 파일을 참조하세요.
주제
• Linux 인스턴스에서 CloudWatch Logs로 로그 전송 (p. 458)
• Windows 인스턴스에서 CloudWatch Logs로 로그 전송 (p. 468)
•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p. 484)

Linux 인스턴스에서 CloudWatch Logs로 로그 전송
다음 템플릿에서는 웹 서버 및 사용자 지정 측정치를 설명합니다. 웹 서버 로그의 로그 이벤트는 사용자 지
정 측정치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로그 이벤트를 사용자 지정 측정치로 전송하기 위해 UserData 필드가
Amazon EC2 인스턴스에 CloudWatch Logs 에이전트를 설치합니다. 서버 로그 파일의 위치, 로그 그룹 이름
및 로그 스트림 이름 같은 에이전트 관련 구성 정보는 /tmp/cwlogs/apacheaccess.conf 파일에 정의되
어 있습니다. 웹 서버에서 로그 이벤트를 /var/log/httpd/access_log 파일로 전송하기 시작하면 로그
스트림이 생성됩니다.

Note
권한에 대한 중요 정보: WebServerHost 인스턴스는 LogRoleInstanceProfile 인스턴스 프로
파일을 참조하며, 이 프로파일은 LogRole 역할을 참조합니다. LogRole은 arn:aws:s3:::*에 대한
s3:GetObject 권한을 지정합니다.
WebServerHost는 Amazon S3의 UserData 섹션에서 CloudWatch Logs 에이전트(awslogsagent-setup.py)를 다운로드하므로 이 권한이 필요합니다.
두 지표 필터는 로그 정보가 CloudWatch 측정치로 변환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404 측정치는 404 발생 횟
수를 계산합니다. size 측정치는 요청의 크기를 추적합니다. 두 CloudWatch 경보는 2분 안에 404가 세 번 이
상 발생했거나 평균 요청 크기가 10분 동안 3500KB 이상인 경우 알림을 전송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for CloudWatch Logs.",
"Parameters": {
"KeyName": {
"Description":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instances",
"Type": "AWS::EC2::KeyPair::KeyName",
"ConstraintDescription" : "must be the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
"SSHLocation" : {
"Description" : "The IP address range that can be used to SSH to the EC2
instances",
"Type": "String",
"MinLength": "9",
"MaxLength": "18",
"Default": "0.0.0.0/0",
"AllowedPattern": "(\\d{1,3})\\.(\\d{1,3})\\.(\\d{1,3})\\.(\\d{1,3})/(\\d{1,2})",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IP CIDR range of the form x.x.x.x/x."
},
"OperatorEmail": {
"Description": "Email address to notify if there are any scaling operations",
"Type":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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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pings": {
"RegionMap": {
"us-east-1": {
"AMI": "ami-0ff8a91507f77f867"
},
"us-west-1": {
"AMI": "ami-0bdb828fd58c52235"
},
"us-west-2": {
"AMI": "ami-a0cfeed8"
},
"eu-west-1": {
"AMI": "ami-047bb4163c506cd98"
},
"ap-southeast-1": {
"AMI": "ami-08569b978cc4dfa10"
},
"ap-southeast-2": {
"AMI": "ami-09b42976632b27e9b"
},
"ap-northeast-1": {
"AMI": "ami-06cd52961ce9f0d85"
},
"sa-east-1": {
"AMI": "ami-07b14488da8ea02a0"
},
"eu-central-1": {
"AMI" : "ami-0233214e13e500f77"
}
}
},
"Resources": {
"Log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ec2.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LogRolePolicy",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logs:Create*",
"logs:PutLogEvents",
"s3:GetO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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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

]

}

"Resource": [
"arn:aws:logs:*:*:*",
"arn:aws:s3:::*"
]

},
"LogRoleInstanceProfile": {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Path": "/",
"Roles": [
{
"Ref": "LogRole"
}
]
}
},
"WebServer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Enable HTTP access via port 80 and SSH access via port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 "tcp", "FromPort" : 80, "ToPort" : 80, "CidrIp" :
"0.0.0.0/0"},
{"IpProtocol" : "tcp", "FromPort" : 22, "ToPort" : 22, "CidrIp" : { "Ref" :
"SSHLocation"}}
]
}
},
"WebServerHost": {
"Type": "AWS::EC2::Instance",
"Metadata": {
"Comment": "Install a simple PHP application",
"AWS::CloudFormation::Init": {
"config": {
"packages": {
"yum": {
"httpd": [],
"php": []
}
},
"files": {
"/tmp/cwlogs/apacheaccess.conf": {
"content": {
"Fn::Join": [
"",
[
"[general]\n",
"state_file= /var/awslogs/agent-state\n",
"[/var/log/httpd/access_log]\n",
"file = /var/log/httpd/access_log\n",
"log_group_name = ", {"Ref":
"WebServerLogGroup"}, "\n",
"log_stream_name = {instance_id}/apache.log\n",
"datetime_format = %d/%b/%Y:%H:%M:%S"
]
]
},
"mode": "000400",
"owner": "ap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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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h1>';\n",

"group": "apache"
},
"/var/www/html/index.php": {
"content": {
"Fn::Join": [
"",
[
"<?php\n",
"echo '<h1>AWS CloudFormation sample PHP
]

"?>\n"

]
},
"mode": "000644",
"owner": "apache",
"group": "apache"

},
"/etc/cfn/cfn-hup.conf": {
"content": {
"Fn::Join": [
"",
[
"[main]\n",
"stack=",
{
"Ref": "AWS::StackId"
},
"\n",
"region=",
{
"Ref": "AWS::Region"
},
"\n"
]
]
},
"mode": "000400",
"owner": "root",
"group": "root"
},
"/et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
"content": {
"Fn::Join": [
"",
[
"[cfn-auto-reloader-hook]\n",
"triggers=post.update\n",
"path=Resources.WebServerHost.Metadata.AWS::CloudFormation::Init\n",
"action=/opt/aws/bin/cfn-init -s ",
{
"Ref": "AWS::StackId"
},
" -r WebServerHost ",
" --region
",
{
"Ref": "AWS::Region"
},
"\n",
"runas=root\n"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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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vices": {
"sysvinit": {
"httpd": {
"enabled": "true",
"ensureRunning": "true"
},
"sendmail": {
"enabled": "false",
"ensureRunning": "false"
}
}
}

},
"CreationPolicy" : {
"ResourceSignal" : { "Timeout" : "PT5M" }
},
"Properties": {
"ImageId": {
"Fn::FindInMap": [
"RegionMap",
{
"Ref": "AWS::Region"
},
"AMI"
]
},
"KeyName": {
"Ref": "KeyName"
},
"InstanceType": "t1.micro",
"SecurityGroups": [ { "Ref": "WebServerSecurityGroup" } ],
"IamInstanceProfile": { "Ref": "LogRoleInstanceProfile" },
"UserData": {
"Fn::Base64": {
"Fn::Join": [
"",
[
"#!/bin/bash -xe\n",
"# Get the latest CloudFormation package\n",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n",
"# Start cfn-init\n",
"/opt/aws/bin/cfn-init -s ", { "Ref": "AWS::StackId" }, " r WebServerHost ", " --region ", { "Ref": "AWS::Region" },
" || error_exit 'Failed to run cfn-init'\n",
EC2 instance metadata\n",
hup'\n",

"# Start up the cfn-hup daemon to listen for changes to the
"/opt/aws/bin/cfn-hup || error_exit 'Failed to start cfn-

"# Get the CloudWatch Logs agent\n",
"wget https://s3.amazonaws.com/aws-cloudwatch/downloads/
latest/awslogs-agent-setup.py\n",
"# Install the CloudWatch Logs agent\n",
"python awslogs-agent-setup.py -n -r ", { "Ref" :
"AWS::Region" }, " -c /tmp/cwlogs/apacheaccess.conf || error_exit 'Failed to run
CloudWatch Logs agent setup'\n",
"# All done so signal success\n",
"/opt/aws/bin/cfn-signal -e $?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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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resource WebServerHost ",
--region ", { "Ref" : "AWS::Region" }, "\n"

}
},
"WebServerLogGroup": {
"Type": "AWS::Logs::LogGroup",
"Properties": {
"RetentionInDays": 7
}
},
"404MetricFilter": {
"Type": "AWS::Logs::MetricFilter",
"Properties": {
"LogGroupName": {
"Ref": "WebServerLogGroup"
},
"FilterPattern": "[ip, identity, user_id, timestamp, request, status_code =
404, size, ...]",
"MetricTransformations": [
{
"MetricValue": "1",
"MetricNamespace": "test/404s",
"MetricName": "test404Count"
}
]
}
},
"BytesTransferredMetricFilter": {
"Type": "AWS::Logs::MetricFilter",
"Properties": {
"LogGroupName": {
"Ref": "WebServerLogGroup"
},
"FilterPattern": "[ip, identity, user_id, timestamp, request, status_code,
size, ...]",
"MetricTransformations": [
{
"MetricValue": "$size",
"MetricNamespace": "test/BytesTransferred",
"MetricName": "testBytesTransferred"
}
]
}
},
"404Alarm": {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AlarmDescription": "The number of 404s is greater than 2 over 2 minutes",
"MetricName": "test404Count",
"Namespace": "test/404s",
"Statistic": "Sum",
"Period": "60",
"EvaluationPeriods": "2",
"Threshold": "2",
"AlarmActions": [
{
"Ref": "AlarmNotificationTopic"
}
],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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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widthAlarm": {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AlarmDescription": "The average volume of traffic is greater 3500 KB over
10 minutes",
"MetricName": "testBytesTransferred",
"Namespace": "test/BytesTransferred",
"Statistic": "Average",
"Period": "300",
"EvaluationPeriods": "2",
"Threshold": "3500",
"AlarmActions": [
{
"Ref": "AlarmNotificationTopic"
}
],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
},
"AlarmNotificationTopic": {
"Type": "AWS::SNS::Topic",
"Properties": {
"Subscription": [
{
"Endpoint": { "Ref": "OperatorEmail" },
"Protocol": "email"
}
]
}
}
},
"Outputs": {
"InstanceId": {
"Description": "The instance ID of the web server",
"Value": {
"Ref": "WebServerHost"
}
},
"WebsiteURL" : {
"Value" : { "Fn::Join" : ["", ["http://", { "Fn::GetAtt" : [ "WebServerHost",
"PublicDnsName" ]}]] },
"Description" : "URL for newly created LAMP stack"
},
"PublicIP": {
"Description": "Public IP address of the web server",
"Value": {
"Fn::GetAtt": [
"WebServerHost",
"PublicIp"
]
}
},
"CloudWatchLogGroupName": {
"Description": "The name of the CloudWatch log group",
"Value": {
"Ref": "WebServerLogGroup"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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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for CloudWatch Logs.
Parameters:
KeyName:
Description: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instances
Type: AWS::EC2::KeyPair::KeyName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the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SSHLocation:
Description: The IP address range that can be used to SSH to the EC2 instances
Type: String
MinLength: '9'
MaxLength: '18'
Default: 0.0.0.0/0
AllowedPattern: "(\\d{1,3})\\.(\\d{1,3})\\.(\\d{1,3})\\.(\\d{1,3})/(\\d{1,2})"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IP CIDR range of the form x.x.x.x/x.
OperatorEmail:
Description: Email address to notify if there are any scaling operations
Type: String
Mappings:
RegionMap:
us-east-1:
AMI: ami-0ff8a91507f77f867
us-west-1:
AMI: ami-0bdb828fd58c52235
us-west-2:
AMI: ami-a0cfeed8
eu-west-1:
AMI: ami-047bb4163c506cd98
ap-southeast-1:
AMI: ami-0d98120a9fb693f07
ap-southeast-2:
AMI: ami-09b42976632b27e9b
ap-northeast-1:
AMI: ami-06cd52961ce9f0d85
sa-east-1:
AMI: ami-07b14488da8ea02a0
eu-central-1:
AMI: ami-0233214e13e500f77
Resources:
Log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ec2.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PolicyName: LogRolePolic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logs:Create*
- logs:PutLogEvents
- s3:GetObject
Resource:
- arn:aws:logs:*:*:*
- arn:aws:s3:::*
LogRole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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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Path: "/"
Roles:
- Ref: LogRole
WebServer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Enable HTTP access via port 80 and SSH access via port 22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Ref: SSHLocation
WebServerHost:
Type: AWS::EC2::Instance
Metadata:
Comment: Install a simple PHP application
AWS::CloudFormation::Init:
config:
packages:
yum:
httpd: []
php: []
files:
"/tmp/cwlogs/apacheaccess.conf":
content: !Sub |
[general]
state_file= /var/awslogs/agent-state
[/var/log/httpd/access_log]
file = /var/log/httpd/access_log
log_group_name = ${WebServerLogGroup}
log_stream_name = {instance_id}/apache.log
datetime_format = %d/%b/%Y:%H:%M:%S
mode: '000400'
owner: apache
group: apache
"/var/www/html/index.php":
content: !Sub |
"<?php"
"echo '<h1>AWS CloudFormation sample PHP application</h1>';"
"?>"
mode: '000644'
owner: apache
group: apache
"/etc/cfn/cfn-hup.conf":
content: !Sub |
[main]
stack= ${AWS::StackId}
region=${AWS::Region}
mode: "000400"
owner: "root"
group: "root"
"/et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content: !Sub |
[cfn-auto-reloader-hook]
triggers=post.update
path=Resources.WebServerHost.Metadata.AWS::CloudFormation::Init
action=/opt/aws/bin/cfn-init -v --stack ${AWS::StackName} --resource
WebServerHost --region ${AWS::Region}
mode: "000400"
owner: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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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root"
services:
sysvinit:
httpd:
enabled: 'true'
ensureRunning: 'true'
sendmail:
enabled: 'false'
ensureRunning: 'false'
CreationPolicy:
ResourceSignal:
Timeout: PT5M
Properties:
ImageId:
Fn::FindInMap:
- RegionMap
- Ref: AWS::Region
- AMI
KeyName:
Ref: KeyName
InstanceType: t1.micro
SecurityGroups:
- Ref: WebServerSecurityGroup
IamInstanceProfile:
Ref: LogRoleInstanceProfile
UserData:
"Fn::Base64":
!Sub |
#!/bin/bash -xe
# Get the latest CloudFormation package
yum update -y aws-cfn-bootstrap
# Start cfn-init
/opt/aws/bin/cfn-init -s ${AWS::StackId} -r WebServerHost --region
${AWS::Region} || error_exit 'Failed to run cfn-init'
# Start up the cfn-hup daemon to listen for changes to the EC2 instance
metadata
/opt/aws/bin/cfn-hup || error_exit 'Failed to start cfn-hup'
# Get the CloudWatch Logs agent
wget https://s3.amazonaws.com/aws-cloudwatch/downloads/latest/awslogs-agentsetup.py
# Install the CloudWatch Logs agent
python awslogs-agent-setup.py -n -r ${AWS::Region} -c /tmp/cwlogs/
apacheaccess.conf || error_exit 'Failed to run CloudWatch Logs agent setup'
# All done so signal success
/opt/aws/bin/cfn-signal -e $? --stack ${AWS::StackId} --resource WebServerHost
--region ${AWS::Region}
WebServerLogGroup:
Type: AWS::Logs::LogGroup
Properties:
RetentionInDays: 7
404MetricFilter:
Type: AWS::Logs::MetricFilter
Properties:
LogGroupName:
Ref: WebServerLogGroup
FilterPattern: "[ip, identity, user_id, timestamp, request, status_code = 404,
size, ...]"
MetricTransformations:
- MetricValue: '1'
MetricNamespace: test/404s
MetricName: test404Count
BytesTransferredMetricFilter:
Type: AWS::Logs::MetricFilter
Properties:
LogGroupName:
Ref: WebServerLog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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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Pattern: "[ip, identity, user_id, timestamp, request, status_code, size, ...]"
MetricTransformations:
- MetricValue: "$size"
MetricNamespace: test/BytesTransferred
MetricName: testBytesTransferred
404Alarm: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AlarmDescription: The number of 404s is greater than 2 over 2 minutes
MetricName: test404Count
Namespace: test/404s
Statistic: Sum
Period: '60'
EvaluationPeriods: '2'
Threshold: '2'
AlarmActions:
- Ref: AlarmNotificationTopic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BandwidthAlarm: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AlarmDescription: The average volume of traffic is greater 3500 KB over 10 minutes
MetricName: testBytesTransferred
Namespace: test/BytesTransferred
Statistic: Average
Period: '300'
EvaluationPeriods: '2'
Threshold: '3500'
AlarmActions:
- Ref: AlarmNotificationTopic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AlarmNotificationTopic:
Type: AWS::SNS::Topic
Properties:
Subscription:
- Endpoint:
Ref: OperatorEmail
Protocol: email
Outputs:
InstanceId:
Description: The instance ID of the web server
Value:
Ref: WebServerHost
WebsiteURL:
Value:
!Sub 'http://${WebServerHost.PublicDnsName}'
Description: URL for newly created LAMP stack
PublicIP:
Description: Public IP address of the web server
Value:
!GetAtt WebServerHost.PublicIp
CloudWatchLogGroupName:
Description: The name of the CloudWatch log group
Value: !Ref WebServerLogGroup

Windows 인스턴스에서 CloudWatch Logs로 로그 전송
다음 템플릿은 Windows 2012R2 인스턴스에 대한 CloudWatch Logs를 구성합니다.
Windows의 CloudWatch Logs 에이전트(Windows 2012R2 및 Windows 2016 AMI의 SSM 에이전트)는 시작
된 후에만 로그를 전송하므로 스타트업 전에 생성된 모든 로그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템
플릿은 로그를 작성하기 전에 에이전트가 시작되도록 합니다.
• cfn-init config의 첫 번째 configSets 항목으로 에이전트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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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AfterCompletion을 사용하여 에이전트를 시작하는 명령 뒤에 일시 중지를 삽입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ample template that sets up and configures CloudWatch logs on Windows
2012R2 instance.",
"Parameters": {
"KeyPair" : {
"Description":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RDP access to the
instances",
"Type": "AWS::EC2::KeyPair::KeyName",
"ConstraintDescription" : "must be the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
"RDPLocation" : {
"Description" : "The IP address range that can be used to RDP to the EC2
instances",
"Type": "String",
"MinLength": "9",
"MaxLength": "18",
"Default": "0.0.0.0/0",
"AllowedPattern": "(\\d{1,3})\\.(\\d{1,3})\\.(\\d{1,3})\\.(\\d{1,3})/(\\d{1,2})",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IP CIDR range of the form x.x.x.x/x."
},
"OperatorEmail": {
"Description": "Email address to notify if there are any scaling operations",
"Type": "String"
}
},
"Mappings": {
"AWSAMIRegionMap": {
"ap-northeast-1": {
"WS2012R2": "ami-06cd52961ce9f0d85"
},
"ap-northeast-2": {
"WS2012R2": "ami-0a10b2721688ce9d2"
},
"ap-south-1": {
"WS2012R2": "ami-0912f71e06545ad88"
},
"ap-southeast-1": {
"WS2012R2": "ami-08569b978cc4dfa10"
},
"ap-southeast-2": {
"WS2012R2": "ami-09b42976632b27e9b"
},
"ca-central-1": {
"WS2012R2": "ami-0b18956f"
},
"eu-central-1": {
"WS2012R2": "ami-0233214e13e500f77"
},
"eu-west-1": {
"WS2012R2": "ami-047bb4163c506cd98"
},
"eu-west-2": {
"WS2012R2": "ami-f976839e"
},
"sa-east-1": {
"WS2012R2": "ami-07b14488da8ea02a0"
},
"us-east-1": {
"WS2012R2": "ami-0ff8a91507f77f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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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ast-2": {
"WS2012R2": "ami-0b59bfac6be064b78"
},
"us-west-1": {
"WS2012R2": "ami-0bdb828fd58c52235"
},
"us-west-2": {
"WS2012R2": "ami-a0cfeed8"
}

},
"Resources": {
"WebServer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Enable HTTP access via port 80 and RDP access via port
3389",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 "tcp", "FromPort" : "80", "ToPort" : "80", "CidrIp" :
"0.0.0.0/0"},
{"IpProtocol" : "tcp", "FromPort" : "3389", "ToPort" : "3389", "CidrIp" :
{ "Ref" : "RDPLocation"}}
]
}
},
"Log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ec2.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ManagedPolicyArns" : [ "arn:aws:iam::aws:policy/
AmazonSSMManagedInstanceCore"],
"Path": "/",
"Policies": [
{
"PolicyName": "LogRolePolicy",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logs:Create*",
"logs:PutLogEvents",
"s3:GetObject"
],
"Resource": [
"arn:aws:logs:*:*:*",
"arn:aws: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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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LogRoleInstanceProfile": {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Path": "/",
"Roles": [
{
"Ref": "LogRole"
}
]
}
},
"WebServerHost": {
"Type": "AWS::EC2::Instance",
"CreationPolicy" : {
"ResourceSignal" : {
"Timeout" : "PT15M"
}
},
"Metadata": {
"AWS::CloudFormation::Init" : {
"configSets" : {
"config": [
"00-ConfigureCWLogs",
"01-InstallWebServer",
"02-ConfigureApplication",
"03-Finalize"
]
},
"00-ConfigureCWLogs" : {
"files": {
"C:\\Program Files\\Amazon\\SSM\\Plugins\\awsCloudWatch\
\AWS.EC2.Windows.CloudWatch.json": {
"content": {
"Fn::Join": [
"",
[
"{",
" \"IsEnabled\" : true,",
" \"EngineConfiguration\" : {",
"
\"PollInterval\" : \"00:00:05\",",
"
\"Components\" : [{",
"
\"Id\" : \"ApplicationEventLog\",",
"
\"FullName\" :
\"AWS.EC2.Windows.CloudWatch.EventLog.EventLogInputComponent,AWS.EC2.Windows.CloudWatch
\",",
"
\"Parameters\" : {",
"
\"LogName\" : \"Application\",",
"
\"Levels\" : \"7\"",
"
}",
"
},",
"
{",
"
\"Id\" : \"SystemEventLog\",",
"
\"FullName\" :
\"AWS.EC2.Windows.CloudWatch.EventLog.EventLogInputComponent,AWS.EC2.Windows.CloudWatch
\",",
"
\"Parameters\" : {",
"
\"LogName\" : \"System\",",
"
\"Levels\"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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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Id\" : \"SecurityEventLog\",",
"
\"FullName\" :
\"AWS.EC2.Windows.CloudWatch.EventLog.EventLogInputComponent,AWS.EC2.Windows.CloudWatch
\",",
"
\"Parameters\" : {",
"
\"LogName\" : \"Security\",",
"
\"Levels\" : \"7\"",
"
}",
"
},",
"
{",
"
\"Id\" : \"EC2ConfigLog\",",
"
\"FullName\":
\"AWS.EC2.Windows.CloudWatch.CustomLog.CustomLogInputComponent,AWS.EC2.Windows.CloudWatch
\",",
"
\"Parameters\": {",
"
\"LogDirectoryPath\": \"C:\\\\Program
Files\\\\Amazon\\\\Ec2ConfigService\\\\Logs\",",
"
\"TimestampFormat\": \"yyyy-MMddTHH:mm:ss.fffZ:\",",
"
\"Encoding\": \"ASCII\",",
"
\"Filter\": \"EC2ConfigLog.txt\",",
"
\"CultureName\": \"en-US\",",
"
\"TimeZoneKind\": \"UTC\"",
"
}",
"
},",
"
{",
"
\"Id\": \"CfnInitLog\",",
"
\"FullName\":
\"AWS.EC2.Windows.CloudWatch.CustomLog.CustomLogInputComponent,AWS.EC2.Windows.CloudWatch
\",",
"
\"Parameters\": {",
"
\"LogDirectoryPath\": \"C:\\\\cfn\\\\log
\",",
"
\"TimestampFormat\": \"yyyy-MM-dd
HH:mm:ss,fff\",",
"
\"Encoding\": \"ASCII\",",
"
\"Filter\": \"cfn-init.log\",",
"
\"CultureName\": \"en-US\",",
"
\"TimeZoneKind\": \"Local\"",
"
}",
"
},",
"
{",
"
\"Id\" : \"IISLogs\",",
"
\"FullName\" :
\"AWS.EC2.Windows.CloudWatch.CustomLog.CustomLogInputComponent,AWS.EC2.Windows.CloudWatch
\",",
"
\"Parameters\" : {",
"
\"LogDirectoryPath\" : \"C:\\\\inetpub\\\
\logs\\\\LogFiles\\\\W3SVC1\",",
"
\"TimestampFormat\" : \"yyyy-MM-dd
HH:mm:ss\",",
"
\"Encoding\" : \"UTF-8\",",
"
\"Filter\" : \"\",",
"
\"CultureName\" : \"en-US\",",
"
\"TimeZoneKind\" : \"UTC\",",
"
\"LineCount\" : \"3\"",
"
}",
"
},",
"
{",
"
\"Id\" : \"MemoryPerformanceCounter\",",
"
\"FullName\" :
\"AWS.EC2.Windows.CloudWatch.PerformanceCounterComponent.PerformanceCounterInputComponent,AWS.EC2.Wind
\",",
"
\"Parameters\" : {",

API 버전 2010-05-15
47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loudWatch Logs
"
\"CategoryName\" : \"Memory\",",
"
\"CounterName\" : \"Available MBytes\",",
"
\"InstanceName\" : \"\",",
"
\"MetricName\" : \"Memory\",",
"
\"Unit\" : \"Megabytes\",",
"
\"DimensionName\" : \"\",",
"
\"DimensionValue\" : \"\"",
"
}",
"
},",
"
{",
"
\"Id\": \"CloudWatchApplicationEventLog\",",
"
\"FullName\":
\"AWS.EC2.Windows.CloudWatch.CloudWatchLogsOutput,AWS.EC2.Windows.CloudWatch\",",
"
\"Parameters\": {",
"
\"AccessKey\": \"\",",
"
\"SecretKey\": \"\",",
{
"Fn::Sub": "
\"Region\":
\"${AWS::Region}\","
},
{
"Fn::Sub": "
\"LogGroup\":
\"${LogGroup}\","
},
"
\"LogStream\": \"{instance_id}/
ApplicationEventLog\"",
"
}",
"
},",
"
{",
"
\"Id\": \"CloudWatchSystemEventLog\",",
"
\"FullName\":
\"AWS.EC2.Windows.CloudWatch.CloudWatchLogsOutput,AWS.EC2.Windows.CloudWatch\",",
"
\"Parameters\": {",
"
\"AccessKey\": \"\",",
"
\"SecretKey\": \"\",",
{
"Fn::Sub": "
\"Region\":
\"${AWS::Region}\","
},
{
"Fn::Sub": "
\"LogGroup\":
\"${LogGroup}\","
},
"
\"LogStream\": \"{instance_id}/
SystemEventLog\"",
"
}",
"
},",
"
{",
"
\"Id\": \"CloudWatchSecurityEventLog\",",
"
\"FullName\":
\"AWS.EC2.Windows.CloudWatch.CloudWatchLogsOutput,AWS.EC2.Windows.CloudWatch\",",
"
\"Parameters\": {",
"
\"AccessKey\": \"\",",
"
\"SecretKey\": \"\",",
{
"Fn::Sub": "
\"Region\":
\"${AWS::Region}\","
},
{
"Fn::Sub": "
\"LogGroup\":
\"${LogGroup}\","
},
"
\"LogStream\": \"{instance_id}/
SecurityEventLo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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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d\": \"CloudWatchEC2ConfigLog\",",
"
\"FullName\":
\"AWS.EC2.Windows.CloudWatch.CloudWatchLogsOutput,AWS.EC2.Windows.CloudWatch\",",
"
\"Parameters\": {",
"
\"AccessKey\": \"\",",
"
\"SecretKey\": \"\",",
{
"Fn::Sub": "
\"Region\":
\"${AWS::Region}\","
},
{
"Fn::Sub": "
\"LogGroup\":
\"${LogGroup}\","
},
"
\"LogStream\": \"{instance_id}/
EC2ConfigLog\"",
"
}",
"
},",
"
{",
"
\"Id\": \"CloudWatchCfnInitLog\",",
"
\"FullName\":
\"AWS.EC2.Windows.CloudWatch.CloudWatchLogsOutput,AWS.EC2.Windows.CloudWatch\",",
"
\"Parameters\": {",
"
\"AccessKey\": \"\",",
"
\"SecretKey\": \"\",",
{
"Fn::Sub": "
\"Region\":
\"${AWS::Region}\","
},
{
"Fn::Sub": "
\"LogGroup\":
\"${LogGroup}\","
},
"
\"LogStream\": \"{instance_id}/CfnInitLog
\"",
"
}",
"
},",
"
{",
"
\"Id\": \"CloudWatchIISLogs\",",
"
\"FullName\":
\"AWS.EC2.Windows.CloudWatch.CloudWatchLogsOutput,AWS.EC2.Windows.CloudWatch\",",
"
\"Parameters\": {",
"
\"AccessKey\": \"\",",
"
\"SecretKey\": \"\",",
{
"Fn::Sub": "
\"Region\":
\"${AWS::Region}\","
},
{
"Fn::Sub": "
\"LogGroup\":
\"${LogGroup}\","
},
"
\"LogStream\": \"{instance_id}/IISLogs\"",
"
}",
"
},",
"
{",
"
\"Id\" : \"CloudWatch\",",
"
\"FullName\" :
\"AWS.EC2.Windows.CloudWatch.CloudWatch.CloudWatchOutputComponent,AWS.EC2.Windows.CloudWatch
\",",
"
\"Parameters\" : {",
"
\"AccessKey\" : \"\",",
"
\"SecretKe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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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Region}\","

"Fn::Sub": "

\"Region\":

},
"
\"NameSpace\" : \"Windows/Default\"",
"
}",
"
}],",
"
\"Flows\": {",
"
\"Flows\": [",
"
\"ApplicationEventLog,CloudWatchApplicationEventLog\",",
"
\"SystemEventLog,CloudWatchSystemEventLog
\",",
"
\"SecurityEventLog,CloudWatchSecurityEventLog\",",
"
\"EC2ConfigLog,CloudWatchEC2ConfigLog\",",
"
\"CfnInitLog,CloudWatchCfnInitLog\",",
"
\"IISLogs,CloudWatchIISLogs\",",
"
\"MemoryPerformanceCounter,CloudWatch\"",
"
]",
"
}",
" }",
"}"
]
]
}
}
},
"commands": {
"0-enableSSM" : {
"command" : "powershell.exe -Command \"Set-Service -Name AmazonSSMAgent
-StartupType Automatic\" ",
"waitAfterCompletion" : "0"
},
"1-restartSSM": {
"command" : "powershell.exe -Command \"Restart-Service AmazonSSMAgent
\"",
"waitAfterCompletion" : "30"
}
}
},
"01-InstallWebServer": {
"commands": {
"01_install_webserver": {
"command": "powershell.exe -Command \"Install-WindowsFeature WebServer -IncludeAllSubFeature\"",
"waitAfterCompletion": "0"
}
}
},
"02-ConfigureApplication": {
"files": {
"c:\\Inetpub\\wwwroot\\index.htm": {
"content": {
"Fn::Join": [
"\n",
[
"<html>",
"<head>",
"<title>Test Application</title>",
"</head>",
"<body>",
"<h1>Congratulations!! Your IIS Web
Server is configured.</h1>",
"</body>",
"</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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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03-Finalize": {
"commands": {
"00_signal_success": {
"command": { "Fn::Sub" : "cfn-signal.exe -e 0 --resource
WebServerHost --stack ${AWS::StackName} --region ${AWS::Region} " },
"waitAfterCompletion": "0"
}
}
}
}
},
"Properties": {
"KeyName": { "Ref" : "KeyPair"},
"ImageId": {
"Fn::FindInMap": [
"AWSAMIRegionMap",
{
"Ref": "AWS::Region"
},
"WS2012R2"
]
},
"InstanceType": "t2.xlarge",
"SecurityGroupIds" : [{ "Ref" : "WebServerSecurityGroup"}],
"IamInstanceProfile" : { "Ref" : "LogRoleInstanceProfile"},
"UserData": {
"Fn::Base64": {
"Fn::Join": [
"\n",
[
"<script>",
"wmic product where \"description='Amazon SSM Agent' \"
uninstall",
"wmic product where \"description='aws-cfn-bootstrap' \"
uninstall ",
"start /wait c:\\Windows\\system32\\msiexec /passive /qn /i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examples/aws-cfn-bootstrap-win64-latest.msi",
"powershell.exe -Command \"iwr https://s3.amazonaws.com/ec2downloads-windows/SSMAgent/latest/windows_amd64/AmazonSSMAgentSetup.exe -UseBasicParsing OutFile C:\\AmazonSSMAgentSetup.exe\"",
"start /wait C:\\AmazonSSMAgentSetup.exe /install /quiet",
{ "Fn::Sub" : "cfn-init.exe -v -c config -s ${AWS::StackName}
--resource WebServerHost --region ${AWS::Region} " },
"</script>"
]
]
}
}
}
},
"LogGroup": {
"Type": "AWS::Logs::LogGroup",
"Properties": {
"RetentionInDays": 7
}
},
"404MetricFilter": {
"Type": "AWS::Logs::MetricFilter",
"Properties": {
"LogGroupName": {
"Ref": "Log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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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Pattern": "[timestamps,serverip, method, uri, query, port, dash,
clientip, useragent, status_code = 404, ...]",
"MetricTransformations": [
{
"MetricValue": "1",
"MetricNamespace": "test/404s",
"MetricName": "test404Count"
}
]
}
},
"404Alarm": {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AlarmDescription": "The number of 404s is greater than 2 over 2 minutes",
"MetricName": "test404Count",
"Namespace": "test/404s",
"Statistic": "Sum",
"Period": "60",
"EvaluationPeriods": "2",
"Threshold": "2",
"AlarmActions": [
{
"Ref": "AlarmNotificationTopic"
}
],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
},
"AlarmNotificationTopic": {
"Type": "AWS::SNS::Topic",
"Properties": {
"Subscription": [
{
"Endpoint": { "Ref": "OperatorEmail" },
"Protocol": "email"
}
]
}
}
},
"Outputs": {
"InstanceId": {
"Description": "The instance ID of the web server",
"Value": {
"Ref": "WebServerHost"
}
},
"WebsiteURL" : {
"Value" : { "Fn::Join" : ["", ["http://", { "Fn::GetAtt" : [ "WebServerHost",
"PublicDnsName" ]}]] },
"Description" : "URL for newly created IIS web server"
},
"PublicIP": {
"Description": "Public IP address of the web server",
"Value": {
"Fn::GetAtt": [
"WebServerHost",
"PublicIp"
]
}
},
"CloudWatchLogGroupName": {
"Description": "The name of the CloudWatch log group",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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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Ref": "LogGroup"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ample template that sets up and configures CloudWatch logs on Windows 2012R2
instance
instance.
Parameters:
KeyPair:
Description: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RDP access to the instances
Type: AWS::EC2::KeyPair::KeyName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the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RDPLocation:
Description: The IP address range that can be used to RDP to the EC2 instances
Type: String
MinLength: '9'
MaxLength: '18'
Default: 0.0.0.0/0
AllowedPattern: (\d{1,3})\.(\d{1,3})\.(\d{1,3})\.(\d{1,3})/(\d{1,2})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IP CIDR range of the form x.x.x.x/x.
OperatorEmail:
Description: Email address to notify if there are any scaling operations
Type: String
Mappings:
AWSAMIRegionMap:
ap-northeast-1:
WS2012R2: ami-06cd52961ce9f0d85
ap-northeast-2:
WS2012R2: ami-0a10b2721688ce9d2
ap-south-1:
WS2012R2: ami-0912f71e06545ad88
ap-southeast-1:
WS2012R2: ami-08569b978cc4dfa10
ap-southeast-2:
WS2012R2: ami-09b42976632b27e9b
ca-central-1:
WS2012R2: ami-0b18956f
eu-central-1:
WS2012R2: ami-0233214e13e500f77
eu-west-1:
WS2012R2: ami-047bb4163c506cd98
eu-west-2:
WS2012R2: ami-f976839e
sa-east-1:
WS2012R2: ami-07b14488da8ea02a0
us-east-1:
WS2012R2: ami-0ff8a91507f77f867
us-east-2:
WS2012R2: ami-0b59bfac6be064b78
us-west-1:
WS2012R2: ami-0bdb828fd58c52235
us-west-2:
WS2012R2: ami-a0cfeed8
Resources:
WebServer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Enable HTTP access via port 80 and RDP access via port 3389
SecurityGroupI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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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 IpProtocol: tcp
FromPort: '3389'
ToPort: '3389'
CidrIp: !Ref 'RDPLocation'
Log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ec2.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AmazonSSMManagedInstanceCore
Path: /
Policies:
- PolicyName: LogRolePolic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logs:Create*
- logs:PutLogEvents
- s3:GetObject
Resource:
- arn:aws:logs:*:*:*
- arn:aws:s3:::*
LogRole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Path: /
Roles:
- !Ref 'LogRole'
WebServerHost:
Type: AWS::EC2::Instance
CreationPolicy:
ResourceSignal:
Timeout: PT15M
Metadata:
AWS::CloudFormation::Init:
configSets:
config:
- 00-ConfigureCWLogs
- 01-InstallWebServer
- 02-ConfigureApplication
- 03-Finalize
00-ConfigureCWLogs:
files:
C:\Program Files\Amazon\SSM\Plugins\awsCloudWatch
\AWS.EC2.Windows.CloudWatch.json:
content: !Sub |
{
"EngineConfiguration": {
"Components": [
{
"FullName":
"AWS.EC2.Windows.CloudWatch.EventLog.EventLogInputComponent,AWS.EC2.Windows.Cloud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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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ApplicationEventLog",
"Parameters": {
"Levels": "7",
"LogName": "Application"
}

"FullName":
"AWS.EC2.Windows.CloudWatch.EventLog.EventLogInputComponent,AWS.EC2.Windows.CloudWatch",
"Id": "SystemEventLog",
"Parameters": {
"Levels": "7",
"LogName": "System"
}
},
{
"FullName":
"AWS.EC2.Windows.CloudWatch.EventLog.EventLogInputComponent,AWS.EC2.Windows.CloudWatch",
"Id": "SecurityEventLog",
"Parameters": {
"Levels": "7",
"LogName": "Security"
}
},
{
"FullName":
"AWS.EC2.Windows.CloudWatch.CustomLog.CustomLogInputComponent,AWS.EC2.Windows.CloudWatch",
"Id": "EC2ConfigLog",
"Parameters": {
"CultureName": "en-US",
"Encoding": "ASCII",
"Filter": "EC2ConfigLog.txt",
"LogDirectoryPath": "C:\\Program Files\\Amazon\
\Ec2ConfigService\\Logs",
"TimeZoneKind": "UTC",
"TimestampFormat": "yyyy-MM-ddTHH:mm:ss.fffZ:"
}
},
{
"FullName":
"AWS.EC2.Windows.CloudWatch.CustomLog.CustomLogInputComponent,AWS.EC2.Windows.CloudWatch",
"Id": "CfnInitLog",
"Parameters": {
"CultureName": "en-US",
"Encoding": "ASCII",
"Filter": "cfn-init.log",
"LogDirectoryPath": "C:\\cfn\\log",
"TimeZoneKind": "Local",
"TimestampFormat": "yyyy-MM-dd HH:mm:ss,fff"
}
},
{
"FullName":
"AWS.EC2.Windows.CloudWatch.CustomLog.CustomLogInputComponent,AWS.EC2.Windows.CloudWatch",
"Id": "IISLogs",
"Parameters": {
"CultureName": "en-US",
"Encoding": "UTF-8",
"Filter": "",
"LineCount": "3",
"LogDirectoryPath": "C:\\inetpub\\logs\\LogFiles\
\W3SVC1",
"TimeZoneKind": "UTC",
"TimestampFormat": "yyyy-MM-dd HH:mm: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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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Name":
"AWS.EC2.Windows.CloudWatch.PerformanceCounterComponent.PerformanceCounterInputComponent,AWS.EC2.Windo
"Id": "MemoryPerformanceCounter",
"Parameters": {
"CategoryName": "Memory",
"CounterName": "Available MBytes",
"DimensionName": "",
"DimensionValue": "",
"InstanceName": "",
"MetricName": "Memory",
"Unit": "Megabytes"
}
},
{
"FullName":
"AWS.EC2.Windows.CloudWatch.CloudWatchLogsOutput,AWS.EC2.Windows.CloudWatch",
"Id": "CloudWatchApplicationEventLog",
"Parameters": {
"AccessKey": "",
"LogGroup": "${LogGroup}",
"LogStream": "{instance_id}/ApplicationEventLog",
"Region": "${AWS::Region}",
"SecretKey": ""
}
},
{
"FullName":
"AWS.EC2.Windows.CloudWatch.CloudWatchLogsOutput,AWS.EC2.Windows.CloudWatch",
"Id": "CloudWatchSystemEventLog",
"Parameters": {
"AccessKey": "",
"LogGroup": "${LogGroup}",
"LogStream": "{instance_id}/SystemEventLog",
"Region": "${AWS::Region}",
"SecretKey": ""
}
},
{
"FullName":
"AWS.EC2.Windows.CloudWatch.CloudWatchLogsOutput,AWS.EC2.Windows.CloudWatch",
"Id": "CloudWatchSecurityEventLog",
"Parameters": {
"AccessKey": "",
"LogGroup": "${LogGroup}",
"LogStream": "{instance_id}/SecurityEventLog",
"Region": "${AWS::Region}",
"SecretKey": ""
}
},
{
"FullName":
"AWS.EC2.Windows.CloudWatch.CloudWatchLogsOutput,AWS.EC2.Windows.CloudWatch",
"Id": "CloudWatchEC2ConfigLog",
"Parameters": {
"AccessKey": "",
"LogGroup": "${LogGroup}",
"LogStream": "{instance_id}/EC2ConfigLog",
"Region": "${AWS::Region}",
"SecretKey": ""
}
},
{
"FullName":
"AWS.EC2.Windows.CloudWatch.CloudWatchLogsOutput,AWS.EC2.Windows.CloudWatch",
"Id": "CloudWatchCfnInitLog",

API 버전 2010-05-15
48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loudWatch Logs

},
{

"Parameters": {
"AccessKey": "",
"LogGroup": "${LogGroup}",
"LogStream": "{instance_id}/CfnInitLog",
"Region": "${AWS::Region}",
"SecretKey": ""
}

"FullName":
"AWS.EC2.Windows.CloudWatch.CloudWatchLogsOutput,AWS.EC2.Windows.CloudWatch",
"Id": "CloudWatchIISLogs",
"Parameters": {
"AccessKey": "",
"LogGroup": "${LogGroup}",
"LogStream": "{instance_id}/IISLogs",
"Region": "${AWS::Region}",
"SecretKey": ""
}
},
{
"FullName":
"AWS.EC2.Windows.CloudWatch.CloudWatch.CloudWatchOutputComponent,AWS.EC2.Windows.CloudWatch",
"Id": "CloudWatch",
"Parameters": {
"AccessKey": "",
"NameSpace": "Windows/Default",
"Region": "${AWS::Region}",
"SecretKey": ""
}
}
],
"Flows": {
"Flows": [
"ApplicationEventLog,CloudWatchApplicationEventLog",
"SystemEventLog,CloudWatchSystemEventLog",
"SecurityEventLog,CloudWatchSecurityEventLog",
"EC2ConfigLog,CloudWatchEC2ConfigLog",
"CfnInitLog,CloudWatchCfnInitLog",
"IISLogs,CloudWatchIISLogs",
"MemoryPerformanceCounter,CloudWatch"
]
},
"PollInterval": "00:00:05"
},
"IsEnabled": true
}
commands:
0-enableSSM:
command: 'powershell.exe -Command "Set-Service -Name AmazonSSMAgent StartupType Automatic" '
waitAfterCompletion: '0'
1-restartSSM:
command: 'powershell.exe -Command "Restart-Service AmazonSSMAgent "'
waitAfterCompletion: '30'
01-InstallWebServer:
commands:
01_install_webserver:
command: powershell.exe -Command "Install-WindowsFeature Web-Server IncludeAllSubFeature"
waitAfterCompletion: '0'
02-ConfigureApplication:
files:
c:\Inetpub\wwwroot\index.htm:
content: '<html>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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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Test Application Page</title>
</head>
<body>
<h1>Congratulations !! Your IIS server is configured.</h1>
</body>
</html>'
03-Finalize:
commands:
00_signal_success:
command: !Sub 'cfn-signal.exe -e 0 --resource WebServerHost --stack
${AWS::StackName} --region ${AWS::Region}'
waitAfterCompletion: '0'
Properties:
KeyName: !Ref 'KeyPair'
ImageId: !FindInMap [AWSAMIRegionMap, !Ref 'AWS::Region', WS2012R2]
InstanceType: t2.xlarge
SecurityGroupIds:
- !Ref 'WebServerSecurityGroup'
IamInstanceProfile: !Ref 'LogRoleInstanceProfile'
UserData:
Fn::Base64:
!Sub |
<script>
wmic product where "description='Amazon SSM Agent' " uninstall
wmic product where "description='aws-cfn-bootstrap' " uninstall
start /wait c:\\Windows\\system32\\msiexec /passive /qn /i https://
s3.amazonaws.com/cloudformation-examples/aws-cfn-bootstrap-win64-latest.msi
powershell.exe -Command "iwr https://s3.amazonaws.com/ec2-downloads-windows/
SSMAgent/latest/windows_amd64/AmazonSSMAgentSetup.exe -UseBasicParsing -OutFile C:\
\AmazonSSMAgentSetup.exe"
start /wait C:\\AmazonSSMAgentSetup.exe /install /quiet
cfn-init.exe -v -c config -s ${AWS::StackName} --resource WebServerHost --region
${AWS::Region}
</script>
LogGroup:
Type: AWS::Logs::LogGroup
Properties:
RetentionInDays: 7
404MetricFilter:
Type: AWS::Logs::MetricFilter
Properties:
LogGroupName: !Ref 'LogGroup'
FilterPattern: '[timestamps, serverip, method, uri, query, port, dash, clientip,
useragent, status_code = 404, ...]'
MetricTransformations:
- MetricValue: '1'
MetricNamespace: test/404s
MetricName: test404Count
404Alarm: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AlarmDescription: The number of 404s is greater than 2 over 2 minutes
MetricName: test404Count
Namespace: test/404s
Statistic: Sum
Period: '60'
EvaluationPeriods: '2'
Threshold: '2'
AlarmActions:
- !Ref 'AlarmNotificationTopic'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AlarmNotificationTopic:
Type: AWS::SNS::Topic
Properties:
Subscription:
- Endpoint: !Ref 'OperatorEmail'

API 버전 2010-05-15
48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DynamoDB
Protocol: email
Outputs:
InstanceId:
Description: The instance ID of the web server
Value: !Ref 'WebServerHost'
WebsiteURL:
Value: !Sub 'http://${WebServerHost.PublicDnsName}'
Description: URL for newly created IIS web server
PublicIP:
Description: Public IP address of the web server
Value: !GetAtt 'WebServerHost.PublicIp'
CloudWatchLogGroupName:
Description: The name of the CloudWatch log group
Value: !Ref 'LogGroup'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CloudWatch Logs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Logs::LogGroup 또는 AWS::Logs::MetricFilter를 참조
하세요.

Amazon DynamoDB 템플릿 코드 조각
주제
• Amazon DynamoDB 테이블을 통한 Application Auto Scaling (p. 484)
•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p. 488)

Amazon DynamoDB 테이블을 통한 Application Auto Scaling
이 예제에서는 AWS::DynamoDB::Table 리소스에 대한 Application Auto Scaling을 설정합니다. 이 템플릿
은 테이블에 대한 TargetTrackingScaling 처리량을 확장하는 WriteCapacityUnits 조정 정책을 정
의합니다.

JSON
{

"Resources": {
"DDBTable": {
"Type": "AWS::DynamoDB::Table",
"Properties": {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ArtistId",
"AttributeType": "S"
},
{
"AttributeName": "Concert",
"AttributeType": "S"
},
{
"AttributeName": "TicketSales",
"AttributeType": "S"
}
],
"KeySchema": [
{
"AttributeName": "ArtistId",
"KeyType": "HAS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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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Name": "Concert",
"KeyType": "RANGE"

}
],
"GlobalSecondaryIndexes": [
{
"IndexName": "GSI",
"KeySchema": [
{
"AttributeName": "TicketSales",
"KeyType": "HASH"
}
],
"Projection": {
"ProjectionType": "KEYS_ONLY"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5
}
}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5
}

}
},
"WriteCapacityScalableTarget": {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Properties": {
"MaxCapacity": 15,
"MinCapacity": 5,
"ResourceId": {
"Fn::Join": [
"/",
[
"table",
{
"Ref": "DDBTable"
}
]
]
},
"RoleARN": {
"Fn::GetAtt": [
"ScalingRole",
"Arn"
]
},
"ScalableDimension": "dynamodb:table:WriteCapacityUnits",
"ServiceNamespace": "dynamodb"
}
},
"Scaling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application-autoscaling.amazona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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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ction": [
"sts:AssumeRole"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DescribeTable",
"dynamodb:UpdateTable",
"cloudwatch:PutMetricAlarm",
"cloudwatch:DescribeAlarms",
"cloudwatch:GetMetricStatistics",
"cloudwatch:SetAlarmState",
"cloudwatch:DeleteAlarms"
],
"Resource": "*"
}
]
}
}
]

}

}

}
},
"WriteScalingPolicy": {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
"PolicyName": "WriteAutoScalingPolicy",
"PolicyType": "TargetTrackingScaling",
"ScalingTargetId": {
"Ref": "WriteCapacityScalableTarget"
},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
"TargetValue": 50,
"ScaleInCooldown": 60,
"ScaleOutCooldown": 60,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
"PredefinedMetricType": "DynamoDBWriteCapacityUtilization"
}
}
}
}

YAML
Resources:
DDBTable:
Type: AWS::DynamoDB::Table
Properties:
AttributeDefinitions:
AttributeName: "ArtistId"
AttributeTyp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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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ributeName: "Concert"
AttributeType: "S"

AttributeName: "TicketSales"
AttributeType: "S"
KeySchema:
AttributeName: "ArtistId"
KeyType: "HASH"
AttributeName: "Concert"
KeyType: "RANGE"
GlobalSecondaryIndexes:
IndexName: "GSI"
KeySchema:
AttributeName: "TicketSales"
KeyType: "HASH"
Projection:
ProjectionType: "KEYS_ONLY"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5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5
WriteCapacityScalableTarget: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Properties:
MaxCapacity: 15
MinCapacity: 5
ResourceId: !Join
- /
- - table
- !Ref DDBTable
RoleARN: !GetAtt ScalingRole.Arn
ScalableDimension: dynamodb:table:WriteCapacityUnits
ServiceNamespace: dynamodb
Scaling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application-autoscaling.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DescribeTable"
- "dynamodb:UpdateTable"
- "cloudwatch:PutMetric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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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watch:DescribeAlarms"
- "cloudwatch:GetMetricStatistics"
- "cloudwatch:SetAlarmState"
- "cloudwatch:DeleteAlarms"
Resource: "*"
WriteScalingPolicy: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PolicyName: WriteAutoScalingPolicy
PolicyType: TargetTrackingScaling
ScalingTargetId: !Ref WriteCapacityScalableTarget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TargetValue: 50.0
ScaleInCooldown: 60
ScaleOutCooldown: 60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PredefinedMetricType: DynamoDBWriteCapacityUtilization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Database 블로그에서 How to use AWS CloudFormation to configure
auto scaling for Amazon DynamoDB tables and indexes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세요.
DynamoDB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DynamoDB::Table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EC2 템플릿 코드 조각
EC2 블록 디바이스 매핑 예제
블록 디바이스 매핑 지원 EC2 인스턴스
JSON
"Ec2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ImageId" : { "Fn::FindInMap" : [ "AWSRegionArch2AMI", { "Ref" : "AWS::Region" },
{ "Fn::FindInMap" : [ "AWSInstanceType2Arch",
{ "Ref" : "InstanceType" }, "Arch" ] } ] },
"KeyName" : { "Ref" : "KeyName" },
"InstanceType" : { "Ref" : "InstanceType" },
"SecurityGroups" : [{ "Ref" : "Ec2SecurityGroup" }],
"BlockDeviceMappings" : [
{
"DeviceName" : "/dev/sda1",
"Ebs" : { "VolumeSize" : "50" }
},{
"DeviceName" : "/dev/sdm",
"Ebs" : { "VolumeSize" : "100" }
}
]
}
}

YAML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FindInMap [ AWSRegionArch2AMI, !Ref 'AWS::Region' , !FindInMap
[ AWSInstanceType2Arch, !Ref InstanceType, Arc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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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ame: !Ref KeyName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SecurityGroups:
- !Ref Ec2SecurityGroup
BlockDeviceMappings:
DeviceName: /dev/sda1
Ebs:
VolumeSize: 50
DeviceName: /dev/sdm
Ebs:
VolumeSize: 100

휘발성 드라이브 지원 EC2 인스턴스
JSON
"Ec2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ImageId" : { "Fn::FindInMap" : [ "AWSRegionArch2AMI", { "Ref" : "AWS::Region" },
"PV64" ]},
"KeyName" : { "Ref" : "KeyName" },
"InstanceType" : "m1.small",
"SecurityGroups" : [{ "Ref" : "Ec2SecurityGroup" }],
"BlockDeviceMappings" : [
{
"DeviceName" : "/dev/sdc",
"VirtualName" : "ephemeral0"
}
]
}
}

YAML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FindInMap [ AWSRegionArch2AMI, !Ref 'AWS::Region', PV64 ]
KeyName: !Ref KeyName
InstanceType: m1.small
SecurityGroups:
- !Ref Ec2SecurityGroup
BlockDeviceMappings:
DeviceName: /dev/sdc
VirtualName: ephemeral0

AWS::EC2::EIP 코드 조각을 사용하여 Amazon EC2 탄력적 IP
할당
이 예에서는 Amazon EC2 탄력적 IP 주소를 할당한 후 AWS::EC2::EIP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EC2 인
스턴스에 해당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MyE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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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 "AWS::EC2::EIP",
"Properties" : {
"InstanceId" : { "Ref" : "logical name of an AWS::EC2::Instance resource" }
}

}

YAML
MyEIP:
Type: AWS::EC2::EIP
Properties:
InstanceId: !Ref Logical name of an AWS::EC2::Instance resource

AWS::EC2::EIPAssociation 코드 조각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 기존 탄력적 IP 할당
이 예에서는 AWS::EC2::EIPAssoci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 기존 Amazon EC2 탄
력적 IP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IPAssoc" : {
"Type" : "AWS::EC2::EIPAssociation",
"Properties" : {
"InstanceId" : { "Ref" : "logical name of an AWS::EC2::Instance resource" },
"EIP" : "existing Elastic IP address"
}
}

YAML
IPAssoc:
Type: AWS::EC2::EIPAssociation
Properties:
InstanceId: !Ref Logical name of an AWS::EC2::Instance resource
EIP: existing Elastic IP Address

AWS::EC2::EIPAssociation 코드 조각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 기존 VPC 탄력적 IP 할당
이 예에서는 AWS::EC2::EIPAssoci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 기존 VPC 탄력적 IP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VpcIPAssoc" : {
"Type" : "AWS::EC2::EIPAssociation",
"Properties" : {
"InstanceId" : { "Ref" : "logical name of an AWS::EC2::Instance resource" },
"AllocationId" : "existing VPC Elastic IP allocation 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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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VpcIPAssoc:
Type: AWS::EC2::EIPAssociation
Properties:
InstanceId: !Ref Logical name of an AWS::EC2::Instance resource
AllocationId: Existing VPC Elastic IP allocation ID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ENI) 템플릿 코드 조각
VPC_EC2_Instance_With_ENI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ENI) 두 개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샘플 템플릿입니다. 이 샘
플에서는 VPC를 이미 생성했다고 가정합니다.

JSON
"Resources" : {
"ControlPortAddress" : {
"Type" : "AWS::EC2::EIP",
"Properties" : {
"Domain" : "vpc"
}
},
"AssociateControlPort" : {
"Type" : "AWS::EC2::EIPAssociation",
"Properties" : {
"AllocationId" : { "Fn::GetAtt" : [ "ControlPortAddress", "AllocationId" ]},
"NetworkInterfaceId" : { "Ref" : "controlXface" }
}
},
"WebPortAddress" : {
"Type" : "AWS::EC2::EIP",
"Properties" : {
"Domain" : "vpc"
}
},
"AssociateWebPort" : {
"Type" : "AWS::EC2::EIPAssociation",
"Properties" : {
"AllocationId" : { "Fn::GetAtt" : [ "WebPortAddress", "AllocationId" ]},
"NetworkInterfaceId" : { "Ref" : "webXface" }
}
},
"SSHSecurityGroup" : {
"Type" :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VpcId" : { "Ref" : "VpcId" },
"GroupDescription" : "Enable SSH access via port 22",
"SecurityGroupIngress" : [ { "IpProtocol" : "tcp", "FromPort" : "22", "ToPort" :
"22", "CidrIp" : "0.0.0.0/0" } ]
}
},
"WebSecurityGroup" : {
"Type" :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VpcId" : { "Ref" : "VpcId" },
"GroupDescription" : "Enable HTTP access via user defined port",
"SecurityGroupIngress" : [ { "IpProtocol" : "tcp", "FromPort" : 80, "ToPort" : 80,
"CidrIp" : "0.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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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Xface" : {
"Type" : "AWS::EC2::NetworkInterface",
"Properties" : {
"SubnetId" : { "Ref" : "SubnetId" },
"Description" :"Interface for control traffic such as SSH",
"GroupSet" : [ {"Ref" : "SSHSecurityGroup"} ],
"SourceDestCheck" : "true",
"Tags" : [ {"Key" : "Network", "Value" : "Control"}]
}
},
"webXface" : {
"Type" : "AWS::EC2::NetworkInterface",
"Properties" : {
"SubnetId" : { "Ref" : "SubnetId" },
"Description" :"Interface for web traffic",
"GroupSet" : [ {"Ref" : "WebSecurityGroup"} ],
"SourceDestCheck" : "true",
"Tags" : [ {"Key" : "Network", "Value" : "Web"}]
}
},
"Ec2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ImageId" : { "Fn::FindInMap" : [ "RegionMap", { "Ref" : "AWS::Region" }, "AMI" ]},
"KeyName" : { "Ref" : "KeyName" },
"NetworkInterfaces" : [ { "NetworkInterfaceId" : {"Ref" : "controlXface"},
"DeviceIndex" : "0" },
{ "NetworkInterfaceId" : {"Ref" : "webXface"}, "DeviceIndex" : "1" }],
"Tags" : [ {"Key" : "Role", "Value" : "Test Instance"}],
"UserData" : {"Fn::Base64" : { "Fn::Join" : ["",[
"#!/bin/bash -ex","\n",
"\n","yum install ec2-net-utils -y","\n",
"ec2ifup eth1","\n",
"service httpd start"]]}
}
}
}
}

YAML
Resources:
ControlPortAddress:
Type: AWS::EC2::EIP
Properties:
Domain: vpc
AssociateControlPort:
Type: AWS::EC2::EIPAssociation
Properties:
AllocationId: !GetAtt ControlPortAddress.AllocationId
NetworkInterfaceId: !Ref controlXface
WebPortAddress:
Type: AWS::EC2::EIP
Properties:
Domain: vpc
AssociateWebPort:
Type: AWS::EC2::EIPAssociation
Properties:
AllocationId: !GetAtt WebPortAddress.AllocationId
NetworkInterfaceId: !Ref webXface
SSH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VpcId: !Ref Vp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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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Description: Enable SSH access via port 22
SecurityGroupIngress:
- CidrIp: 0.0.0.0/0
FromPort: 22
IpProtocol: tcp
ToPort: 22
Web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VpcId: !Ref VpcId
GroupDescription: Enable HTTP access via user defined port
SecurityGroupIngress:
- CidrIp: 0.0.0.0/0
FromPort: 80
IpProtocol: tcp
ToPort: 80
controlXface:
Type: AWS::EC2::NetworkInterface
Properties:
SubnetId: !Ref SubnetId
Description: Interface for controlling traffic such as SSH
GroupSet:
- !Ref SSHSecurityGroup
SourceDestCheck: true
Tags:
Key: Network
Value: Control
webXface:
Type: AWS::EC2::NetworkInterface
Properties:
SubnetId: !Ref SubnetId
Description: Interface for controlling traffic such as SSH
GroupSet:
- !Ref WebSecurityGroup
SourceDestCheck: true
Tags:
Key: Network
Value: Web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FindInMap [ RegionMap, !Ref 'AWS::Region', AMI ]
KeyName: !Ref KeyName
NetworkInterfaces:
NetworkInterfaceId: !Ref controlXface
DeviceIndex: 0
NetworkInterfaceId: !Ref webXface
DeviceIndex: 1
Tags:
Key: Role
Value: Test Instance
UserData:
Fn::Base64: !Sub |
#!/bin/bash -xe
yum install ec2-net-utils -y
ec2ifup eth1
service httpd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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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EC2 인스턴스 리소스
이 코드 조작은 간단한 AWS::EC2::Instance 리소스를 보여줍니다.

JSON
"My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AvailabilityZone" : "us-east-1a",
"ImageId" : "ami-0ff8a91507f77f867"
}
}

YAML
My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AvailabilityZone: us-east-1a
ImageId: ami-0ff8a91507f77f867

볼륨, 태그 및 사용자 데이터 속성을 포함하는 Amazon EC2 인스
턴스
이 코드 조각은 Amazon EC2 볼륨, 태그 및 사용자 데이터 속성을 각각 하나씩 포함하는
AWS::EC2::Instance 리소스를 보여줍니다. AWS::EC2::SecurityGroup 리소스, AWS::SNS::Topic 리소스 및
AWS::EC2::Volume 리소스를 모두 동일한 템플릿에 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KeyName에 대한 참조는 템플릿
의 [Parameters] 섹션에 정의되어야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JSON
"My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KeyName" : { "Ref" : "KeyName" },
"SecurityGroups" : [ {
"Ref" : "logical name of AWS::EC2::SecurityGroup resource"
} ],
"UserData" : {
"Fn::Base64" : {
"Fn::Join" : [ ":", [
"PORT=80",
"TOPIC=", {
"Ref" : "logical name of an AWS::SNS::Topic resource"
} ]
]
}
},
"InstanceType" : "m1.small",
"AvailabilityZone" : "us-east-1a",
"ImageId" : "ami-0ff8a91507f77f867",
"Volumes" : [
{ "VolumeId" : {
"Ref" : "logical name of AWS::EC2::Volume resource"
},
"Device" : "/dev/sd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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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 : [ {
"Key" : "Name",
"Value" : "MyTag"
} ]

}

YAML
My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KeyName: !Ref KeyName
SecurityGroups:
- !Ref logical name of AWS::EC2::SecurityGroup resource
UserData:
Fn::Base64: !Sub |
PORT=80
TOPIC=${ logical name of an AWS::SNS::Topic resource }
InstanceType: m1.small
AvailabilityZone: us-east-1a
ImageId: ami-0ff8a91507f77f867
Volumes:
VolumeId: !Ref logical name of AWS::EC2::Volume resource
Device: /dev/sdk
Tags:
Key: Name
Value: MyTag

Amazon SimpleDB 도메인을 포함하는 Amazon EC2 인스턴스 리
소스
이 코드 조각은 UserData에 Amazon SimpleDB 도메인이 지정되어 있는 AWS::EC2::Instance 리소스를 보여
줍니다.

JSON
"My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UserData" : {
"Fn::Base64" : {
"Fn::Join" : [ "",
[ "Domain=", {
"Ref" : "logical name of an AWS::SDB::Domain resource"
} ]
]
}
},
"AvailabilityZone" : "us-east-1a",
"ImageId" : "ami-0ff8a91507f77f867"
}
}

YAML
MyInstance:
Type: AWS::EC2::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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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UserData:
Fn::Base64: !Sub |
Domain=${ logical name of an AWS::SDB::Domain resource }
AvailabilityZone: us-east-1a
ImageId: ami-0ff8a91507f77f867

두 CIDR 범위 수신 규칙을 포함하는 Amazon EC2 보안 그룹 리소
스
이 코드 조각은 지정된 포트에서 TCP 프로토콜에 지정된 CIDR 범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두 수신
규칙을 설명하는 AWS::EC2::SecurityGroup 리소스를 보여줍니다.

JSON
"ServerSecurityGroup" : {
"Type" :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 "allow connections from specified CIDR ranges",
"SecurityGroupIngress" : [
{
"IpProtocol" : "tcp",
"FromPort" : "80",
"ToPort" : "80",
"CidrIp" : "0.0.0.0/0"
},{
"IpProtocol" : "tcp",
"FromPort" : "22",
"ToPort" : "22",
"CidrIp" : "192.168.1.1/32"
}
]
}
}

YAML
Server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allow connections from specified CIDR ranges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192.168.1.1/32

두 보안 그룹 수신 규칙을 포함하는 Amazon EC2 보안 그룹 리소
스
이 코드 조각은 두 보안 그룹 수신 규칙을 설명하는 AWS::EC2::SecurityGroup 리소스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수신 규칙은 포트 22의 TCP 프로토콜에 대해 1234-5678-9012 AWS 계정이 소유한 기본 보안 그룹
myadminsecuritygroup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 수신 규칙은 포트 80의 TCP에 대해 보안
그룹 mysecuritygroupcreatedincfn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수신 규칙은 Ref 내장 함수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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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동일한 템플릿에서 생성되고 논리적 이름이 mysecuritygroupcreatedincfn인 보안 그룹을 참조합니다.
SourceSecurityGroupName 및 SourceSecurityGroupOwnerId 속성 모두에 대해 값을 선언해야 합
니다.

JSON
"ServerSecurityGroupBySG" : {
"Type" :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 "allow connections from specified source security group",
"SecurityGroupIngress" : [
{
"IpProtocol" : "tcp",
"FromPort" : "22",
"ToPort" : "22",
"SourceSecurityGroupName" : "myadminsecuritygroup",
"SourceSecurityGroupOwnerId" : "123456789012"
},
{
"IpProtocol" : "tcp",
"FromPort" : "80",
"ToPort" : "80",
"SourceSecurityGroupName" : {"Ref" : "mysecuritygroupcreatedincfn"}
}
]
}
}

YAML
ServerSecurityGroupBySG: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allow connections from specified source security group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SourceSecurityGroupName: myadminsecuritygroup
SourceSecurityGroupOwnerId: 123456789012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SourceSecurityGroupName: !Ref mysecuritygroupcreatedincfn

LoadBalancer 수신 규칙을 포함하는 Amazon EC2 보안 그룹 리소
스
이 템플릿은 포트 80의 TCP에 대해 LoadBalancer myELB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보안 그룹
수신 규칙을 포함하는 AWS::EC2::SecurityGroup 리소스를 보여줍니다. 이 규칙은 myELB 리소스의
SourceSecurityGroup.OwnerAlias 및 SourceSecurityGroup.GroupName 속성을 사용하여
LoadBalancer의 소스 보안 그룹을 지정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myELB":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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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
"AvailabilityZones": [
"eu-west-1a"
],
"Listeners": [
{
"LoadBalancerPort": "80",
"InstancePort": "80",
"Protocol": "HTTP"
}
]
}

}

}

},
"myELBIngress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ELB ingress group",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SourceSecurityGroupOwnerId": {
"Fn::GetAtt": [
"myELB",
"SourceSecurityGroup.OwnerAlias"
]
},
"SourceSecurityGroupName": {
"Fn::GetAtt": [
"myELB",
"SourceSecurityGroup.GroupName"
]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ELB: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AvailabilityZones:
- eu-west-1a
Listeners:
- LoadBalancerPort: '80'
InstancePort: '80'
Protocol: HTTP
myELBIngress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ELB ingress group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SourceSecurityGroupOwnerId: !GetAtt myELB.SourceSecurityGroup.OwnerAlias
SourceSecurityGroupName: !GetAtt myELB.SourceSecurityGroup.Group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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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2::SecurityGroupIngress를 사용하여 상호 참조하는
Amazon EC2 보안 그룹 리소스 생성
이 코드 조각은 EC2 보안 그룹 SGroup1 및 SGroup2에 상호 수신 규칙을 추가하는 두
AWS::EC2::SecurityGroupIngress 리소스를 보여줍니다. SGroup1Ingress 리소스는 SGroup2에서 TCP/IP
포트 80을 경유하여 SGroup1로 수신하도록 허용합니다. SGroup2Ingress 리소스는 SGroup1에서 TCP/IP
포트 80을 경유하여 SGroup2로 수신하도록 허용합니다.

Note
Amazon VPC를 사용 중인 경우 AWS::EC2::SecurityGroup 리소스를 사용하고 VpcId 속성을
지정합니다.

JSON
"SGroup1" : {
"Type" :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 "EC2 Instance access"
}

},
"SGroup2" : {
"Type" :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 "EC2 Instance access"
}
},
"SGroup1Ingress" : {
"Type" : "AWS::EC2::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 {
"GroupName" : { "Ref" : "SGroup1" },
"IpProtocol" : "tcp",
"ToPort" : "80",
"FromPort" : "80",
"SourceSecurityGroupName" : { "Ref" : "SGroup2" }
}
},
"SGroup2Ingress" : {
"Type" : "AWS::EC2::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 {
"GroupName" : { "Ref" : "SGroup2" },
"IpProtocol" : "tcp",
"ToPort" : "80",
"FromPort" : "80",
"SourceSecurityGroupName" : { "Ref" : "SGroup1" }
}
}

YAML
SGroup1: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EC2 Instance access
SGroup2: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EC2 Instance access
SGroup1Ingress:
Type: AWS::EC2::SecurityGroupI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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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GroupName: !Ref SGroup1
IpProtocol: tcp
ToPort: 80
FromPort: 80
SourceSecurityGroupName: !Ref SGroup2
SGroup2Ingress:
Type: AWS::EC2::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GroupName: !Ref SGroup2
IpProtocol: tcp
ToPort: 80
FromPort: 80
SourceSecurityGroupName: !Ref SGroup1

Amazon EC2 볼륨 리소스
이 코드 조각은 DeletionPolicy 속성이 스냅샷으로 설정된 간단한 Amazon EC2 볼륨 리소스를 보여줍니다.
스냅샷 DeletionPolicy 세트를 사용하여 에서는 스택 삭제 중에 이 볼륨을 삭제하기 전에 스냅샷을 생성합니
다. SnapShotId 또는 Size에 대한 값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지정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값을 제거합니
다.

JSON
"MyEBSVolume" : {
"Type" : "AWS::EC2::Volume",
"Properties" : {
"Size" : "specify a size if no SnapShotId",
"SnapshotId" : "specify a SnapShotId if no Size",
"AvailabilityZone" : { "Ref" : "AvailabilityZone" }
},
"DeletionPolicy" : "Snapshot"
}

YAML
MyEBSVolume:
Type: AWS::EC2::Volume
Properties:
Size: specify a size if no SnapshotId
SnapshotId: specify a SnapShotId if no Size
AvailabilityZone: !Ref AvailabilityZone
DeletionPolicy: Snapshot

Amazon EC2 VolumeAttachment 리소스
이 코드 조각은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리전에서 Amazon Linux AMI를 사용하는 Amazon EC2 인스턴스,
IP 주소에 대한 SSH 액세스를 허용하는 EC2 보안 그룹, 크기가 100GB이고 EC2 인스턴스와 동일한 가용 영
역에 있는 새 Amazon EBS 볼륨, 새 볼륨을 EC2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볼륨 연결 등과 같은 리소스를 보여줍
니다.

JSON
"Resources" : {
"Ec2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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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curityGroups" : [ { "Ref" : "InstanceSecurityGroup" } ],
"ImageId" : "ami-0ff8a91507f77f867"

"InstanceSecurityGroup" : {
"Type" :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 "Enable SSH access via port 22",
"SecurityGroupIngress" : [ {
"IpProtocol" : "tcp",
"FromPort" : "22",
"ToPort" : "22",
"CidrIp" : "0.0.0.0/0"
} ]
}
},
"NewVolume" : {
"Type" : "AWS::EC2::Volume",
"Properties" : {
"Size" : "100",
"AvailabilityZone" : { "Fn::GetAtt" : [ "Ec2Instance", "AvailabilityZone" ]}
}
},
"MountPoint" : {
"Type" : "AWS::EC2::VolumeAttachment",
"Properties" : {
"InstanceId" : { "Ref" : "Ec2Instance" },
"VolumeId" : { "Ref" : "NewVolume" },
"Device" : "/dev/sdh"
}
}

}

YAML
Resources: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SecurityGroups:
- !Ref InstanceSecurityGroup
ImageId: ami-0ff8a91507f77f867
Instance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Enable SSH access via port 22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0.0.0.0/0
NewVolume:
Type: AWS::EC2::Volume
Properties:
Size: 100
AvailabilityZone: !GetAtt Ec2Instance.AvailabilityZone
MountPoint:
Type: AWS::EC2::VolumeAttachment
Properties:
InstanceId: !Ref Ec2Instance
VolumeId: !Ref New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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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dev/sdh

기본 VPC 보안 그룹의 Amazon EC2 인스턴스
VPC를 생성할 때마다 AWS에서 해당 VPC에 대한 기본 리소스(예: 보안 그룹)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하지
만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VPC를 정의하는 시점에는 이 기본 리소스의 물리적 ID가 아직 없습니
다. ID를 얻으려면 Fn::GetAtt (p. 6542) 내장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템플릿에서 새 리소스를 생
성하는 대신 기본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템플릿 조각은 myVPC VPC의 기본 보안 그
룹을 myInstance Amazon EC2 인스턴스와 연결합니다.

JSON
"my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CidrBlock": {"Ref": "myVPCCIDRRange"},
"EnableDnsSupport": false,
"EnableDnsHostnames": false,
"InstanceTenancy": "default"
}
},
"my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ImageId": {
"Fn::FindInMap": ["AWSRegionToAMI",{"Ref": "AWS::Region"},"64"]
},
"SecurityGroupIds" : [{"Fn::GetAtt": ["myVPC", "DefaultSecurityGroup"]}],
"SubnetId" : {"Ref" : "mySubnet"}
}
}

YAML
my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Ref myVPCCIDRRange
EnableDnsSupport: false
EnableDnsHostnames: false
InstanceTenancy: default
my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FindInMap [ AWSRegionToAMI , !Ref 'AWS::Region', 64 ]
SecurityGroupIds:
- !GetAtt myVPC.DefaultSecurityGroup
SubnetId: !Ref mySubnet

외부 전용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한 Amazon EC2 라우팅
다음 템플릿은 EC2 라우팅에 사용되는 외부 전용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설정합니다.

JSON
{

"Resources": {
"DefaultIpv6Route": {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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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ationIpv6CidrBlock": "::/0",
"EgressOnlyInternetGatewayId": {
"Ref": "EgressOnlyInternetGateway"
},
"RouteTableId": {
"Ref": "RouteTable"
}

},
"Type": "AWS::EC2::Route"

}

}

},
"EgressOnlyInternetGateway": {
"Properties": {
"VpcId": {
"Ref": "VPC"
}
},
"Type": "AWS::EC2::EgressOnlyInternetGateway"
},
"RouteTable": {
"Properties": {
"VpcId": {
"Ref": "VPC"
}
},
"Type": "AWS::EC2::RouteTable"
},
"VPC": {
"Properties": {
"CidrBlock": "10.0.0.0/16"
},
"Type": "AWS::EC2::VPC"
}

YAML
Resources:
DefaultIpv6Route:
Type: AWS::EC2::Route
Properties:
DestinationIpv6CidrBlock: "::/0"
EgressOnlyInternetGatewayId: !Ref EgressOnlyInternetGateway
RouteTableId: !Ref RouteTable
EgressOnlyInternetGateway:
Type: AWS::EC2::EgressOnlyInternetGateway
Properties:
VpcId: !Ref VPC
RouteTable:
Type: AWS::EC2::RouteTable
Properties:
VpcId: !Ref VPC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템플릿 코드 조각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Amazon ECS)는 Amazon Elastic Compute Cloud(Amazon EC2) 인스턴
스 클러스터에서 도커 컨테이너를 손쉽게 실행, 중지 및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컨테이너 관리 서비스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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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제 템플릿에서는 Auto Scaling 및 Application Load Balancer를 사용하여 Amazon ECS 컨테이너
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Developer Guide의
Amazon ECS 시작하기를 참조하세요.

Important
최신 AMI ID는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Developer Guide의 Amazon ECS 최적화 AMI를
참조하십시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KeyName": {
"Type": "AWS::EC2::KeyPair::KeyName",
"Description":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ECS
instances."
},
"VpcId": {
"Type": "AWS::EC2::VPC::Id",
"Description": "Select a VPC that allows instances to access the Internet."
},
"SubnetId": {
"Type": "List<AWS::EC2::Subnet::Id>",
"Description": "Select at least two subnets in your selected VPC."
},
"DesiredCapacity": {
"Type": "Number",
"Default": "1",
"Description": "Number of instances to launch in your ECS cluster."
},
"MaxSize": {
"Type": "Number",
"Default": "1",
"Description": "Maximum number of instances that can be launched in your ECS
cluster."
},
"InstanceType": {
"Description": "EC2 instance type",
"Type": "String",
"Default": "t2.micro",
"AllowedValues": [
"t2.micro",
"t2.small",
"t2.medium",
"t2.large",
"m3.medium",
"m3.large",
"m3.xlarge",
"m3.2xlarge",
"m4.large",
"m4.xlarge",
"m4.2xlarge",
"m4.4xlarge",
"m4.10xlarge",
"c4.large",
"c4.xlarge",
"c4.2xlarge",
"c4.4xlarge",
"c4.8xlarge",
"c3.large",
"c3.xlarge",
"c3.2x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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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4xlarge",
"c3.8xlarge",
"r3.large",
"r3.xlarge",
"r3.2xlarge",
"r3.4xlarge",
"r3.8xlarge",
"i2.xlarge",
"i2.2xlarge",
"i2.4xlarge",
"i2.8xlarge"

],
"ConstraintDescription": "Please choose a valid instance type."

}
},
"Mappings": {
"AWSRegionToAMI": {
"us-east-1": {
"AMIID": "ami-09bee01cc997a78a6"
},
"us-east-2": {
"AMIID": "ami-0a9e12068cb98a01d"
},
"us-west-1": {
"AMIID": "ami-0fa6c8d131a220017"
},
"us-west-2": {
"AMIID": "ami-078c97cf1cefd1b38"
},
"eu-west-1": {
"AMIID": "ami-0c9ef930279337028"
},
"eu-central-1": {
"AMIID": "ami-065c1e34da68f2b02"
},
"ap-northeast-1": {
"AMIID": "ami-02265963d1614d04d"
},
"ap-southeast-1": {
"AMIID": "ami-0b68661b29b9e058c"
},
"ap-southeast-2": {
"AMIID": "ami-00e4b147599c13588"
}
}
},
"Resources": {
"ECSCluster": {
"Type": "AWS::ECS::Cluster"
},
"Ecs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ECS Security Group",
"VpcId": {
"Ref": "VpcId"
}
}
},
"EcsSecurityGroupHTTPinbound": {
"Type": "AWS::EC2::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
"GroupId": {
"Ref": "EcsSecurityGroup"
},
"IpProtocol": "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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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
},
"EcsSecurityGroupSSHinbound": {
"Type": "AWS::EC2::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
"GroupId": {
"Ref": "EcsSecurityGroup"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0.0.0.0/0"
}
},
"EcsSecurityGroupALBports": {
"Type": "AWS::EC2::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
"GroupId": {
"Ref": "EcsSecurityGroup"
},
"IpProtocol": "tcp",
"FromPort": 31000,
"ToPort": 61000,
"SourceSecurityGroupId": {
"Ref": "EcsSecurityGroup"
}
}
},
"CloudwatchLogsGroup": {
"Type": "AWS::Logs::LogGroup",
"Properties": {
"LogGroupName": {
"Fn::Join": [
"-",
[
"ECSLogGroup",
{
"Ref": "AWS::StackName"
}
]
]
},
"RetentionInDays": 14
}
},
"taskdefinition": {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
"Family": {
"Fn::Join": [
"",
[
{
"Ref": "AWS::StackName"
},
"-ecs-demo-app"
]
]
},
"ContainerDefinitions": [
{
"Name": "simple-app",
"Cpu": "10",

API 버전 2010-05-15
50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S

},
{

"Essential": "true",
"Image": "httpd:2.4",
"Memory": "300",
"LogConfiguration": {
"LogDriver": "awslogs",
"Options": {
"awslogs-group": {
"Ref": "CloudwatchLogsGroup"
},
"awslogs-region": {
"Ref": "AWS::Region"
},
"awslogs-stream-prefix": "ecs-demo-app"
}
},
"MountPoints": [
{
"ContainerPath": "/usr/local/apache2/htdocs",
"SourceVolume": "my-vol"
}
],
"PortMappings": [
{
"ContainerPort": 80
}
]

"Name": "busybox",
"Cpu": 10,
"Command": [
"/bin/sh -c \"while true; do echo '<html> <head> <title>Amazon
ECS Sample App</title> <style>body {margin-top: 40px; background-color: #333;} </style>
</head><body> <div style=color:white;text-align:center> <h1>Amazon ECS Sample App</h1>
<h2>Congratulations!</h2> <p>Your application is now running on a container in Amazon
ECS.</p>' > top; /bin/date > date ; echo '</div></body></html>' > bottom; cat top date
bottom > /usr/local/apache2/htdocs/index.html ; sleep 1; done\""
],
"EntryPoint": [
"sh",
"-c"
],
"Essential": false,
"Image": "busybox",
"Memory": 200,
"LogConfiguration": {
"LogDriver": "awslogs",
"Options": {
"awslogs-group": {
"Ref": "CloudwatchLogsGroup"
},
"awslogs-region": {
"Ref": "AWS::Region"
},
"awslogs-stream-prefix": "ecs-demo-app"
}
},
"VolumesFrom": [
{
"SourceContainer": "simple-app"
}
]
}
],
"Volum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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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ame": "my-vol"

},
"ECSALB":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
"Name": "ECSALB",
"Scheme": "internet-facing",
"LoadBalancerAttributes": [
{
"Key": "idle_timeout.timeout_seconds",
"Value": "30"
}
],
"Subnets": {
"Ref": "SubnetId"
},
"SecurityGroups": [
{
"Ref": "EcsSecurityGroup"
}
]
}
},
"ALBListen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DependsOn": "ECSServiceRole",
"Properties": {
"DefaultActions": [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
"Ref": "ECSTG"
}
}
],
"LoadBalancerArn": {
"Ref": "ECSALB"
},
"Port": "80",
"Protocol": "HTTP"
}
},
"ECSALBListenerRule":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DependsOn": "ALBListener",
"Properties": {
"Actions": [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
"Ref": "ECSTG"
}
}
],
"Conditions": [
{
"Field": "path-pattern",
"Values": [
"/"
]
}
],
"ListenerA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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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ALBListener"
},
"Priority": 1

}
},
"ECSTG":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DependsOn": "ECSALB",
"Properties": {
"HealthCheckIntervalSeconds": 10,
"HealthCheckPath": "/",
"HealthCheckProtocol": "HTTP",
"HealthCheckTimeoutSeconds": 5,
"HealthyThresholdCount": 2,
"Name": "ECSTG",
"Port": 80,
"Protocol": "HTTP",
"UnhealthyThresholdCount": 2,
"VpcId": {
"Ref": "VpcId"
}
}
},
"ECSAutoScalingGroup": {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
"VPCZoneIdentifier": {
"Ref": "SubnetId"
},
"LaunchConfigurationName": {
"Ref": "ContainerInstances"
},
"MinSize": "1",
"MaxSize": {
"Ref": "MaxSize"
},
"DesiredCapacity": {
"Ref": "DesiredCapacity"
}
},
"CreationPolicy": {
"ResourceSignal": {
"Timeout": "PT15M"
}
},
"UpdatePolicy": {
"AutoScalingReplacingUpdate": {
"WillReplace": "true"
}
}
},
"ContainerInstances": {
"Typ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Properties": {
"ImageId": {
"Fn::FindInMap": [
"AWSRegionToAMI",
{
"Ref": "AWS::Region"
},
"AMIID"
]
},
"SecurityGroups": [
{
"Ref": "EcsSecurity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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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stanceType": {
"Ref": "InstanceType"
},
"IamInstanceProfile": {
"Ref": "EC2InstanceProfile"
},
"KeyName": {
"Ref": "KeyName"
},
"UserData": {
"Fn::Base64": {
"Fn::Join": [
"",
[
"#!/bin/bash -xe\n",
"echo ECS_CLUSTER=",
{
"Ref": "ECSCluster"
},
" >> /etc/ecs/ecs.config\n",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n",
"/opt/aws/bin/cfn-signal -e $? ",
"
--stack ",
{
"Ref": "AWS::StackName"
},
"
--resource ECSAutoScalingGroup ",
"
--region ",
{
"Ref": "AWS::Region"
},
"\n"
]
]
}
}

}
},
"service": {
"Type": "AWS::ECS::Service",
"DependsOn": "ALBListener",
"Properties": {
"Cluster": {
"Ref": "ECSCluster"
},
"DesiredCount": "1",
"LoadBalancers": [
{
"ContainerName": "simple-app",
"ContainerPort": "80",
"TargetGroupArn": {
"Ref": "ECSTG"
}
}
],
"Role": {
"Ref": "ECSServiceRole"
},
"TaskDefinition": {
"Ref": "taskdefinition"
}
}
},
"ECSServiceRo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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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ecs.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ecs-service",
"PolicyDocument": {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elasticloadbalancing:DeregisterInstancesFromLoadBalancer",
"elasticloadbalancing:DeregisterTargets",
"elasticloadbalancing:Describe*",
"elasticloadbalancing:RegisterInstancesWithLoadBalancer",
"elasticloadbalancing:RegisterTargets",
"ec2:Describe*",
"ec2:AuthorizeSecurityGroupIngress"
],
"Resource": "*"
}
]
}
}
]
}
},
"ServiceScalingTarget": {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DependsOn": "service",
"Properties": {
"MaxCapacity": 2,
"MinCapacity": 1,
"ResourceId": {
"Fn::Join": [
"",
[
"service/",
{
"Ref": "ECSCluster"
},
"/",
{
"Fn::GetAtt": [
"service",
"Nam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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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leARN": {
"Fn::GetAtt": [
"AutoscalingRole",
"Arn"
]
},
"ScalableDimension": "ecs:service:DesiredCount",
"ServiceNamespace": "ecs"

}
},
"ServiceScalingPolicy": {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
"PolicyName": "AStepPolicy",
"PolicyType": "StepScaling",
"ScalingTargetId": {
"Ref": "ServiceScalingTarget"
},
"StepScalingPolicyConfiguration": {
"AdjustmentType": "PercentChangeInCapacity",
"Cooldown": 60,
"MetricAggregationType": "Average",
"StepAdjustments": [
{
"MetricIntervalLowerBound": 0,
"ScalingAdjustment": 200
}
]
}
}
},
"ALB500sAlarmScaleUp": {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EvaluationPeriods": "1",
"Statistic": "Average",
"Threshold": "10",
"AlarmDescription": "Alarm if our ALB generates too many HTTP 500s.",
"Period": "60",
"AlarmActions": [
{
"Ref": "ServiceScalingPolicy"
}
],
"Namespace": "AWS/ApplicationELB",
"Dimensions": [
{
"Name": "LoadBalancer",
"Value": {
"Fn::GetAtt": [
"ECSALB",
"LoadBalancerFullName"
]
}
}
],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MetricName": "HTTPCode_ELB_5XX_Count"
}
},
"EC2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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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ec2.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ecs-service",
"PolicyDocument": {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ecs:CreateCluster",
"ecs:DeregisterContainerInstance",
"ecs:DiscoverPollEndpoint",
"ecs:Poll",
"ecs:RegisterContainerInstance",
"ecs:StartTelemetrySession",
"ecs:Submit*",
"logs:CreateLogStream",
"logs:PutLogEvents"
],
"Resource": "*"
}
]
}
}
]

}
},
"Autoscaling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application-autoscaling.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service-autoscaling",
"PolicyDocument": {
"State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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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ffect": "Allow",
"Action": [
"application-autoscaling:*",
"cloudwatch:DescribeAlarms",
"cloudwatch:PutMetricAlarm",
"ecs:DescribeServices",
"ecs:UpdateService"
],
"Resource": "*"

},
"EC2InstanceProfile": {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Path": "/",
"Roles": [
{
"Ref": "EC2Role"
}
]
}
}

}

},
"Outputs": {
"ecsservice": {
"Value": {
"Ref": "service"
}
},
"ecscluster": {
"Value": {
"Ref": "ECSCluster"
}
},
"ECSALB": {
"Description": "Your ALB DNS URL",
"Value": {
"Fn::Join": [
"",
[
{
"Fn::GetAtt": [
"ECSALB",
"DNSName"
]
}
]
]
}
},
"taskdef": {
"Value": {
"Ref": "taskdefini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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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KeyName:
Type: 'AWS::EC2::KeyPair::KeyName'
Description: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ECS instances.
VpcId:
Type: 'AWS::EC2::VPC::Id'
Description: Select a VPC that allows instances to access the Internet.
SubnetId:
Type: 'List<AWS::EC2::Subnet::Id>'
Description: Select at least two subnets in your selected VPC.
DesiredCapacity:
Type: Number
Default: '1'
Description: Number of instances to launch in your ECS cluster.
MaxSize:
Type: Number
Default: '1'
Description: Maximum number of instances that can be launched in your ECS cluster.
InstanceType:
Description: EC2 instance type
Type: String
Default: t2.micro
AllowedValues:
- t2.micro
- t2.small
- t2.medium
- t2.large
- m3.medium
- m3.large
- m3.xlarge
- m3.2xlarge
- m4.large
- m4.xlarge
- m4.2xlarge
- m4.4xlarge
- m4.10xlarge
- c4.large
- c4.xlarge
- c4.2xlarge
- c4.4xlarge
- c4.8xlarge
- c3.large
- c3.xlarge
- c3.2xlarge
- c3.4xlarge
- c3.8xlarge
- r3.large
- r3.xlarge
- r3.2xlarge
- r3.4xlarge
- r3.8xlarge
- i2.xlarge
- i2.2xlarge
- i2.4xlarge
- i2.8xlarge
ConstraintDescription: Please choose a valid instance type.
Mappings:
AWSRegionToAMI:
us-east-1:
AMIID: ami-09bee01cc997a78a6
us-ea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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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ID: ami-0a9e12068cb98a01d
us-west-1:
AMIID: ami-0fa6c8d131a220017
us-west-2:
AMIID: ami-078c97cf1cefd1b38
eu-west-1:
AMIID: ami-0c9ef930279337028
eu-central-1:
AMIID: ami-065c1e34da68f2b02
ap-northeast-1:
AMIID: ami-02265963d1614d04d
ap-southeast-1:
AMIID: ami-0b68661b29b9e058c
ap-southeast-2:
AMIID: ami-00e4b147599c13588
Resources:
ECSCluster:
Type: 'AWS::ECS::Cluster'
Ecs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ECS Security Group
VpcId: !Ref VpcId
EcsSecurityGroupHTTPinbound:
Type: 'AWS::EC2::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GroupId: !Ref EcsSecurityGroup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EcsSecurityGroupSSHinbound:
Type: 'AWS::EC2::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GroupId: !Ref EcsSecurityGroup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0.0.0.0/0
EcsSecurityGroupALBports:
Type: 'AWS::EC2::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GroupId: !Ref EcsSecurityGroup
IpProtocol: tcp
FromPort: 31000
ToPort: 61000
SourceSecurityGroupId: !Ref EcsSecurityGroup
CloudwatchLogsGroup:
Type: 'AWS::Logs::LogGroup'
Properties:
LogGroupName: !Join
- '-'
- - ECSLogGroup
- !Ref 'AWS::StackName'
RetentionInDays: 14
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Family: !Join
- ''
- - !Ref 'AWS::StackName'
- '-ecs-demo-app'
ContainerDefinitions:
- Name: simple-app
Cpu: '10'
Essential: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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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httpd:2.4'
Memory: '300'
LogConfiguration:
LogDriver: awslogs
Options:
awslogs-group: !Ref CloudwatchLogsGroup
awslogs-region: !Ref 'AWS::Region'
awslogs-stream-prefix: ecs-demo-app
MountPoints:
- ContainerPath: /usr/local/apache2/htdocs
SourceVolume: my-vol
PortMappings:
- ContainerPort: 80
- Name: busybox
Cpu: 10
Command:
- >/bin/sh -c "while true; do echo '>html< >head< >title<Amazon ECS
Sample App>/title< >style<body {margin-top: 40px;
background-color: #333;} >/style< >/head<>body< >div
style=color:white;text-align:center< >h1<Amazon ECS Sample
App>/h1< >h2<Congratulations!>/h2< >p<Your application is now
running on a container in Amazon ECS.>/p<' < top; /bin/date < date
; echo '>/div<>/body<>/html<' < bottom; cat top date bottom <
/usr/local/apache2/htdocs/index.html ; sleep 1; done"
EntryPoint:
- sh
- '-c'
Essential: false
Image: busybox
Memory: 200
LogConfiguration:
LogDriver: awslogs
Options:
awslogs-group: !Ref CloudwatchLogsGroup
awslogs-region: !Ref 'AWS::Region'
awslogs-stream-prefix: ecs-demo-app
VolumesFrom:
- SourceContainer: simple-app
Volumes:
- Name: my-vol
ECSALB: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Name: ECSALB
Scheme: internet-facing
LoadBalancerAttributes:
- Key: idle_timeout.timeout_seconds
Value: '30'
Subnets: !Ref SubnetId
SecurityGroups:
- !Ref EcsSecurityGroup
ALBListen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DependsOn: ECSServiceRole
Properties:
Default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Ref ECSTG
LoadBalancerArn: !Ref ECSALB
Port: '80'
Protocol: HTTP
ECSALBListenerRule: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DependsOn: ALBListener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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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Ref ECSTG
Conditions:
- Field: path-pattern
Values:
- /
ListenerArn: !Ref ALBListener
Priority: 1
ECSTG: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DependsOn: ECSALB
Properties:
HealthCheckIntervalSeconds: 10
HealthCheckPath: /
HealthCheckProtocol: HTTP
HealthCheckTimeoutSeconds: 5
HealthyThresholdCount: 2
Name: ECSTG
Port: 80
Protocol: HTTP
UnhealthyThresholdCount: 2
VpcId: !Ref VpcId
ECSAutoScalingGroup: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VPCZoneIdentifier: !Ref SubnetId
LaunchConfigurationName: !Ref ContainerInstances
MinSize: '1'
MaxSize: !Ref MaxSize
DesiredCapacity: !Ref DesiredCapacity
CreationPolicy:
ResourceSignal:
Timeout: PT15M
UpdatePolicy:
AutoScalingReplacingUpdate:
WillReplace: 'true'
ContainerInstances:
Typ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Properties:
ImageId: !FindInMap
- AWSRegionToAMI
- !Ref 'AWS::Region'
- AMIID
SecurityGroups:
- !Ref EcsSecurityGroup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IamInstanceProfile: !Ref EC2InstanceProfile
KeyName: !Ref KeyName
UserData: !Base64
'Fn::Join':
- ''
- - |
#!/bin/bash -xe
- echo ECS_CLUSTER=
- !Ref ECSCluster
- |2
>> /etc/ecs/ecs.config
- |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
- '/opt/aws/bin/cfn-signal -e $? '
- '
--stack '
- !Ref 'AWS::StackName'
- '
--resource ECSAutoScalingGroup '
- '
--region '
- !Ref 'AWS::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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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vice:
Type: 'AWS::ECS::Service'
DependsOn: ALBListener
Properties:
Cluster: !Ref ECSCluster
DesiredCount: '1'
LoadBalancers:
- ContainerName: simple-app
ContainerPort: '80'
TargetGroupArn: !Ref ECSTG
Role: !Ref ECSServiceRole
TaskDefinition: !Ref taskdefinition
ECSService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ecs.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PolicyName: ecs-service
PolicyDocument: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elasticloadbalancing:DeregisterInstancesFromLoadBalancer'
- 'elasticloadbalancing:DeregisterTargets'
- 'elasticloadbalancing:Describe*'
- 'elasticloadbalancing:RegisterInstancesWithLoadBalancer'
- 'elasticloadbalancing:RegisterTargets'
- 'ec2:Describe*'
- 'ec2:AuthorizeSecurityGroupIngress'
Resource: '*'
ServiceScalingTarget: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DependsOn: service
Properties:
MaxCapacity: 2
MinCapacity: 1
ResourceId: !Join
- ''
- - service/
- !Ref ECSCluster
- /
- !GetAtt
- service
- Name
RoleARN: !GetAtt
- AutoscalingRole
- Arn
ScalableDimension: 'ecs:service:DesiredCount'
ServiceNamespace: ecs
ServiceScalingPolicy: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PolicyName: AStepPolicy
PolicyType: StepScaling
ScalingTargetId: !Ref ServiceScalingTarget
StepScalingPolicy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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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mentType: PercentChangeInCapacity
Cooldown: 60
MetricAggregationType: Average
StepAdjustments:
- MetricIntervalLowerBound: 0
ScalingAdjustment: 200
ALB500sAlarmScaleUp: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EvaluationPeriods: '1'
Statistic: Average
Threshold: '10'
AlarmDescription: Alarm if our ALB generates too many HTTP 500s.
Period: '60'
AlarmActions:
- !Ref ServiceScalingPolicy
Namespace: AWS/ApplicationELB
Dimensions:
- Name: LoadBalancer
Value: !GetAtt
- ECSALB
- LoadBalancerFullName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MetricName: HTTPCode_ELB_5XX_Count
EC2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ec2.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PolicyName: ecs-service
PolicyDocument: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ecs:CreateCluster'
- 'ecs:DeregisterContainerInstance'
- 'ecs:DiscoverPollEndpoint'
- 'ecs:Poll'
- 'ecs:RegisterContainerInstance'
- 'ecs:StartTelemetrySession'
- 'ecs:Submit*'
- 'logs:CreateLogStream'
- 'logs:PutLogEvents'
Resource: '*'
Autoscaling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application-autoscaling.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PolicyName: service-autosc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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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Document: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application-autoscaling:*'
- 'cloudwatch:DescribeAlarms'
- 'cloudwatch:PutMetricAlarm'
- 'ecs:DescribeServices'
- 'ecs:UpdateService'
Resource: '*'
EC2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Path: /
Roles:
- !Ref EC2Role
Outputs:
ecsservice:
Value: !Ref service
ecscluster:
Value: !Ref ECSCluster
ECSALB:
Description: Your ALB DNS URL
Value: !Join
- ''
- - !GetAtt
- ECSALB
- DNSName
taskdef:
Value: !Ref taskdefinition

Amazon Elastic File System 샘플 템플릿
Amazon Elastic File System(Amazon EFS)는 Amazon Elastic Compute Cloud(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
한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를 사용하면 파일을 추가하고 제거할 때마다 스토리지 용량이 자동으로 확
장 및 축소되므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스토리지가 필요할 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샘플 템플릿은 Amazon EFS 파일 시스템과 연결되는 EC2 인스턴스를 Auto Scaling 그룹에 배포합니
다. 인스턴스를 파일 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해 인스턴스에서 cfn-init 헬퍼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헬퍼 스크립트에서 nfs-utils yum 패키지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새 디렉터리를 생성한 다음 파일
시스템의 DNS 이름을 사용하여 해당 디렉터리에 파일 시스템을 탑재합니다. 파일 시스템의 DNS 이름은
Amazon EC2 인스턴스의 가용 영역에서 탑재 대상의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DNS 이름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File System 사용 설명서의 파일 시스템 탑재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템플릿에 사용자 지정 Amazon CloudWatch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템플릿은 VPC, 서브넷 및 보안 그룹을 생성합니다. 인스턴스가 파일 시스템과 통신하도록 허
용하려면 VPC에서 DNS를 활성화하고 탑재 대상과 EC2 인스턴스가 동일한 가용 영역(AZ)에 있어야 합니
다. 가용 영역은 서브넷에 의해 지정됩니다.
탑재 대상의 보안 그룹은 TCP 포트 2049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을 활성화합니다. NFSv4 클라이언트가 파일
시스템을 탑재하려면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합니다. EC2 인스턴스 및 탑재 대상의 보안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File System 사용 설명서의 보안을 참조하십시오.

Note
탑재 대상을 업데이트하여 대체될 경우 연결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인스턴스 또는 애플리케이
션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성한 커밋되지 않은 내용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중단을 방지하
려면 원하는 용량을 0으로 설정하여 탑재 대상을 업데이트할 때 인스턴스를 중지합니다. 그러면 탑
재 대상이 삭제되기 이전에 인스턴스에서 파일 시스템의 탑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탑재 업데이트
가 완료된 이후에 원하는 용량을 설정하여 후속 업데이트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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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This template creates an Amazon EFS file system and mount target and
associates it with Amazon EC2 instances in an Auto Scaling group. **WARNING** This
template creates Amazon EC2 instances and related resources. You will be billed for the
AWS resources used if you create a stack from this template.",
"Parameters": {
"InstanceType" : {
"Description" : "WebServer EC2 instance type",
"Type" : "String",
"Default" : "t2.small",
"AllowedValues" : [
"t1.micro",
"t2.nano",
"t2.micro",
"t2.small",
"t2.medium",
"t2.large",
"m1.small",
"m1.medium",
"m1.large",
"m1.xlarge",
"m2.xlarge",
"m2.2xlarge",
"m2.4xlarge",
"m3.medium",
"m3.large",
"m3.xlarge",
"m3.2xlarge",
"m4.large",
"m4.xlarge",
"m4.2xlarge",
"m4.4xlarge",
"m4.10xlarge",
"c1.medium",
"c1.xlarge",
"c3.large",
"c3.xlarge",
"c3.2xlarge",
"c3.4xlarge",
"c3.8xlarge",
"c4.large",
"c4.xlarge",
"c4.2xlarge",
"c4.4xlarge",
"c4.8xlarge",
"g2.2xlarge",
"g2.8xlarge",
"r3.large",
"r3.xlarge",
"r3.2xlarge",
"r3.4xlarge",
"r3.8xlarge",
"i2.xlarge",
"i2.2xlarge",
"i2.4xlarge",
"i2.8xlarge",
"d2.xlarge",
"d2.2xlarge",
"d2.4xlarge",
"d2.8xlarge",
"hi1.4x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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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1.8xlarge",
"cr1.8xlarge",
"cc2.8xlarge",
"cg1.4xlarge"

],
"ConstraintDescription" : "must be a valid EC2 instance type."
},
"KeyName": {
"Type": "AWS::EC2::KeyPair::KeyName",
"Description": "Name of an existing EC2 key 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EC2
instances"
},
"AsgMaxSize": {
"Type": "Number",
"Description": "Maximum size and initial desired capacity of Auto Scaling Group",
"Default": "2"
},
"SSHLocation" : {
"Description" : "The IP address range that can be used to connect to the EC2
instances by using SSH",
"Type": "String",
"MinLength": "9",
"MaxLength": "18",
"Default": "0.0.0.0/0",
"AllowedPattern": "(\\d{1,3})\\.(\\d{1,3})\\.(\\d{1,3})\\.(\\d{1,3})/(\\d{1,2})",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IP CIDR range of the form x.x.x.x/x."
},
"VolumeName" : {
"Description" : "The name to be used for the EFS volume",
"Type": "String",
"MinLength": "1",
"Default": "myEFSvolume"
},
"MountPoint" : {
"Description" : "The Linux mount point for the EFS volume",
"Type": "String",
"MinLength": "1",
"Default": "myEFSvolume"
}
},
"Mappings" : {
"AWSInstanceType2Arch" : {
"t1.micro"
: { "Arch" : "HVM64" },
"t2.nano"
: { "Arch" : "HVM64" },
"t2.micro"
: { "Arch" : "HVM64" },
"t2.small"
: { "Arch" : "HVM64" },
"t2.medium"
: { "Arch" : "HVM64" },
"t2.large"
: { "Arch" : "HVM64" },
"m1.small"
: { "Arch" : "HVM64" },
"m1.medium"
: { "Arch" : "HVM64" },
"m1.large"
: { "Arch" : "HVM64" },
"m1.xlarge"
: { "Arch" : "HVM64" },
"m2.xlarge"
: { "Arch" : "HVM64" },
"m2.2xlarge" : { "Arch" : "HVM64" },
"m2.4xlarge" : { "Arch" : "HVM64" },
"m3.medium"
: { "Arch" : "HVM64" },
"m3.large"
: { "Arch" : "HVM64" },
"m3.xlarge"
: { "Arch" : "HVM64" },
"m3.2xlarge" : { "Arch" : "HVM64" },
"m4.large"
: { "Arch" : "HVM64" },
"m4.xlarge"
: { "Arch" : "HVM64" },
"m4.2xlarge" : { "Arch" : "HVM64" },
"m4.4xlarge" : { "Arch" : "HVM64" },
"m4.10xlarge" : { "Arch" : "HVM64" },
"c1.medium"
: { "Arch" : "HVM64" },
"c1.xlarge"
: { "Arch" : "HVM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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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large"
: { "Arch" : "HVM64" },
"c3.xlarge"
: { "Arch" : "HVM64" },
"c3.2xlarge" : { "Arch" : "HVM64" },
"c3.4xlarge" : { "Arch" : "HVM64" },
"c3.8xlarge" : { "Arch" : "HVM64" },
"c4.large"
: { "Arch" : "HVM64" },
"c4.xlarge"
: { "Arch" : "HVM64" },
"c4.2xlarge" : { "Arch" : "HVM64" },
"c4.4xlarge" : { "Arch" : "HVM64" },
"c4.8xlarge" : { "Arch" : "HVM64" },
"g2.2xlarge" : { "Arch" : "HVMG2" },
"g2.8xlarge" : { "Arch" : "HVMG2" },
"r3.large"
: { "Arch" : "HVM64" },
"r3.xlarge"
: { "Arch" : "HVM64" },
"r3.2xlarge" : { "Arch" : "HVM64" },
"r3.4xlarge" : { "Arch" : "HVM64" },
"r3.8xlarge" : { "Arch" : "HVM64" },
"i2.xlarge"
: { "Arch" : "HVM64" },
"i2.2xlarge" : { "Arch" : "HVM64" },
"i2.4xlarge" : { "Arch" : "HVM64" },
"i2.8xlarge" : { "Arch" : "HVM64" },
"d2.xlarge"
: { "Arch" : "HVM64" },
"d2.2xlarge" : { "Arch" : "HVM64" },
"d2.4xlarge" : { "Arch" : "HVM64" },
"d2.8xlarge" : { "Arch" : "HVM64" },
"hi1.4xlarge" : { "Arch" : "HVM64" },
"hs1.8xlarge" : { "Arch" : "HVM64" },
"cr1.8xlarge" : { "Arch" : "HVM64" },
"cc2.8xlarge" : { "Arch" : "HVM64" }
},
"AWSRegionArch2AMI" : {
"us-east-1"
: {"HVM64" : "ami-0ff8a91507f77f867", "HVMG2" :
"ami-0a584ac55a7631c0c"},
"us-west-2"
: {"HVM64" : "ami-a0cfeed8", "HVMG2" : "ami-0e09505bc235aa82d"},
"us-west-1"
: {"HVM64" : "ami-0bdb828fd58c52235", "HVMG2" :
"ami-066ee5fd4a9ef77f1"},
"eu-west-1"
: {"HVM64" : "ami-047bb4163c506cd98", "HVMG2" :
"ami-0a7c483d527806435"},
"eu-west-2"
: {"HVM64" : "ami-f976839e", "HVMG2" : "NOT_SUPPORTED"},
"eu-west-3"
: {"HVM64" : "ami-0ebc281c20e89ba4b", "HVMG2" : "NOT_SUPPORTED"},
"eu-central-1"
: {"HVM64" : "ami-0233214e13e500f77", "HVMG2" :
"ami-06223d46a6d0661c7"},
"ap-northeast-1"
: {"HVM64" : "ami-06cd52961ce9f0d85", "HVMG2" :
"ami-053cdd503598e4a9d"},
"ap-northeast-2"
: {"HVM64" : "ami-0a10b2721688ce9d2", "HVMG2" : "NOT_SUPPORTED"},
"ap-northeast-3"
: {"HVM64" : "ami-0d98120a9fb693f07", "HVMG2" : "NOT_SUPPORTED"},
"ap-southeast-1"
: {"HVM64" : "ami-08569b978cc4dfa10", "HVMG2" :
"ami-0be9df32ae9f92309"},
"ap-southeast-2"
: {"HVM64" : "ami-09b42976632b27e9b", "HVMG2" :
"ami-0a9ce9fecc3d1daf8"},
"ap-south-1"
: {"HVM64" : "ami-0912f71e06545ad88", "HVMG2" :
"ami-097b15e89dbdcfcf4"},
"us-east-2"
: {"HVM64" : "ami-0b59bfac6be064b78", "HVMG2" : "NOT_SUPPORTED"},
"ca-central-1"
: {"HVM64" : "ami-0b18956f", "HVMG2" : "NOT_SUPPORTED"},
"sa-east-1"
: {"HVM64" : "ami-07b14488da8ea02a0", "HVMG2" : "NOT_SUPPORTED"},
"cn-north-1"
: {"HVM64" : "ami-0a4eaf6c4454eda75", "HVMG2" : "NOT_SUPPORTED"},
"cn-northwest-1"
: {"HVM64" : "ami-6b6a7d09", "HVMG2" : "NOT_SUPPORTED"}
}
},
"Resources": {
"CloudWatchPutMetricsRole" : {
"Type" : "AWS::IAM::Role",
"Properties" : {
"AssumeRolePolicyDocument" : {
"Statement" : [ {
"Effect" :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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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 {
"Service" : [ "ec2.amazonaws.com" ]
},
"Action" : [ "sts:AssumeRole" ]

} ]
},
"Path" : "/"

}
},
"CloudWatchPutMetricsRolePolicy" : {
"Type" : "AWS::IAM::Policy",
"Properties" : {
"PolicyName" : "CloudWatch_PutMetricData",
"PolicyDocument"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CloudWatchPutMetricData",
"Effect": "Allow",
"Action": ["cloudwatch:PutMetricData"],
"Resource": ["*"]
}
]
},
"Roles" : [ { "Ref" : "CloudWatchPutMetricsRole" } ]
}
},
"CloudWatchPutMetricsInstanceProfile" : {
"Type" :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
"Path" : "/",
"Roles" : [ { "Ref" : "CloudWatchPutMetricsRole" } ]
}
},
"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EnableDnsSupport" : "true",
"EnableDnsHostnames" : "true",
"CidrBlock": "10.0.0.0/16",
"Tags": [ {"Key": "Application", "Value": { "Ref": "AWS::StackId"} } ]
}
},
"InternetGateway" : {
"Type" : "AWS::EC2::InternetGateway",
"Properties" : {
"Tags" : [
{ "Key" : "Application", "Value" : { "Ref" : "AWS::StackName" } },
{ "Key" : "Network", "Value" : "Public" }
]
}
},
"GatewayToInternet" : {
"Type" :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 {
"VpcId" : { "Ref" : "VPC" },
"InternetGatewayId" : { "Ref" : "InternetGateway" }
}
},
"RouteTable":{
"Type":"AWS::EC2::RouteTable",
"Properties":{
"VpcId": {"Ref":"VPC"}
}
},
"SubnetRouteTableAss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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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 {
"RouteTableId" : {"Ref":"RouteTable"},
"SubnetId" : {"Ref":"Subnet"}
}
},
"InternetGatewayRoute": {
"Type":"AWS::EC2::Route",
"Properties":{
"DestinationCidrBlock":"0.0.0.0/0",
"RouteTableId":{"Ref":"RouteTable"},
"GatewayId":{"Ref":"InternetGateway"}
}
},
"Subnet":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VpcId": { "Ref": "VPC" },
"CidrBlock": "10.0.0.0/24",
"Tags": [ { "Key": "Application", "Value": { "Ref": "AWS::StackId" } } ]
}
},
"Instance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VpcId": { "Ref": "VPC" },
"GroupDescription": "Enable SSH access via port 22",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 "Ref":
"SSHLocation" } },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
]
}
},
"MountTarget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VpcId": { "Ref": "VPC" },
"GroupDescription": "Security group for mount target",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tcp",
"FromPort": 2049,
"ToPort": 2049,
"CidrIp": "0.0.0.0/0"
}
]
}
},
"FileSystem": {
"Type": "AWS::EFS::FileSystem",
"Properties": {
"PerformanceMode": "generalPurpose",
"FileSystemTags": [
{
"Key": "Name",
"Value": { "Ref" : "VolumeName" }
}
]
}
},
"MountTarget": {
"Type": "AWS::EFS::MountTarget",
"Properties": {
"FileSystemId": { "Ref": "FileSystem" },
"SubnetId": { "Ref": "Sub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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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Groups": [ { "Ref": "MountTargetSecurityGroup" } ]
}
},
"LaunchConfiguration": {
"Typ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Metadata" : {
"AWS::CloudFormation::Init" : {
"configSets" : {
"MountConfig" : [ "setup", "mount" ]
},
"setup" : {
"packages" : {
"yum" : {
"nfs-utils" : []
}
},
"files" : {
"/home/ec2-user/post_nfsstat" : {
"content" : { "Fn::Join" : [ "", [
"#!/bin/bash\n",
"\n",
"INPUT=\"$(cat)\"\n",
"CW_JSON_OPEN='{ \"Namespace\": \"EFS\", \"MetricData\": [ '\n",
"CW_JSON_CLOSE=' ] }'\n",
"CW_JSON_METRIC=''\n",
"METRIC_COUNTER=0\n",
"\n",
"for COL in 1 2 3 4 5 6; do\n",
"\n",
" COUNTER=0\n",
" METRIC_FIELD=$COL\n",
" DATA_FIELD=$(($COL+($COL-1)))\n",
"\n",
" while read line; do\n",
"
if [[ COUNTER -gt 0 ]]; then\n",
"\n",
"
LINE=`echo $line | tr -s ' ' `\n",
"
AWS_COMMAND=\"aws cloudwatch put-metric-data --region ",
{ "Ref": "AWS::Region" }, "\"\n",
"
MOD=$(( $COUNTER % 2))\n",
"\n",
"
if [ $MOD -eq 1 ]; then\n",
"
METRIC_NAME=`echo $LINE | cut -d ' ' -f $METRIC_FIELD`\n",
"
else\n",
"
METRIC_VALUE=`echo $LINE | cut -d ' ' -f $DATA_FIELD`\n",
"
fi\n",
"\n",
"
if [[ -n \"$METRIC_NAME\" && -n \"$METRIC_VALUE\" ]]; then\n",
"
INSTANCE_ID=$(curl -s http://169.254.169.254/latest/metadata/instance-id)\n",
"
CW_JSON_METRIC=\"$CW_JSON_METRIC { \\\"MetricName\\\": \\
\"$METRIC_NAME\\\", \\\"Dimensions\\\": [{\\\"Name\\\": \\\"InstanceId\\\", \\\"Value\\\":
\\\"$INSTANCE_ID\\\"} ], \\\"Value\\\": $METRIC_VALUE },\"\n",
"
unset METRIC_NAME\n",
"
unset METRIC_VALUE\n",
"\n",
"
METRIC_COUNTER=$((METRIC_COUNTER+1))\n",
"
if [ $METRIC_COUNTER -eq 20 ]; then\n",
"
# 20 is max metric collection size, so we have to submit
here\n",
"
aws cloudwatch put-metric-data --region ", { "Ref":
"AWS::Region" }, " --cli-input-json \"`echo $CW_JSON_OPEN ${CW_JSON_METRIC%?}
$CW_JSON_CLOSE`\"\n",
"\n",
"
# reset\n",
"
METRIC_COUNTER=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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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W_JSON_METRIC=''\n",
"
fi\n",
"
fi \n",
"\n",
"\n",
"\n",
"
COUNTER=$((COUNTER+1))\n",
"
fi\n",
"\n",
"
if [[ \"$line\" == \"Client nfs v4:\" ]]; then\n",
"
# the next line is the good stuff \n",
"
COUNTER=$((COUNTER+1))\n",
"
fi\n",
" done <<< \"$INPUT\"\n",
"done\n",
"\n",
"# submit whatever is left\n",
"aws cloudwatch put-metric-data --region ", { "Ref": "AWS::Region" },
" --cli-input-json \"`echo $CW_JSON_OPEN ${CW_JSON_METRIC%?} $CW_JSON_CLOSE`\""
] ] },
"mode": "000755",
"owner": "ec2-user",
"group": "ec2-user"
},
"/home/ec2-user/crontab" : {
"content" : { "Fn::Join" : [ "", [
"* * * * * /usr/sbin/nfsstat | /home/ec2-user/post_nfsstat\n"
] ] },
"owner": "ec2-user",
"group": "ec2-user"
}
},
"commands" : {
"01_createdir" : {
"command" : {"Fn::Join" : [ "", [ "mkdir /", { "Ref" : "MountPoint" }]]}
}
}
},
"mount" : {
"commands" : {
"01_mount" : {
"command" : { "Fn::Sub": "sudo mount -t nfs4 -o
nfsvers=4.1,rsize=1048576,wsize=1048576,hard,timeo=600,retrans=2 ${FileSystem}.efs.
${AWS::Region}.amazonaws.com:/ /${MountPoint}"}
},
"02_permissions" : {
"command" : {"Fn::Join" : [ "", [ "chown ec2-user:ec2-user /", { "Ref" :
"MountPoint" }]]}
}
}
}
}
},
"Properties": {
"AssociatePublicIpAddress" : true,
"ImageId": {
"Fn::FindInMap": [ "AWSRegionArch2AMI", { "Ref": "AWS::Region" }, {
"Fn::FindInMap": [ "AWSInstanceType2Arch", { "Ref": "InstanceType" }, "Arch" ]
} ]
},
"InstanceType": { "Ref": "InstanceType" },
"KeyName": { "Ref": "KeyName" },
"SecurityGroups": [ { "Ref": "InstanceSecurityGroup" } ],
"IamInstanceProfile" : { "Ref" : "CloudWatchPutMetricsInstanceProfile" },
"UserData"
: { "Fn::Base64" : { "Fn::Join" : ["", [
"#!/bin/bash -x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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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 install -y aws-cfn-bootstrap\n",
"/opt/aws/bin/cfn-init -v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LaunchConfiguration ",
"
--configsets MountConfig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crontab /home/ec2-user/crontab\n",
"/opt/aws/bin/cfn-signal -e $?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AutoScalingGroup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
}
},
"AutoScalingGroup": {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DependsOn": ["MountTarget", "GatewayToInternet"],
"CreationPolicy" : {
"ResourceSignal" : {
"Timeout" : "PT15M",
"Count"
: { "Ref": "AsgMaxSize" }
}
},
"Properties": {
"VPCZoneIdentifier": [ { "Ref": "Subnet" } ],
"LaunchConfigurationName": { "Ref": "LaunchConfiguration" },
"MinSize": "1",
"MaxSize": { "Ref": "AsgMaxSize" },
"DesiredCapacity": { "Ref": "AsgMaxSize" },
"Tags": [ {
"Key": "Name",
"Value": "EFS FileSystem Mounted Instance",
"PropagateAtLaunch": "true"
} ]
}
}

}

},
"Outputs" : {
"MountTargetID" : {
"Description" : "Mount target ID",
"Value" : { "Ref" : "MountTarget" }
},
"FileSystemID" : {
"Description" : "File system ID",
"Value" : { "Ref" : "FileSystem"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This template creates an Amazon EFS file system and mount target and
associates it with Amazon EC2 instances in an Auto Scaling group. **WARNING** This
template creates Amazon EC2 instances and related resources. You will be billed
for the AWS resources used if you create a stack from this template.
Parameters:
InstanceType:
Description: WebServer EC2 instance type
Type: String
Default: t2.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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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wedValues:
- t1.micro
- t2.nano
- t2.micro
- t2.small
- t2.medium
- t2.large
- m1.small
- m1.medium
- m1.large
- m1.xlarge
- m2.xlarge
- m2.2xlarge
- m2.4xlarge
- m3.medium
- m3.large
- m3.xlarge
- m3.2xlarge
- m4.large
- m4.xlarge
- m4.2xlarge
- m4.4xlarge
- m4.10xlarge
- c1.medium
- c1.xlarge
- c3.large
- c3.xlarge
- c3.2xlarge
- c3.4xlarge
- c3.8xlarge
- c4.large
- c4.xlarge
- c4.2xlarge
- c4.4xlarge
- c4.8xlarge
- g2.2xlarge
- g2.8xlarge
- r3.large
- r3.xlarge
- r3.2xlarge
- r3.4xlarge
- r3.8xlarge
- i2.xlarge
- i2.2xlarge
- i2.4xlarge
- i2.8xlarge
- d2.xlarge
- d2.2xlarge
- d2.4xlarge
- d2.8xlarge
- hi1.4xlarge
- hs1.8xlarge
- cr1.8xlarge
- cc2.8xlarge
- cg1.4xlarge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EC2 instance type.
KeyName:
Type: AWS::EC2::KeyPair::KeyName
Description: Name of an existing EC2 key 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ECS
instances
AsgMaxSize:
Type: Number
Description: Maximum size and initial desired capacity of Auto Scaling Group
Default: '2'
SSHLocation:
Description: The IP address range that can be used to connect to the EC2 in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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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tring
MinLength: '9'
MaxLength: '18'
Default: 0.0.0.0/0
AllowedPattern: "(\\d{1,3})\\.(\\d{1,3})\\.(\\d{1,3})\\.(\\d{1,3})/(\\d{1,2})"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IP CIDR range of the form x.x.x.x/x.
VolumeName:
Description: The name to be used for the EFS volume
Type: String
MinLength: '1'
Default: myEFSvolume
MountPoint:
Description: The Linux mount point for the EFS volume
Type: String
MinLength: '1'
Default: myEFSvolume
Mappings:
AWSInstanceType2Arch:
t1.micro:
Arch: HVM64
t2.nano:
Arch: HVM64
t2.micro:
Arch: HVM64
t2.small:
Arch: HVM64
t2.medium:
Arch: HVM64
t2.large:
Arch: HVM64
m1.small:
Arch: HVM64
m1.medium:
Arch: HVM64
m1.large:
Arch: HVM64
m1.xlarge:
Arch: HVM64
m2.xlarge:
Arch: HVM64
m2.2xlarge:
Arch: HVM64
m2.4xlarge:
Arch: HVM64
m3.medium:
Arch: HVM64
m3.large:
Arch: HVM64
m3.xlarge:
Arch: HVM64
m3.2xlarge:
Arch: HVM64
m4.large:
Arch: HVM64
m4.xlarge:
Arch: HVM64
m4.2xlarge:
Arch: HVM64
m4.4xlarge:
Arch: HVM64
m4.10xlarge:
Arch: HVM64
c1.medium:
Arch: HVM64
c1.x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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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 HVM64
c3.large:
Arch: HVM64
c3.xlarge:
Arch: HVM64
c3.2xlarge:
Arch: HVM64
c3.4xlarge:
Arch: HVM64
c3.8xlarge:
Arch: HVM64
c4.large:
Arch: HVM64
c4.xlarge:
Arch: HVM64
c4.2xlarge:
Arch: HVM64
c4.4xlarge:
Arch: HVM64
c4.8xlarge:
Arch: HVM64
g2.2xlarge:
Arch: HVMG2
g2.8xlarge:
Arch: HVMG2
r3.large:
Arch: HVM64
r3.xlarge:
Arch: HVM64
r3.2xlarge:
Arch: HVM64
r3.4xlarge:
Arch: HVM64
r3.8xlarge:
Arch: HVM64
i2.xlarge:
Arch: HVM64
i2.2xlarge:
Arch: HVM64
i2.4xlarge:
Arch: HVM64
i2.8xlarge:
Arch: HVM64
d2.xlarge:
Arch: HVM64
d2.2xlarge:
Arch: HVM64
d2.4xlarge:
Arch: HVM64
d2.8xlarge:
Arch: HVM64
hi1.4xlarge:
Arch: HVM64
hs1.8xlarge:
Arch: HVM64
cr1.8xlarge:
Arch: HVM64
cc2.8xlarge:
Arch: HVM64
AWSRegionArch2AMI:
us-east-1:
HVM64: ami-0ff8a91507f77f867
HVMG2: ami-0a584ac55a7631c0c
us-west-2:
HVM64: ami-a0cfeed8
HVMG2: ami-0e09505bc235aa8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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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west-1:
HVM64: ami-0bdb828fd58c52235
HVMG2: ami-066ee5fd4a9ef77f1
eu-west-1:
HVM64: ami-047bb4163c506cd98
HVMG2: ami-0a7c483d527806435
eu-west-2:
HVM64: ami-f976839e
HVMG2: NOT_SUPPORTED
eu-west-3:
HVM64: ami-0ebc281c20e89ba4b
HVMG2: NOT_SUPPORTED
eu-central-1:
HVM64: ami-0233214e13e500f77
HVMG2: ami-06223d46a6d0661c7
ap-northeast-1:
HVM64: ami-06cd52961ce9f0d85
HVMG2: ami-053cdd503598e4a9d
ap-northeast-2:
HVM64: ami-0a10b2721688ce9d2
HVMG2: NOT_SUPPORTED
ap-northeast-3:
HVM64: ami-0d98120a9fb693f07
HVMG2: NOT_SUPPORTED
ap-southeast-1:
HVM64: ami-08569b978cc4dfa10
HVMG2: ami-0be9df32ae9f92309
ap-southeast-2:
HVM64: ami-09b42976632b27e9b
HVMG2: ami-0a9ce9fecc3d1daf8
ap-south-1:
HVM64: ami-0912f71e06545ad88
HVMG2: ami-097b15e89dbdcfcf4
us-east-2:
HVM64: ami-0b59bfac6be064b78
HVMG2: NOT_SUPPORTED
ca-central-1:
HVM64: ami-0b18956f
HVMG2: NOT_SUPPORTED
sa-east-1:
HVM64: ami-07b14488da8ea02a0
HVMG2: NOT_SUPPORTED
cn-north-1:
HVM64: ami-0a4eaf6c4454eda75
HVMG2: NOT_SUPPORTED
cn-northwest-1:
HVM64: ami-6b6a7d09
HVMG2: NOT_SUPPORTED
Resources:
CloudWatchPutMetrics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ec2.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CloudWatchPutMetricsRolePolicy: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PolicyName: CloudWatch_PutMetricData
Policy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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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012-10-17'
Statement:
- Sid: CloudWatchPutMetricData
Effect: Allow
Action:
- cloudwatch:PutMetricData
Resource:
- "*"
Roles:
- Ref: CloudWatchPutMetricsRole
CloudWatchPutMetrics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Path: "/"
Roles:
- Ref: CloudWatchPutMetricsRole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CidrBlock: 10.0.0.0/16
Tags:
- Key: Application
Value:
Ref: AWS::StackId
InternetGateway:
Type: AWS::EC2::InternetGateway
Properties:
Tags:
- Key: Application
Value:
Ref: AWS::StackName
- Key: Network
Value: Public
GatewayToInternet:
Type: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VpcId:
Ref: VPC
InternetGatewayId:
Ref: InternetGateway
RouteTable:
Type: AWS::EC2::RouteTable
Properties:
VpcId:
Ref: VPC
SubnetRouteTableAssoc:
Type: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RouteTableId:
Ref: RouteTable
SubnetId:
Ref: Subnet
InternetGatewayRoute:
Type: AWS::EC2::Route
Properties:
DestinationCidrBlock: 0.0.0.0/0
RouteTableId:
Ref: RouteTable
GatewayId:
Ref: InternetGateway
Subnet: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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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VPC
CidrBlock: 10.0.0.0/24
Tags:
- Key: Application
Value:
Ref: AWS::StackId
Instance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VpcId:
Ref: VPC
GroupDescription: Enable SSH access via port 22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Ref: SSHLocation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MountTarget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VpcId:
Ref: VPC
GroupDescription: Security group for mount target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2049
ToPort: 2049
CidrIp: 0.0.0.0/0
FileSystem:
Type: AWS::EFS::FileSystem
Properties:
PerformanceMode: generalPurpose
FileSystemTags:
- Key: Name
Value:
Ref: VolumeName
MountTarget:
Type: AWS::EFS::MountTarget
Properties:
FileSystemId:
Ref: FileSystem
SubnetId:
Ref: Subnet
SecurityGroups:
- Ref: MountTargetSecurityGroup
LaunchConfiguration:
Typ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Metadata:
AWS::CloudFormation::Init:
configSets:
MountConfig:
- setup
- mount
setup:
packages:
yum:
nfs-utils: []
files:
"/home/ec2-user/post_nfsstat":
content: !Sub |
#!/bin/b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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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cat)"
CW_JSON_OPEN='{ "Namespace": "EFS", "MetricData": [ '
CW_JSON_CLOSE=' ] }'
CW_JSON_METRIC=''
METRIC_COUNTER=0
for COL in 1 2 3 4 5 6; do
COUNTER=0
METRIC_FIELD=$COL
DATA_FIELD=$(($COL+($COL-1)))
while read line; do
if [[ COUNTER -gt 0 ]]; then
LINE=`echo $line | tr -s ' ' `
AWS_COMMAND="aws cloudwatch put-metric-data --region ${AWS::Region}"
MOD=$(( $COUNTER % 2))
if [ $MOD -eq 1 ]; then
METRIC_NAME=`echo $LINE | cut -d ' ' -f $METRIC_FIELD`
else
METRIC_VALUE=`echo $LINE | cut -d ' ' -f $DATA_FIELD`
fi
if [[ -n "$METRIC_NAME" && -n "$METRIC_VALUE" ]]; then
INSTANCE_ID=$(curl -s http://169.254.169.254/latest/meta-data/

instance-id)

CW_JSON_METRIC="$CW_JSON_METRIC { \"MetricName\": \"$METRIC_NAME\",
\"Dimensions\": [{\"Name\": \"InstanceId\", \"Value\": \"$INSTANCE_ID\"} ], \"Value\":
$METRIC_VALUE },"
unset METRIC_NAME
unset METRIC_VALUE

METRIC_COUNTER=$((METRIC_COUNTER+1))
if [ $METRIC_COUNTER -eq 20 ]; then
# 20 is max metric collection size, so we have to submit here
aws cloudwatch put-metric-data --region ${AWS::Region} --cliinput-json "`echo $CW_JSON_OPEN ${!CW_JSON_METRIC%?} $CW_JSON_CLOSE`"
# reset
METRIC_COUNTER=0
CW_JSON_METRIC=''

fi

fi

COUNTER=$((COUNTER+1))

fi

if [[ "$line" == "Client nfs v4:" ]]; then
# the next line is the good stuff
COUNTER=$((COUNTER+1))
fi
done <<< "$INPUT"
done
# submit whatever is left
aws cloudwatch put-metric-data --region ${AWS::Region} --cli-input-json
"`echo $CW_JSON_OPEN ${!CW_JSON_METRIC%?} $CW_JSON_CLOSE`"
mode: '000755'
owner: ec2-user
group: ec2-user
"/home/ec2-user/cron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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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 * * * /usr/sbin/nfsstat | /home/ec2-user/post_nfsstat\n"
owner: ec2-user
group: ec2-user
commands:
01_createdir:
command: !Sub "mkdir /${MountPoint}"
mount:
commands:
01_mount:
command: !Sub >
mount -t nfs4 -o nfsvers=4.1 ${FileSystem}.efs.
${AWS::Region}.amazonaws.com:/ /${MountPoint}
02_permissions:
command: !Sub "chown ec2-user:ec2-user /${MountPoint}"
Properties:
AssociatePublicIpAddress: true
ImageId:
Fn::FindInMap:
- AWSRegionArch2AMI
- Ref: AWS::Region
- Fn::FindInMap:
- AWSInstanceType2Arch
- Ref: InstanceType
- Arch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KeyName:
Ref: KeyName
SecurityGroups:
- Ref: InstanceSecurityGroup
IamInstanceProfile:
Ref: CloudWatchPutMetricsInstanceProfile
UserData:
Fn::Base64: !Sub |
#!/bin/bash -xe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
/opt/aws/bin/cfn-init -v --stack ${AWS::StackName} --resource LaunchConfiguration
--configsets MountConfig --region ${AWS::Region}
crontab /home/ec2-user/crontab
/opt/aws/bin/cfn-signal -e $? --stack ${AWS::StackName} --resource
AutoScalingGroup --region ${AWS::Region}
AutoScalingGroup: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DependsOn:
- MountTarget
- GatewayToInternet
CreationPolicy:
ResourceSignal:
Timeout: PT15M
Count:
Ref: AsgMaxSize
Properties:
VPCZoneIdentifier:
- Ref: Subnet
LaunchConfigurationName:
Ref: LaunchConfiguration
MinSize: '1'
MaxSize:
Ref: AsgMaxSize
DesiredCapacity:
Ref: AsgMaxSize
Tags:
- Key: Name
Value: EFS FileSystem Mounted Instance
PropagateAtLaunch: 'true'
Out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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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TargetID:
Description: Mount target ID
Value:
Ref: MountTarget
FileSystemID:
Description: File system ID
Value:
Ref: FileSystem

Elastic Beanstalk 템플릿 코드 조각
Elastic Beanstalk 사용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인프라에 관계없이 AWS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신속
하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샘플 템플릿은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Elastic Beanstalk
리소스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lastic Beanstalk 샘플 PHP
다음 샘플 템플릿은 Amazon S3 버킷에 저장되어 있는 샘플 PHP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또한 이 환
경은 최소 두 개 및 최대 여섯 개의 Amazon EC2 인스턴스가 있는 Auto Scaling, 로드 밸런싱 환경입니다.
solution-stack을 솔루션 스택 이름(플랫폼 버전)으로 바꿉니다. 사용 가능한 솔루션 스택 목록을 보려면
AWS CLI 명령 aws elasticbeanstalk list-available-solution-stacks를 사용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ampleApplication": {
"Type":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Properties": {
"Description": "AWS Elastic Beanstalk Sample Application"
}
},
"sampleApplicationVersion": {
"Type":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Version",
"Properties": {
"ApplicationName": { "Ref": "sampleApplication" },
"Description": "AWS ElasticBeanstalk Sample Application Version",
"SourceBundle": {
"S3Bucket": { "Fn::Join": [ "-", [ "elasticbeanstalk-samples", { "Ref":
"AWS::Region" } ] ] },
"S3Key": "php-newsample-app.zip"
}
}
},
"sampleConfigurationTemplate": {
"Type":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Properties": {
"ApplicationName": { "Ref": "sampleApplication" },
"Description": "AWS ElasticBeanstalk Sample Configuration Template",
"OptionSettings": [
{
"Namespace": "aws:autoscaling:asg",
"OptionName": "MinSize",
"Value": "2"
},
{
"Namespace": "aws:autoscaling:asg",
"OptionName": "MaxSize",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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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OptionName": "EnvironmentType",
"Value": "LoadBalanced"

},
{

"Namespac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OptionName": "IamInstanceProfile",
"Value": {"Ref": "MyInstanceProfile"}

}
],
"SolutionStackName": "solution-stack"

}
},
"sampleEnvironment": {
"Type":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Properties": {
"ApplicationName": { "Ref": "sampleApplication" },
"Description": "AWS ElasticBeanstalk Sample Environment",
"TemplateName": { "Ref": "sampleConfigurationTemplate" },
"VersionLabel": { "Ref": "sampleApplicationVersion" }
}
}
},
"MyInstance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T00:00:00.000Z",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ec2.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Description": "Beanstalk EC2 role",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AWSElasticBeanstalkWebTier",
"arn:aws:iam::aws:policy/AWSElasticBeanstalkMulticontainerDocker",
"arn:aws:iam::aws:policy/AWSElasticBeanstalkWorkerTier"
]
}
},
"MyInstanceProfile": {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Ref": "MyInstanceProfile"}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ampleApplication:
Type: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Properties:
Description: AWS Elastic Beanstalk Sample Application
sampleApplicationVersion:
Type: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Version
Properties:
Application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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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sampleApplication
Description: AWS ElasticBeanstalk Sample Application Version
SourceBundle:
S3Bucket: !Sub "elasticbeanstalk-samples-${AWS::Region}"
S3Key: php-newsample-app.zip
sampleConfigurationTemplate:
Type: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sampleApplication
Description: AWS ElasticBeanstalk Sample Configuration Template
OptionSettings:
- Namespace: aws:autoscaling:asg
OptionName: MinSize
Value: '2'
- Namespace: aws:autoscaling:asg
OptionName: MaxSize
Value: '6'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OptionName: EnvironmentType
Value: LoadBalanced
- Namespac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OptionName: IamInstanceProfile
Value: !Ref MyInstanceProfile
SolutionStackName: solution-stack
sampleEnvironment:
Type: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sampleApplication
Description: AWS ElasticBeanstalk Sample Environment
TemplateName:
Ref: sampleConfigurationTemplate
VersionLabel:
Ref: sampleApplicationVersion
MyInstance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ec2.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Description: Beanstalk EC2 role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AWSElasticBeanstalkWebTier
- arn:aws:iam::aws:policy/AWSElasticBeanstalkMulticontainerDocker
- arn:aws:iam::aws:policy/AWSElasticBeanstalkWorkerTier
My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Roles:
- !Ref MyInstanceRole

Elastic Load Balancing 템플릿 코드 조각
Elastic Load Balancing 로드 밸런서 리소스
이 예에서는 리스너가 하나이고 인스턴스가 없는 Elastic Load Balancing 로드 밸런서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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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MyLoadBalancer" : {
"Type"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 {
"AvailabilityZones" : [ "us-east-1a" ],
"Listeners" : [ {
"LoadBalancerPort" : "80",
"InstancePort" : "80",
"Protocol" : "HTTP"
} ]
}
}

YAML
My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AvailabilityZones:
- "us-east-1a"
Listeners:
- LoadBalancerPort: '80'
InstancePort: '80'
Protocol: HTTP

상태 확인을 사용하는 Elastic Load Balancing 로드 밸런서 리소스
이 예에서는 Amazon EC2 인스턴스가 두 개이고, 리스너가 하나이고, 상태 확인을 사용하는 Elastic Load
Balancing 로드 밸런서를 보여줍니다.

JSON
"MyLoadBalancer" : {
"Type"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 {
"AvailabilityZones" : [ "us-east-1a" ],
"Instances" : [
{ "Ref" : "logical name of AWS::EC2::Instance resource 1" },
{ "Ref" : "logical name of AWS::EC2::Instance resource 2" }
],
"Listeners" : [ {
"LoadBalancerPort" : "80",
"InstancePort" : "80",
"Protocol" : "HTTP"
} ],

}

}

"HealthCheck" : {
"Target" : "HTTP:80/",
"HealthyThreshold" : "3",
"UnhealthyThreshold" : "5",
"Interval" : "30",
"Timeout" : "5"
}

YAML
MyLoadBal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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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AvailabilityZones:
- "us-east-1a"
Instances:
- Ref: logical name of AWS::EC2::Instance resource 1
- Ref: logical name of AWS::EC2::Instance resource 2
Listeners:
- LoadBalancerPort: '80'
InstancePort: '80'
Protocol: HTTP
HealthCheck:
Target: HTTP:80/
HealthyThreshold: '3'
UnhealthyThreshold: '5'
Interval: '30'
Timeout: '5'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템플릿 코드 조
각
이 단원에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템플릿 조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제
• IAM 사용자 리소스 선언 (p. 542)
• IAM 액세스 키 리소스 선언 (p. 544)
• IAM 그룹 리소스 선언 (p. 545)
• 그룹에 사용자 추가 (p. 546)
• IAM 정책 선언 (p. 547)
• Amazon S3 버킷 정책 선언 (p. 548)
• Amazon SNS 주제 정책 선언 (p. 549)
• Amazon SQS 정책 선언 (p. 550)
• IAM 역할 템플릿의 예 (p. 550)

Important
IAM 리소스가 포함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 또는 업데이트하는 경우 IAM 기능의 사용을
승인해야 합니다. 템플릿에서 IAM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을 통한 액세스 제어 (p. 5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IAM 사용자 리소스 선언
이 코드 조각에서는 IAM 사용자를 생성하기 위해 AWS::IAM::User 리소스를 선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경로("/")와 암호가 포함된 로그인 프로파일(myP@ssW0rd)로 선언됩니다.
정책 문서 giveaccesstoqueueonly는 Amazon SQS 대기열 리소스 myqueue에 대해 모든 Amazon SQS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고 기타 모든 Amazon SQS 대기열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거
부합니다. Fn::GetAtt (p. 6542) 함수는 AWS::SQS::Queue 리소스 myqueue의 Arn 속성을 가져옵니
다.
Amazon SNS 주제 리소스 mytopic에 대해 모든 Amazon SNS 작업을 수행하고 기타 모든 Amazon SNS 리
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할 수 있는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 문서 giveaccesstotopiconly가 사
용자에게 추가됩니다. Ref (p. 6562) 함수는 AWS::SNS::Topic 리소스 mytopic의 ARN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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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myuser" : {
"Type" : "AWS::IAM::User",
"Properties" : {
"Path" : "/",
"LoginProfile" : {
"Password" : "myP@ssW0rd"
},
"Policies" : [ {
"PolicyName" : "giveaccesstoqueueonly",
"PolicyDocument"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
"Effect" : "Allow",
"Action" : [ "sqs:*" ],
"Resource" : [ {
"Fn::GetAtt" : [ "myqueue", "Arn" ]
} ]
}, {
"Effect" : "Deny",
"Action" : [ "sqs:*" ],
"NotResource" : [ {
"Fn::GetAtt" : [ "myqueue", "Arn" ]
} ]
}
] }
}, {
"PolicyName" : "giveaccesstotopiconly",
"PolicyDocument"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
"Effect" : "Allow",
"Action" : [ "sns:*" ],
"Resource" : [ { "Ref" : "mytopic" } ]
}, {
"Effect" : "Deny",
"Action" : [ "sns:*" ],
"NotResource" : [ { "Ref" : "mytopic" } ]
} ]
}
} ]
}
}

YAML
myuser:
Type: AWS::IAM::User
Properties:
Path: "/"
LoginProfile:
Password: myP@ssW0rd
Policies:
- PolicyName: giveaccesstoqueueonl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qs:*
Resource:
- !GetAtt myqueu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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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 Deny
Action:
- sqs:*
NotResource:
- !GetAtt myqueue.Arn
- PolicyName: giveaccesstotopiconl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ns:*
Resource:
- !Ref mytopic
- Effect: Deny
Action:
- sns:*
NotResource:
- !Ref mytopic

IAM 액세스 키 리소스 선언
이 코드 조각은 AWS::IAM::AccessKey 리소스를 보여줍니다. myaccesskey 리소스는 액세스 키를 생성
하여 템플릿에 AWS::IAM::User 리소스로 선언된 IAM 사용자에게 할당합니다.

JSON
"myaccesskey" : {
"Type" : "AWS::IAM::AccessKey",
"Properties" : {
"UserName" : { "Ref" : "myuser" }
}
}

YAML
myaccesskey:
Type: AWS::IAM::AccessKey
Properties:
UserName:
!Ref myuser

AWS::IAM::AccessKey 함수를 사용하여 Fn::GetAtt (p. 6542) 리소스에 대한 보안 키를 가져올 수 있
습니다. AWS 액세스 키에 대한 비밀 키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은 액세스 키를 생성할 때입니다. 보안
키는 Output 값에 보안 키를 입력한 경우에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면 액세스 키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다음 Output 값 선언에서는 myaccesskey에 대한 액세스 키 및 보안 키를 가져옵니다.

JSON
"AccessKeyformyaccesskey" : {
"Value" : { "Ref" : "myaccesskey" }
},
"SecretKeyformyaccesskey" : {
"Value" : {
"Fn::GetAtt" : [ "myaccesskey", "SecretAccessKey" ]
}
}

API 버전 2010-05-15
54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IAM

YAML
AccessKeyformyaccesskey:
Value:
!Ref myaccesskey
SecretKeyformyaccesskey:
Value: !GetAtt myaccesskey.SecretAccessKey

또한 템플릿에 정의된 Amazon EC2 인스턴스 또는 Auto Scaling 그룹에 AWS 액세스 키 및 비밀 키를 전달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AWS::EC2::Instance 선언에서는 UserData 속성을 사용하여 myaccesskey 리
소스에 대한 액세스 키 및 보안 키를 전달합니다.

JSON
"my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AvailabilityZone" : "us-east-1a",
"ImageId" : "ami-0ff8a91507f77f867",
"UserData" : {
"Fn::Base64" : {
"Fn::Join" : [
"", [
"ACCESS_KEY=", {
"Ref" : "myaccesskey"
},
"&",
"SECRET_KEY=",
{
"Fn::GetAtt" : [
"myaccesskey",
"SecretAccessKey"
]
}
]
]
}
}
}
}

YAML
my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AvailabilityZone: "us-east-1a"
ImageId: ami-0ff8a91507f77f867
UserData:
Fn::Base64: !Sub "ACCESS_KEY=${myaccesskey}&SECRET_KEY=
${myaccesskey.SecretAccessKey}"

IAM 그룹 리소스 선언
이 코드 조각은 AWS::IAM::Group 리소스를 보여줍니다. 그룹에는 경로("/myapplication/")가 있습
니다. 그룹의 사용자가 Amazon SQS 대기열 리소스 myqueue에 대해 모든 Amazon SQS 작업을 수행하
고 myqueue를 제외한 기타 모든 Amazon SQ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정책 문서
myapppolicy가 그룹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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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에 정책을 할당하려면 IAM에는 해당 리소스에 대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이 필요합니다. 코드
조각에서 Fn::GetAtt (p. 6542) 함수는 AWS::SQS::Queue 리소스 대기열의 ARN을 가져옵니다.

JSON
"mygroup" : {
"Type" : "AWS::IAM::Group",
"Properties" : {
"Path" : "/myapplication/",
"Policies" : [ {
"PolicyName" : "myapppolicy",
"PolicyDocument"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
"Effect" : "Allow",
"Action" : [ "sqs:*" ],
"Resource" : [ {
"Fn::GetAtt" : [ "myqueue", "Arn" ]
} ]
},
{
"Effect" : "Deny",
"Action" : [ "sqs:*" ],
"NotResource" : [ { "Fn::GetAtt" : [ "myqueue", "Arn" ] } ]
}
] }
} ]
}
}

YAML
mygroup:
Type: AWS::IAM::Group
Properties:
Path: "/myapplication/"
Policies:
- PolicyName: myapppolic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qs:*
Resource: !GetAtt myqueue.Arn
- Effect: Deny
Action:
- sqs:*
NotResource: !GetAtt myqueue.Arn

그룹에 사용자 추가
AWS::IAM::UserToGroupAddition 리소스는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다음 코드 조각에서
addUserToGroup 리소스는 기존 사용자 existinguser1과 템플릿에 AWS::IAM::User 리소스로 선언
된 사용자 myuser를 기존 그룹 myexistinggroup2에 추가합니다.

JSON
"addUserToGroup" : {
"Type" : "AWS::IAM::UserToGroup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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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
"GroupName" : "myexistinggroup2",
"Users" : [ "existinguser1", { "Ref" : "myuser" } ]
}

YAML
addUserToGroup:
Type: AWS::IAM::UserToGroupAddition
Properties:
GroupName: myexistinggroup2
Users:
- existinguser1
- !Ref myuser

IAM 정책 선언
이 코드 조각은 mypolicy라는 AWS::IAM::Policy 리소스를 사용하여 정책을 생성해 여러 그룹에 적용
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mypolicy 리소스에는 ARN PolicyDocument으로 표시되는 S3 버킷에 있는 객
체에 대해 GetObject, PutObject 및 PutObjectAcl 작업을 허용하는 arn:aws:s3:::myAWSBucket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ypolicy 리소스는 기존 그룹 myexistinggroup1와(과) 템플릿에
AWS::IAM::Group 리소스로 선언된 mygroup 그룹에 정책을 적용합니다. 이 예에서는 Groups 속성을 사
용하여 그룹에 정책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지만 대신 Users 속성을 사용하여 사용자 목록에 정책 문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Important
AWS::IAM::Policy 리소스에 선언 (p. 547)되어 있는 Amazon SNS 정책 작업은
AWS::SNS::TopicPolicy 리소스에 선언 (p. 549)되어 있는 Amazon SNS 주제의 정책 작업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sns:Unsubscribe 및 sns:SetSubscriptionAttributes 정책 작업은
AWS::IAM::Policy 리소스에 사용할 수 있지만 AWS::SNS::TopicPolicy 리소스에는 유효하
지 않습니다. AWS::IAM::Policy 리소스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Amazon SNS 정책 작업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SNS 정책에 대한
특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JSON
"mypolicy" : {
"Type" : "AWS::IAM::Policy",
"Properties" : {
"PolicyName" : "mygrouppolicy",
"PolicyDocument"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
"Effect" : "Allow",
"Action" : [
"s3:GetObject" , "s3:PutObject" , "s3:PutObjectAcl" ],
"Resource" : "arn:aws:s3:::myAWSBucket/*"
} ]
},
"Groups" : [ "myexistinggroup1", { "Ref" : "mygroup" } ]
}
}

YAML
my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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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IAM::Policy
Properties:
PolicyName: mygrouppolic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3:GetObject
- s3:PutObject
- s3:PutObjectAcl
Resource: arn:aws:s3:::myAWSBucket/*
Groups:
- myexistinggroup1
- !Ref mygroup

Amazon S3 버킷 정책 선언
이 코드 조각은 AWS::S3::BucketPolicy 리소스를 사용하여 정책을 생성해 Amazon S3 버킷에 적
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mybucketpolicy 리소스는 user1 IAM 사용자가 정책이 적용되는 S3 버
킷의 모든 객체에 대해 GetObject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정책 문서를 선언합니다. 코드 조각에
서 Fn::GetAtt (p. 6542) 함수는 user1 리소스의 ARN을 가져옵니다. mybucketpolicy 리소스는
AWS::S3::BucketPolicy 리소스 mybucket에 정책을 적용합니다. Ref (p. 6562) 함수는 mybucket 리
소스의 버킷 이름을 가져옵니다.

JSON
"mybucketpolicy" : {
"Type" :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 {
"PolicyDocument" : {
"Id" : "MyPolicy",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
"Sid" : "ReadAccess",
"Action" : [ "s3:GetObject" ],
"Effect" : "Allow",
"Resource" : { "Fn::Join" : [
"", [ "arn:aws:s3:::", { "Ref" : "mybucket" } , "/*" ]
] },
"Principal" : {
"AWS" : { "Fn::GetAtt" : [ "user1", "Arn" ] }
}
} ]
},
"Bucket" : { "Ref" : "mybucket" }
}
}

YAML
my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PolicyDocument:
Id: MyPolicy
Version: '2012-10-17'
Statement:
- Sid: ReadAccess
Action:
- s3:Get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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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Allow
Resource: !Sub "arn:aws:s3:::${mybucket}/*"
Principal:
AWS: !GetAtt user1.Arn
Bucket: !Ref mybucket

Amazon SNS 주제 정책 선언
이 코드 조각은 AWS::SNS::TopicPolicy 리소스를 사용하여 정책을 생성해 Amazon SNS 주제
에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mysnspolicy 리소스에는 AWS::IAM::User 리소스 myuser가
AWS::SNS::Topic 리소스 mytopic에 대해 Publish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PolicyDocument 속
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 조각에서 Fn::GetAtt (p. 6542) 함수는 myuser 리소스의 ARN을 가져
오고, Ref (p. 6562) 함수는 mytopic 리소스의 ARN을 가져옵니다.

Important
AWS::IAM::Policy 리소스에 선언 (p. 547)되어 있는 Amazon SNS 정책 작업은
AWS::SNS::TopicPolicy 리소스에 선언 (p. 549)되어 있는 Amazon SNS 주제의 정책 작업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sns:Unsubscribe 및 sns:SetSubscriptionAttributes 정책 작업은
AWS::IAM::Policy 리소스에 사용할 수 있지만 AWS::SNS::TopicPolicy 리소스에는 유효하
지 않습니다. AWS::IAM::Policy 리소스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Amazon SNS 정책 작업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SNS 정책에 대한
특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JSON
"mysnspolicy" : {
"Type" : "AWS::SNS::TopicPolicy",
"Properties" : {
"PolicyDocument" : {
"Id" : "MyTopicPolicy",
"Version" : "2012-10-17",
"Statement" : [ {
"Sid" : "My-statement-id",
"Effect" : "Allow",
"Principal" : {
"AWS" : { "Fn::GetAtt" : [ "myuser", "Arn" ] }
},
"Action" : "sns:Publish",
"Resource" : "*"
} ]
},
"Topics" : [ { "Ref" : "mytopic" } ]
}
}

YAML
mysnspolicy:
Type: AWS::SNS::TopicPolicy
Properties:
PolicyDocument:
Id: MyTopicPolicy
Version: '2012-10-17'
Statement:
- Sid: My-statement-id
Effect: Allow
Principal:
AWS: !GetAtt myuser.Arn
Action: sns:Pub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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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
Topics:
- !Ref mytopic

Amazon SQS 정책 선언
이 코드 조각은 AWS::SQS::QueuePolicy 리소스를 사용하여 정책을 생성해 Amazon SQS 대기열에 적
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PolicyDocument 속성은 기존 사용자 myapp(ARN으로 지정됨)가 기존 대기열
(URL로 지정됨) 및 AWS::SQS::Queue 리소스 myqueue에 대해 SendMessage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합
니다. Ref (p. 6562) 함수는 myqueue 리소스 URL을 가져옵니다.

JSON
"mysqspolicy" : {
"Type" : "AWS::SQS::QueuePolicy",
"Properties" : {
"PolicyDocument" : {
"Id" : "MyQueuePolicy",
"Version" : "2012-10-17",
"Statement" : [ {
"Sid" : "Allow-User-SendMessage",
"Effect" : "Allow",
"Principal" : {
"AWS" : "arn:aws:iam::123456789012:user/myapp"
},
"Action" : [ "sqs:SendMessage" ],
"Resource" : "*"
} ]
},
"Queues" : [
"https://sqs.us-east-2.amazonaws.com/123456789012/myexistingqueue",
{ "Ref" : "myqueue" }
]
}
}

YAML
mysqspolicy:
Type: AWS::SQS::QueuePolicy
Properties:
PolicyDocument:
Id: MyQueuePolicy
Version: '2012-10-17'
Statement:
- Sid: Allow-User-SendMessage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123456789012:user/myapp
Action:
- sqs:SendMessage
Resource: "*"
Queues:
- https://sqs.us-east-2.amazonaws.com/123456789012/myexistingqueue
- !Ref myqueue

IAM 역할 템플릿의 예
이 섹션에서는 EC2 인스턴스에 대한 CloudFormation 역할의 IAM 템플릿 예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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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사용 설명서의 역할 작업을 참조하
세요.

EC2 관련 IAM 역할
이 예에서 인스턴스 프로파일은 EC2 인스턴스의 IamInstanceProfile 속성에서 참조합니다. 인스턴스
정책 및 역할 정책 둘 다에서 AWS::IAM::Role을 참조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myEC2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Version": "2009-05-15",
"Properties": {
"ImageId": "ami-0ff8a91507f77f867",
"InstanceType": "m1.small",
"Monitoring": "true",
"DisableApiTermination": "false",
"IamInstanceProfile": {
"Ref": "RootInstanceProfile"
}
}
},
"Root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ec2.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
},
"RolePolicies": {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 ]
},
"Roles": [ { "Ref": "RootRole" } ]
}
},
"RootInstanceProfile": {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Path": "/",
"Roles": [ { "Ref": "RootRo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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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Version: '2009-05-15'
Properties:
ImageId: ami-0ff8a91507f77f867
InstanceType: m1.small
Monitoring: 'true'
DisableApiTermination: 'false'
IamInstanceProfile:
!Ref RootInstanceProfile
Root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ec2.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RolePolicies: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Roles:
- !Ref RootRole
Root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Path: "/"
Roles:
- !Ref RootRole

AutoScaling 그룹 관련 IAM 역할
이 예에서 인스턴스 프로파일은 AutoScaling 그룹 시작 구성의 IamInstanceProfile 속성에서 참조합니
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myLCOne": {
"Typ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Version":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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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
"ImageId": "ami-0ff8a91507f77f867",
"InstanceType": "m1.small",
"InstanceMonitoring": "true",
"IamInstanceProfile": { "Ref": "RootInstanceProfile" }
}

}

}

},
"myASGrpOne": {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Version": "2009-05-15",
"Properties": {
"AvailabilityZones": [ "us-east-1a" ],
"LaunchConfigurationName": { "Ref": "myLCOne" },
"MinSize": "0",
"MaxSize": "0",
"HealthCheckType": "EC2",
"HealthCheckGracePeriod": "120"
}
},
"Root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ec2.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
},
"RolePolicies": {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 ]
},
"Roles": [ { "Ref": "RootRole" } ]
}
},
"RootInstanceProfile": {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Path": "/",
"Roles": [ { "Ref": "RootRole"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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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COne:
Typ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Version: '2009-05-15'
Properties:
ImageId: ami-0ff8a91507f77f867
InstanceType: m1.small
InstanceMonitoring: 'true'
IamInstanceProfile:
!Ref RootInstanceProfile
myASGrpOne: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Version: '2009-05-15'
Properties:
AvailabilityZones:
- "us-east-1a"
LaunchConfigurationName:
!Ref myLCOne
MinSize: '0'
MaxSize: '0'
HealthCheckType: EC2
HealthCheckGracePeriod: '120'
Root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ec2.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RolePolicies: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Roles:
- !Ref RootRole
Root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Path: "/"
Roles:
- !Ref RootRole

AWS Lambda 템플릿
다음 템플릿에서는 AWS Lambda(Lambda) 함수와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사용하여 기존 보안 그룹 목록에
새 보안 그룹을 추가합니다. 이 함수는 목록에 새 보안 그룹과 기존 보안 그룹이 모두 포함되도록 보안 그룹
의 목록을 동적으로 빌드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안 그룹의 목록을 파라미터 값으로 전
달하고, 새 값을 목록에 추가한 다음 모든 값을 EC2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Lambda 함수 리소스 유
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Lambda::Function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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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WS CloudFormation에서 AllSecurityGroups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생성할 때 AWS
CloudFormation에서는 AppendItemToListFunction Lambda 함수를 호출합니다. AWS CloudFormation
이 기존 보안 그룹의 목록과 새 보안 그룹(NewSecurityGroup)을 함수에 전달하여 새 보안 그룹을 목록에
추가한 다음 수정된 목록을 반환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수정된 목록을 사용하여 모든 보안 그
룹을 MyEC2Instance 리소스에 연결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
"ExistingSecurityGroups" : {
"Type" : "List<AWS::EC2::SecurityGroup::Id>"
},
"ExistingVPC" : {
"Type" : "AWS::EC2::VPC::Id",
"Description" : "The VPC ID that includes the security groups in the
ExistingSecurityGroups parameter."
},
"InstanceType" : {
"Type" : "String",
"Default" : "t2.micro",
"AllowedValues" : ["t2.micro", "m1.small"]
}
},
"Mappings": {
"AWSInstanceType2Arch" : {
"t2.micro"
: { "Arch" : "HVM64" },
"m1.small"
: { "Arch" : "HVM64"
}
},
"AWSRegionArch2AMI" : {
"us-east-1"
: {"HVM64"
"ami-0a584ac55a7631c0c"},
"us-west-2"
: {"HVM64"
"us-west-1"
: {"HVM64"
"ami-066ee5fd4a9ef77f1"},
"eu-west-1"
: {"HVM64"
"ami-0a7c483d527806435"},
"eu-central-1"
: {"HVM64"
"ami-06223d46a6d0661c7"},
"ap-northeast-1"
: {"HVM64"
"ami-053cdd503598e4a9d"},
"ap-southeast-1"
: {"HVM64"
"ami-0be9df32ae9f92309"},
"ap-southeast-2"
: {"HVM64"
"ami-0a9ce9fecc3d1daf8"},
"sa-east-1"
: {"HVM64"
"cn-north-1"
: {"HVM64"
}

: "ami-0ff8a91507f77f867", "HVMG2" :
: "ami-a0cfeed8", "HVMG2" : "ami-0e09505bc235aa82d"},
: "ami-0bdb828fd58c52235", "HVMG2" :
: "ami-047bb4163c506cd98", "HVMG2" :
: "ami-0233214e13e500f77", "HVMG2" :
: "ami-06cd52961ce9f0d85", "HVMG2" :
: "ami-08569b978cc4dfa10", "HVMG2" :
: "ami-09b42976632b27e9b", "HVMG2" :
: "ami-07b14488da8ea02a0", "HVMG2" : "NOT_SUPPORTED"},
: "ami-0a4eaf6c4454eda75", "HVMG2" : "NOT_SUPPORTED"}

},
"Resources" : {
"SecurityGroup" : {
"Type" :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 "Allow HTTP traffic to the host",
"VpcId" : {"Ref" : "ExistingVPC"},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 "tcp",
"FromPort" : 80,
"ToPort" : 80,
"CidrIp" : "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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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GroupEgress" : [{
"IpProtocol" : "tcp",
"FromPort" : 80,
"ToPort" : 80,
"CidrIp" : "0.0.0.0/0"
}]

}
},
"AllSecurityGroups": {
"Type": "Custom::Split",
"Properties": {
"ServiceToken": { "Fn::GetAtt" : ["AppendItemToListFunction", "Arn"] },
"List": { "Ref" : "ExistingSecurityGroups" },
"AppendedItem": { "Ref" : "SecurityGroup" }
}
},
"AppendItemToListFunction": {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
"Handler": "index.handler",
"Role": { "Fn::GetAtt" : ["LambdaExecutionRole", "Arn"] },
"Code": {
"ZipFile": { "Fn::Join": ["", [
"var response = require('cfn-response');",
"exports.handler = function(event, context) {",
"
var responseData = {Value: event.ResourceProperties.List};",
"
responseData.Value.push(event.ResourceProperties.AppendedItem);",
"
response.send(event, context, response.SUCCESS, responseData);",
"};"
]]}
},
"Runtime": "nodejs8.10"
}
},
"MyEC2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ImageId": { "Fn::FindInMap": [ "AWSRegionArch2AMI", { "Ref": "AWS::Region" },
{ "Fn::FindInMap": [
"AWSInstanceType2Arch", { "Ref": "InstanceType" }, "Arch" ] } ]
},
"SecurityGroupIds" : { "Fn::GetAtt": [ "AllSecurityGroups", "Value" ] },
"InstanceType" : { "Ref" : "InstanceType" }
}
},
"Lambda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lambda.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
},
"Path": "/",
"Policies":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logs:*"], "Resource":
"arn:aws:logs:*:*:*" }]
}
}]
}
}
},
"Outpu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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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SecurityGroups" : {
"Description" : "Security Group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EC2 instance",
"Value" : { "Fn::Join" : [ ", ", { "Fn::GetAtt": [ "AllSecurityGroups", "Value"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ExistingSecurityGroups:
Type: List<AWS::EC2::SecurityGroup::Id>
ExistingVPC:
Type: AWS::EC2::VPC::Id
Description: The VPC ID that includes the security groups in the ExistingSecurityGroups
parameter.
InstanceType:
Type: String
Default: t2.micro
AllowedValues:
- t2.micro
- m1.small
Mappings:
AWSInstanceType2Arch:
t2.micro:
Arch: HVM64
m1.small:
Arch: HVM64
AWSRegionArch2AMI:
us-east-1:
HVM64: ami-0ff8a91507f77f867
HVMG2: ami-0a584ac55a7631c0c
us-west-2:
HVM64: ami-a0cfeed8
HVMG2: ami-0e09505bc235aa82d
us-west-1:
HVM64: ami-0bdb828fd58c52235
HVMG2: ami-066ee5fd4a9ef77f1
eu-west-1:
HVM64: ami-047bb4163c506cd98
HVMG2: ami-0a7c483d527806435
eu-central-1:
HVM64: ami-0233214e13e500f77
HVMG2: ami-06223d46a6d0661c7
ap-northeast-1:
HVM64: ami-06cd52961ce9f0d85
HVMG2: ami-053cdd503598e4a9d
ap-southeast-1:
HVM64: ami-08569b978cc4dfa10
HVMG2: ami-0be9df32ae9f92309
ap-southeast-2:
HVM64: ami-09b42976632b27e9b
HVMG2: ami-0a9ce9fecc3d1daf8
sa-east-1:
HVM64: ami-07b14488da8ea02a0
HVMG2: NOT_SUPPORTED
cn-north-1:
HVM64: ami-0a4eaf6c4454eda75
HVMG2: NOT_SUPPORTED
Resources:
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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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GroupDescription: Allow HTTP traffic to the host
VpcId:
Ref: ExistingVPC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SecurityGroupE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AllSecurityGroups:
Type: Custom::Split
Properties:
ServiceToken: !GetAtt AppendItemToListFunction.Arn
List:
Ref: ExistingSecurityGroups
AppendedItem:
Ref: SecurityGroup
AppendItemToListFunction: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Handler: index.handler
Role: !GetAtt LambdaExecutionRole.Arn
Code:
ZipFile: !Sub |
var response = require('cfn-response');
exports.handler = function(event, context) {
var responseData = {Value: event.ResourceProperties.List};
responseData.Value.push(event.ResourceProperties.AppendedItem);
response.send(event, context, response.SUCCESS, responseData);
};
Runtime: nodejs8.10
My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Fn::FindInMap:
- AWSRegionArch2AMI
- Ref: AWS::Region
- Fn::FindInMap:
- AWSInstanceType2Arch
- Ref: InstanceType
- Arch
SecurityGroupIds: !GetAtt AllSecurityGroups.Value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Lambda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lambda.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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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logs:*
Resource: arn:aws:logs:*:*:*

Outputs:
AllSecurityGroups:
Description: Security Group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EC2 instance
Value:
Fn::Join:
- ", "
- Fn::GetAtt:
- AllSecurityGroups
- Value

AWS OpsWorks 템플릿 코드 조각
AWS OpsWorks는 소프트웨어 구성, 애플리케이션 배포, 조정 및 모니터링과 같은 다양한 작업을 간소화하
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입니다. AWS CloudFormation은 AWS OpsWorks 스택, 계층, 앱 및 인스턴스와
같은 AWS OpsWorks 리소스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관리 서비스입니다.

AWS OpsWorks 샘플 PHP 앱
다음 예제 템플릿은 퍼블릭 Git 리포지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샘플 AWS OpsWorks PHP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스택에는 서버 전반에 걸쳐 수신 트래픽을 균등하게 배포하는 로드 밸런서와 함께 두 개의 애플
리케이션 서버가 포함됩니다. 스택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백엔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포함됩니다.
샘플 AWS OpsWorks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OpsWorks User Guide에서 연습: 애플리케
이션 서버 스택을 생성하여 AWS AWS OpsWorks 기본 사항 학습을 참조하세요.

Note
ServiceRoleArn 및 DefaultInstanceProfileArn 속성은 AWS OpsWorks를 처음으로 사용
한 후에 생성되는 IAM 역할을 참조합니다.
이 예에서는 NoEcho 속성이 true로 설정된 MysqlRootPassword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NoEcho 속성
을 true로 설정한 경우, CloudFormation은 스택 또는 스택 이벤트를 설명하는 모든 호출에 대해 별표(*****)
로 마스킹 처리된 파라미터 값을 반환합니다.

Important
AWS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스토어 또는 AWS Secrets Manager와 같이 CloudFormation 외
부에서 저장 및 관리되는 민감한 정보를 참조하려면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직접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대신 스택 템플릿에 있는 동적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을 참조하십시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ServiceRole": {
"Default": "aws-opsworks-service-role",
"Description": "The OpsWorks service role",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64",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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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nceRole": {
"Default": "aws-opsworks-ec2-role",
"Description": "The OpsWorks instance role",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64",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AppName": {
"Default": "myapp",
"Description": "The app name",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64",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MysqlRootPassword" : {
"Description" : "MysqlRootPassword",
"NoEcho" : "true",
"Type" : "String"
}
},
"Resources": {
"myStack": {
"Type": "AWS::OpsWorks::Stack",
"Properties": {
"Name": {
"Ref": "AWS::StackName"
},
"ServiceRoleArn": {
"Fn::Join": [
"", ["arn:aws:iam::", {"Ref": "AWS::AccountId"},
":role/", {"Ref": "ServiceRole"}]
]
},
"DefaultInstanceProfileArn": {
"Fn::Join": [
"", ["arn:aws:iam::", {"Ref": "AWS::AccountId"},
":instance-profile/", {"Ref": "InstanceRole"}]
]
},
"UseCustomCookbooks": "true",
"CustomCookbooksSource": {
"Type": "git",
"Url": "git://github.com/amazonwebservices/opsworks-example-cookbooks.git"
}
}
},
"myLayer": {
"Type": "AWS::OpsWorks::Layer",
"DependsOn": "myApp",
"Properties": {
"StackId": {"Ref": "myStack"},
"Type": "php-app",
"Shortname" : "php-app",
"EnableAutoHealing" : "true",
"AutoAssignElasticIps" : "false",
"AutoAssignPublicIps" : "true",
"Name": "MyPHPApp",
"CustomRecipes" : {
"Configure" : ["phpapp::app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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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BLayer" : {
"Type" : "AWS::OpsWorks::Layer",
"DependsOn": "myApp",
"Properties" : {
"StackId" : {"Ref":"myStack"},
"Type" : "db-master",
"Shortname" : "db-layer",
"EnableAutoHealing" : "true",
"AutoAssignElasticIps" : "false",
"AutoAssignPublicIps" : "true",
"Name" : "MyMySQL",
"CustomRecipes" : {
"Setup" : ["phpapp::dbsetup"]
},
"Attributes" : {
"MysqlRootPassword" : {"Ref":"MysqlRootPassword"},
"MysqlRootPasswordUbiquitous": "true"
},
"VolumeConfigurations":[{"MountPoint":"/vol/mysql","NumberOfDisks":1,"Size":10}]
}
},
"ELBAttachment" : {
"Type" : "AWS::OpsWorks::ElasticLoadBalancerAttachment",
"Properties" : {
"ElasticLoadBalancerName" : { "Ref" : "ELB" },
"LayerId" : { "Ref" : "myLayer" }
}
},
"ELB" :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
"AvailabilityZones": { "Fn::GetAZs" : "" } ,
"Listeners": [{
"LoadBalancerPort": "80",
"InstancePort": "80",
"Protocol": "HTTP",
"InstanceProtocol": "HTTP"
}],
"HealthCheck": {
"Target": "HTTP:80/",
"HealthyThreshold": "2",
"UnhealthyThreshold": "10",
"Interval": "30",
"Timeout": "5"
}
}
},
"myAppInstance1": {
"Type": "AWS::OpsWorks::Instance",
"Properties": {
"StackId": {"Ref": "myStack"},
"LayerIds": [{"Ref": "myLayer"}],
"InstanceType": "m1.small"
}
},
"myAppInstance2": {
"Type": "AWS::OpsWorks::Instance",
"Properties": {
"StackId": {"Ref": "myStack"},
"LayerIds": [{"Ref": "myLayer"}],
"InstanceType": "m1.sma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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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DBInstance": {
"Type": "AWS::OpsWorks::Instance",
"Properties": {
"StackId": {"Ref": "myStack"},
"LayerIds": [{"Ref": "DBLayer"}],
"InstanceType": "m1.small"
}
},
"myApp" : {
"Type" : "AWS::OpsWorks::App",
"Properties" : {
"StackId" : {"Ref":"myStack"},
"Type" : "php",
"Name" : {"Ref": "AppName"},
"AppSource" : {
"Type" : "git",
"Url" : "git://github.com/amazonwebservices/opsworks-demo-php-simple-app.git",
"Revision" : "version2"
},
"Attributes" : {
"DocumentRoot" : "web"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ServiceRole:
Default: aws-opsworks-service-role
Description: The OpsWorks service role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64'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InstanceRole:
Default: aws-opsworks-ec2-role
Description: The OpsWorks instance role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64'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AppName:
Default: myapp
Description: The app name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64'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MysqlRootPassword:
Description: MysqlRootPassword
NoEcho: 'true'
Type: String
Resources:
my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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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OpsWorks::Stack
Properties:
Name:
Ref: AWS::StackName
ServiceRoleArn: !Sub "arn:aws:iam::${AWS::AccountId}:role/${ServiceRole}"
DefaultInstanceProfileArn: !Sub "arn:aws:iam::${AWS::AccountId}:instance-profile/
${InstanceRole}"
UseCustomCookbooks: 'true'
CustomCookbooksSource:
Type: git
Url: git://github.com/amazonwebservices/opsworks-example-cookbooks.git
myLayer:
Type: AWS::OpsWorks::Layer
DependsOn: myApp
Properties:
StackId:
Ref: myStack
Type: php-app
Shortname: php-app
EnableAutoHealing: 'true'
AutoAssignElasticIps: 'false'
AutoAssignPublicIps: 'true'
Name: MyPHPApp
CustomRecipes:
Configure:
- phpapp::appsetup
DBLayer:
Type: AWS::OpsWorks::Layer
DependsOn: myApp
Properties:
StackId:
Ref: myStack
Type: db-master
Shortname: db-layer
EnableAutoHealing: 'true'
AutoAssignElasticIps: 'false'
AutoAssignPublicIps: 'true'
Name: MyMySQL
CustomRecipes:
Setup:
- phpapp::dbsetup
Attributes:
MysqlRootPassword:
Ref: MysqlRootPassword
MysqlRootPasswordUbiquitous: 'true'
VolumeConfigurations:
- MountPoint: "/vol/mysql"
NumberOfDisks: 1
Size: 10
ELBAttachment:
Type: AWS::OpsWorks::ElasticLoadBalancerAttachment
Properties:
ElasticLoadBalancerName:
Ref: ELB
LayerId:
Ref: myLayer
ELB: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AvailabilityZones:
Fn::GetAZs: ''
Listeners:
- LoadBalancerPort: '80'
InstancePort: '80'
Protocol: HTTP
InstanceProtocol: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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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heck:
Target: HTTP:80/
HealthyThreshold: '2'
UnhealthyThreshold: '10'
Interval: '30'
Timeout: '5'
myAppInstance1:
Type: AWS::OpsWorks::Instance
Properties:
StackId:
Ref: myStack
LayerIds:
- Ref: myLayer
InstanceType: m1.small
myAppInstance2:
Type: AWS::OpsWorks::Instance
Properties:
StackId:
Ref: myStack
LayerIds:
- Ref: myLayer
InstanceType: m1.small
myDBInstance:
Type: AWS::OpsWorks::Instance
Properties:
StackId:
Ref: myStack
LayerIds:
- Ref: DBLayer
InstanceType: m1.small
myApp:
Type: AWS::OpsWorks::App
Properties:
StackId:
Ref: myStack
Type: php
Name:
Ref: AppName
AppSource:
Type: git
Url: git://github.com/amazonwebservices/opsworks-demo-php-simple-app.git
Revision: version2
Attributes:
DocumentRoot: web

Amazon Redshift 템플릿 코드 조각
Amazon Redshift는 클라우드에서 완벽하게 관리되는 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입니다.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다음 샘플 템플릿은 스택 생성 시 지정된 파라미터 값에 따라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클러
스터와 연결된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은 사용자 활동 로깅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이 템플릿은 템플릿에
정의된 Amazon VPC에서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를 시작합니다. VPC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포함되
어 있어 인터넷에서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러스터와 인터넷 게이트웨이 간에 통신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통신은 라우팅 테이블 항목을 통해 활성화합니다.

Note
템플릿에는 IsMultiNodeCluster 파라미터 값이 NumberOfNodes로 설정된 경우에만
ClusterType 파라미터가 선언되는 multi-node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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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에서는 NoEcho 속성이 true로 설정된 MysqlRootPassword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NoEcho 속성
을 true로 설정한 경우, 아래 지정된 위치에 저장된 정보를 제외하고 CloudFormation은 스택 또는 스택 이
벤트를 설명하는 모든 호출에 대해 별표(*****)로 마스킹 처리된 파라미터 값을 반환합니다.

Important
NoEcho 속성을 사용해도 다음에 저장된 정보는 마스킹되지 않습니다.
• Metadata 템플릿 섹션입니다. CloudFormation은 Metadata 섹션에 포함된 정보를 변환,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십시오.
• Outputs 템플릿 섹션. 자세한 내용은 출력을 참조하십시오.
• 리소스 정의의 Metadata 속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타데이터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암호나 보안 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Important
AWS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스토어 또는 AWS Secrets Manager와 같이 CloudFormation 외
부에서 저장 및 관리되는 민감한 정보를 참조하려면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직접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대신 스택 템플릿에 있는 동적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을 참조하십시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
"DatabaseName" : {
"Description" : "The name of the first database to be created when the cluster is
created",
"Type" : "String",
"Default" : "dev",
"AllowedPattern" : "([a-z]|[0-9])+"
},
"ClusterType" : {
"Description" : "The type of cluster",
"Type" : "String",
"Default" : "single-node",
"AllowedValues" : [ "single-node", "multi-node" ]
},
"NumberOfNodes" : {
"Description" : "The number of compute nodes in the cluster. For multi-node clusters,
the NumberOfNodes parameter must be greater than 1",
"Type" : "Number",
"Default" : "1"
},
"NodeType" : {
"Description" : "The type of node to be provisioned",
"Type" : "String",
"Default" : "ds2.xlarge",
"AllowedValues" : [ "ds2.xlarge", "ds2.8xlarge", "dc1.large", "dc1.8xlarge" ]
},
"MasterUsername" : {
"Description" : "The user name that is associated with the master user account for
the cluster that is being created",
"Type" : "String",
"Default" : "defaultuser",
"AllowedPattern" : "([a-z])([a-z]|[0-9])*"
},
"MasterUserPassword" : {
"Description" : "The password that is associated with the master user account for the
cluster that is being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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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 "String",
"NoEcho" : "true"
},
"InboundTraffic" : {
"Description" : "Allow inbound traffic to the cluster from this CIDR range.",
"Type" : "String",
"MinLength": "9",
"MaxLength": "18",
"Default" : "0.0.0.0/0",
"AllowedPattern" : "(\\d{1,3})\\.(\\d{1,3})\\.(\\d{1,3})\\.(\\d{1,3})/(\\d{1,2})",
"ConstraintDescription" : "must be a valid CIDR range of the form x.x.x.x/x."
},
"PortNumber" : {
"Description" : "The port number on which the cluster accepts incoming connections.",
"Type" : "Number",
"Default" : "5439"
}

},
"Conditions" : {
"IsMultiNodeCluster" : {
"Fn::Equals" : [{ "Ref" : "ClusterType" }, "multi-node" ]
}
},
"Resources" : {
"RedshiftCluster" : {
"Type" : "AWS::Redshift::Cluster",
"DependsOn" : "AttachGateway",
"Properties" : {
"ClusterType" : { "Ref" : "ClusterType" },
"NumberOfNodes" : { "Fn::If" : [ "IsMultiNodeCluster", { "Ref" :
"NumberOfNodes" }, { "Ref" : "AWS::NoValue" }]},
"NodeType" : { "Ref" : "NodeType" },
"DBName" : { "Ref" : "DatabaseName" },
"MasterUsername" : { "Ref" : "Master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 "Ref" : "MasterUserPassword" },
"ClusterParameterGroupName" : { "Ref" : "RedshiftClusterParameterGroup" },
"VpcSecurityGroupIds" : [ { "Ref" : "SecurityGroup" } ],
"ClusterSubnetGroupName" : { "Ref" : "RedshiftClusterSubnetGroup" },
"PubliclyAccessible" : "true",
"Port" : { "Ref" : "PortNumber" }
}
},
"RedshiftClusterParameterGroup" : {
"Type" : "AWS::Redshift::ClusterParameterGroup",
"Properties" : {
"Description" : "Cluster parameter group",
"ParameterGroupFamily" : "redshift-1.0",
"Parameters" : [{
"ParameterName" : "enable_user_activity_logging",
"ParameterValue" : "true"
}]
}
},
"RedshiftClusterSubnetGroup" : {
"Type" : "AWS::Redshift::ClusterSubnetGroup",
"Properties" : {
"Description" : "Cluster subnet group",
"SubnetIds" : [ { "Ref" : "PublicSubnet" } ]
}
},
"VPC" : {
"Type" : "AWS::EC2::VPC",
"Properties" : {
"CidrBlock" : "10.0.0.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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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Subnet" : {
"Type" : "AWS::EC2::Subnet",
"Properties" : {
"CidrBlock" : "10.0.0.0/24",
"VpcId" : { "Ref" : "VPC" }
}
},
"SecurityGroup" : {
"Type" :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 "Security group",
"SecurityGroupIngress" : [ {
"CidrIp" : { "Ref": "InboundTraffic" },
"FromPort" : { "Ref" : "PortNumber" },
"ToPort" : { "Ref" : "PortNumber" },
"IpProtocol" : "tcp"
} ],
"VpcId" : { "Ref" : "VPC" }
}
},
"myInternetGateway" : {
"Type" : "AWS::EC2::InternetGateway"
},
"AttachGateway" : {
"Type" :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 {
"VpcId" : { "Ref" : "VPC" },
"InternetGatewayId" : { "Ref" : "myInternetGateway" }
}
},
"PublicRouteTable" : {
"Type" : "AWS::EC2::RouteTable",
"Properties" : {
"VpcId" : {
"Ref" : "VPC"
}
}
},
"PublicRoute" : {
"Type" : "AWS::EC2::Route",
"DependsOn" : "AttachGateway",
"Properties" : {
"RouteTableId" : {
"Ref" : "PublicRouteTable"
},
"DestinationCidrBlock" : "0.0.0.0/0",
"GatewayId" : {
"Ref" : "myInternetGateway"
}
}
},
"PublicSubnetRouteTableAssociation" : {
"Type" :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 {
"SubnetId" : {
"Ref" : "PublicSubnet"
},
"RouteTableId" : {
"Ref" : "PublicRouteTable"
}
}
}

},
"Outputs" : {
"ClusterEndpoint" : {
"Description" : "Cluster end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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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 { "Fn::Join" : [ ":", [ { "Fn::GetAtt" : [ "RedshiftCluster",
"Endpoint.Address" ] }, { "Fn::GetAtt" : [ "RedshiftCluster", "Endpoint.Port" ] } ] ] }
},
"ClusterName" : {
"Description" : "Name of cluster",
"Value" : { "Ref" : "RedshiftCluster" }
},
"ParameterGroupName" : {
"Description" : "Name of parameter group",
"Value" : { "Ref" : "RedshiftClusterParameterGroup" }
},
"RedshiftClusterSubnetGroupName" : {
"Description" : "Name of cluster subnet group",
"Value" : { "Ref" : "RedshiftClusterSubnetGroup" }
},
"RedshiftClusterSecurityGroupName" : {
"Description" : "Name of cluster security group",
"Value" : { "Ref" : "SecurityGroup"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DatabaseName:
Description: The name of the first database to be created when the cluster is
created
Type: String
Default: dev
AllowedPattern: "([a-z]|[0-9])+"
ClusterType:
Description: The type of cluster
Type: String
Default: single-node
AllowedValues:
- single-node
- multi-node
NumberOfNodes:
Description: The number of compute nodes in the cluster. For multi-node clusters,
the NumberOfNodes parameter must be greater than 1
Type: Number
Default: '1'
NodeType:
Description: The type of node to be provisioned
Type: String
Default: ds2.xlarge
AllowedValues:
- ds2.xlarge
- ds2.8xlarge
- dc1.large
- dc1.8xlarge
MasterUsername:
Description: The user name that is associated with the master user account for
the cluster that is being created
Type: String
Default: defaultuser
AllowedPattern: "([a-z])([a-z]|[0-9])*"
MasterUserPassword:
Description: The password that is associated with the master user account for
the cluster that is being created.
Type: String
NoEcho: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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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boundTraffic:
Description: Allow inbound traffic to the cluster from this CIDR range.
Type: String
MinLength: '9'
MaxLength: '18'
Default: 0.0.0.0/0
AllowedPattern: "(\\d{1,3})\\.(\\d{1,3})\\.(\\d{1,3})\\.(\\d{1,3})/(\\d{1,2})"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CIDR range of the form x.x.x.x/x.
PortNumber:
Description: The port number on which the cluster accepts incoming connections.
Type: Number
Default: '5439'
Conditions:
IsMultiNodeCluster:
Fn::Equals:
- Ref: ClusterType
- multi-node
Resources:
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DependsOn: AttachGateway
Properties:
ClusterType:
Ref: ClusterType
NumberOfNodes:
Fn::If:
- IsMultiNodeCluster
- Ref: NumberOfNodes
- Ref: AWS::NoValue
NodeType:
Ref: NodeType
DBName:
Ref: DatabaseName
MasterUsername:
Ref: MasterUsername
MasterUserPassword:
Ref: MasterUserPassword
ClusterParameterGroupName:
Ref: RedshiftClusterParameterGroup
VpcSecurityGroupIds:
- Ref: SecurityGroup
ClusterSubnetGroupName:
Ref: RedshiftClusterSubnetGroup
PubliclyAccessible: 'true'
Port:
Ref: PortNumber
RedshiftClusterParameterGroup:
Type: AWS::Redshift::ClusterParameterGroup
Properties:
Description: Cluster parameter group
ParameterGroupFamily: redshift-1.0
Parameters:
- ParameterName: enable_user_activity_logging
ParameterValue: 'true'
RedshiftClusterSubnetGroup:
Type: AWS::Redshift::ClusterSubnetGroup
Properties:
Description: Cluster subnet group
SubnetIds:
- Ref: PublicSubnet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PublicSubnet:
Type: AWS::EC2::Su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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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idrBlock: 10.0.0.0/24
VpcId:
Ref: VPC
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Security group
SecurityGroupIngress:
- CidrIp:
Ref: InboundTraffic
FromPort:
Ref: PortNumber
ToPort:
Ref: PortNumber
IpProtocol: tcp
VpcId:
Ref: VPC
myInternetGateway:
Type: AWS::EC2::InternetGateway
AttachGateway:
Type: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VpcId:
Ref: VPC
InternetGatewayId:
Ref: myInternetGateway
PublicRouteTable:
Type: AWS::EC2::RouteTable
Properties:
VpcId:
Ref: VPC
PublicRoute:
Type: AWS::EC2::Route
DependsOn: AttachGateway
Properties:
RouteTableId:
Ref: PublicRouteTable
DestinationCidrBlock: 0.0.0.0/0
GatewayId:
Ref: myInternetGateway
PublicSubnetRouteTableAssociation:
Type: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SubnetId:
Ref: PublicSubnet
RouteTableId:
Ref: PublicRouteTable
Outputs:
ClusterEndpoint:
Description: Cluster endpoint
Value: !Sub "${RedshiftCluster.Endpoint.Address}:${RedshiftCluster.Endpoint.Port}"
ClusterName:
Description: Name of cluster
Value:
Ref: RedshiftCluster
ParameterGroupName:
Description: Name of parameter group
Value:
Ref: RedshiftClusterParameterGroup
RedshiftClusterSubnetGroupName:
Description: Name of cluster subnet group
Value:
Ref: RedshiftClusterSubnetGroup
RedshiftClusterSecurityGroupName:
Description: Name of cluster securit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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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Ref: SecurityGroup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AWS::Redshift::Cluster

Amazon RDS 템플릿 코드 조각
주제
• Amazon RDS DB 인스턴스 리소스 (p. 571)
• Amazon RDS Oracle Database DB 인스턴스 리소스 (p. 572)
• CIDR 범위에 대한 Amazon RDS DBSecurityGroup 리소스 (p. 572)
• Amazon EC2 보안 그룹을 포함하는 Amazon RDS DBSecurityGroup (p. 573)
• 여러 VPC 보안 그룹 (p. 574)
• VPC 보안 그룹 내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p. 575)

Amazon RDS DB 인스턴스 리소스
이 예에서는 Amazon RDS DB 인스턴스 리소스를 보여줍니다. 선택 사항인 EngineVersion 속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 엔진 버전이 이 DB 인스턴스에 사용됩니다. 기본 엔진 버전과 기타 기본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reateDBInstance를 참조하십시오. DBSecurityGroups 속성은 MyDbSecurityByEC2SecurityGroup
및 MyDbSecurityByCIDRIPGroup이라는 AWS::RDS::DBSecurityGroup 리소스에 네트워크 진입을
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RDS::DBInstance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DB 인스턴스 리소스에서는
DeletionPolicy 속성을 스냅샷으로 설정합니다. 스냅샷 DeletionPolicy 세트를 사용하여 에서는 스택 삭제 중
에 이 DB 인스턴스를 삭제하기 전에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JSON
"MyDB" : {
"Type" :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
"DBSecurityGroups" : [
{"Ref" : "MyDbSecurityByEC2SecurityGroup"}, {"Ref" :
"MyDbSecurityByCIDRIPGroup"} ],
"AllocatedStorage" : "5",
"DBInstanceClass" : "db.t2.small",
"Engine" : "MySQL",
"MasterUsername" : "MyName",
"MasterUserPassword" : "MyPassword"
},
"DeletionPolicy" : "Snapshot"
}

YAML
MyDB: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DBSecurityGroups:
- Ref: MyDbSecurityByEC2SecurityGroup
- Ref: MyDbSecurityByCIDRIPGroup
AllocatedStorage: '5'
DBInstanceClass: db.t2.small
Engine: My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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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Username: MyName
MasterUserPassword: MyPassword
DeletionPolicy: Snapshot

Amazon RDS Oracle Database DB 인스턴스 리소스
이 예에서는 엔진을 oracle-ee로 지정하고 bring-your-own-license 라이선스 모델을 사용하여 Oracle
Database DB 인스턴스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Oracle Database DB 인스턴스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CreateDBInstance를 참조하십시오. DBSecurityGroups 속성은 MyDbSecurityByEC2SecurityGroup
및 MyDbSecurityByCIDRIPGroup이라는 AWS::RDS::DBSecurityGroup 리소스에 네트워크 진입을
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RDS::DBInstance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DB 인스턴스 리소스에서는
DeletionPolicy 속성을 스냅샷으로 설정합니다. 스냅샷 DeletionPolicy 세트를 사용하여 에서는 스택 삭제 중
에 이 DB 인스턴스를 삭제하기 전에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JSON
"MyDB" : {
"Type" :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
"DBSecurityGroups" : [
{"Ref" : "MyDbSecurityByEC2SecurityGroup"}, {"Ref" :
"MyDbSecurityByCIDRIPGroup"} ],
"AllocatedStorage" : "5",
"DBInstanceClass" : "db.t2.small",
"Engine" : "oracle-ee",
"LicenseModel" : "bring-your-own-license",
"MasterUsername" : "master",
"MasterUserPassword" : "SecretPassword01"
},
"DeletionPolicy" : "Snapshot"
}

YAML
MyDB: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DBSecurityGroups:
- Ref: MyDbSecurityByEC2SecurityGroup
- Ref: MyDbSecurityByCIDRIPGroup
AllocatedStorage: '5'
DBInstanceClass: db.t2.small
Engine: oracle-ee
LicenseModel: bring-your-own-license
MasterUsername: master
MasterUserPassword: SecretPassword01
DeletionPolicy: Snapshot

CIDR 범위에 대한 Amazon RDS DBSecurityGroup 리소스
이 예에서는 ddd.ddd.ddd.ddd/dd 형식으로 지정된 CIDR 범위에 대한 수신 권한이 부여된 Amazon RDS
DBSecurityGroup 리소스를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RDS::DBSecurityGroup 및 Ingress를 참조하
십시오.

JSON
"MyDbSecurityByCIDRIPGroup" : {
"Type" : "AWS::RDS::DBSecurity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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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 "Ingress for CIDRIP",
"DBSecurityGroupIngress" : {
"CIDRIP" : "192.168.0.0/32"
}
}

}

YAML
MyDbSecurityByCIDRIPGroup:
Type: AWS::RDS::DB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Ingress for CIDRIP
DBSecurityGroupIngress:
CIDRIP: "192.168.0.0/32"

Amazon EC2 보안 그룹을 포함하는 Amazon RDS
DBSecurityGroup
이 예에서는 MyEc2SecurityGroup에서 참조되는 Amazon EC2 보안 그룹으로부터 수신 권한 부여를 받은
AWS::RDS::DBSecurityGroup 리소스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려면 EC2 보안 그룹을 정의한 다음 Ref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DBSecurityGroup 내에서 EC2 보안
그룹을 참조합니다.

JSON
"DBInstance" :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DBName"
: { "Ref" :
"Engine"
: "MySQL",
"MasterUsername"
: { "Ref" :
"DBInstanceClass"
: { "Ref" :
"DBSecurityGroups" : [ { "Ref"
"AllocatedStorage" : { "Ref" :
"MasterUserPassword": { "Ref" :
}
},

"DBName" },
"DBUsername" },
"DBClass" },
: "DBSecurityGroup" } ],
"DBAllocatedStorage" },
"DBPassword" }

"DBSecurityGroup": {
"Type": "AWS::RDS::DBSecurityGroup",
"Properties": {
"DBSecurityGroupIngress": { "EC2SecurityGroupName": { "Ref":
"WebServerSecurityGroup" } },
"GroupDescription"
: "Frontend Access"
}
},
"WebServerSecurityGroup" : {
"Type" :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 "Enable HTTP access via port 80 and SSH access",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 "tcp", "FromPort" : 80, "ToPort" : 80, "CidrIp" : "0.0.0.0/0"},
{"IpProtocol" : "tcp", "FromPort" : 22, "ToPort" : 22, "CidrIp" : "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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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이 예는 다음 전체 예제에서 추출되었습니다. Drupal_Single_Instance_With_RDS.template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DBName:
Ref: DBName
Engine: MySQL
MasterUsername:
Ref: DBUsername
DBInstanceClass:
Ref: DBClass
DBSecurityGroups:
- Ref: DBSecurityGroup
AllocatedStorage:
Ref: DBAllocatedStorage
MasterUserPassword:
Ref: DBPassword
DBSecurityGroup:
Type: AWS::RDS::DBSecurityGroup
Properties:
DBSecurityGroupIngress:
EC2SecurityGroupName:
Ref: WebServerSecurityGroup
GroupDescription: Frontend Access
WebServer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Enable HTTP access via port 80 and SSH access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0.0.0.0/0

여러 VPC 보안 그룹
이 예에서는 AWS::RDS::DBSecurityGroupIngress에서 여러 Amazon EC2 VPC 보안 그룹에 대한 수신 권한
부여를 받은 AWS::RDS::DBSecurityGroup 리소스를 보여줍니다.

JSON
{

"Resources" : {
"DBinstance" : {
"Type" :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
"AllocatedStorage" : "5",
"DBInstanceClass" : "db.t2.small",
"DBName" : {"Ref": "MyDBName" },
"DBSecurityGroups" : [ { "Ref" : "DbSecurityByEC2SecurityGroup" } ],
"DBSubnetGroupName" : { "Ref" : "MyDBSubnetGroup" },
"Engine" : "My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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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UserPassword": { "Ref" : "MyDBPassword" },
"MasterUsername"
: { "Ref" : "MyDBUsername" }

},
"DeletionPolicy" : "Snapshot"

}

}

},
"DbSecurityByEC2SecurityGroup" : {
"Type" : "AWS::RDS::DBSecurityGroup",
"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 "Ingress for Amazon EC2 security group",
"EC2VpcId" : { "Ref" : "MyVPC" },
"DBSecurityGroupIngress" : [ {
"EC2SecurityGroupId" : "sg-b0ff1111",
"EC2SecurityGroupOwnerId" : "111122223333"
}, {
"EC2SecurityGroupId" : "sg-ffd722222",
"EC2SecurityGroupOwnerId" : "111122223333"
} ]
}
}

YAML
Resources: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AllocatedStorage: '5'
DBInstanceClass: db.t2.small
DBName:
Ref: MyDBName
DBSecurityGroups:
- Ref: DbSecurityByEC2SecurityGroup
DBSubnetGroupName:
Ref: MyDBSubnetGroup
Engine: MySQL
MasterUserPassword:
Ref: MyDBPassword
MasterUsername:
Ref: MyDBUsername
DeletionPolicy: Snapshot
DbSecurityByEC2SecurityGroup:
Type: AWS::RDS::DB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Ingress for Amazon EC2 security group
EC2VpcId:
Ref: MyVPC
DBSecurityGroupIngress:
- EC2SecurityGroupId: sg-b0ff1111
EC2SecurityGroupOwnerId: '111122223333'
- EC2SecurityGroupId: sg-ffd722222
EC2SecurityGroupOwnerId: '111122223333'

VPC 보안 그룹 내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이 예에서는 Amazon EC2 VPC 보안 그룹과 연결된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보여줍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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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EC2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Open database for access",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 "tcp",
"FromPort" : 3306,
"ToPort" : 3306,
"SourceSecurityGroupName" : { "Ref" : "WebServerSecurityGroup" }
}]
}
},
"DBInstance" :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DBName"
: { "Ref" : "DBName" },
"Engine"
: "MySQL",
"MultiAZ"
: { "Ref": "MultiAZDatabase" },
"MasterUsername"
: { "Ref" : "DBUser" },
"DBInstanceClass"
: { "Ref" : "DBClass" },
"AllocatedStorage" : { "Ref" : "DBAllocatedStorage" },
"MasterUserPassword": { "Ref" : "DBPassword" },
"VPCSecurityGroups" : [ { "Fn::GetAtt": [ "DBEC2SecurityGroup", "GroupId" ] } ]
}
}

YAML
DBEC2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Open database for access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3306
ToPort: 3306
SourceSecurityGroupName:
Ref: WebServerSecurityGroup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DBName:
Ref: DBName
Engine: MySQL
MultiAZ:
Ref: MultiAZDatabase
MasterUsername:
Ref: DBUser
DBInstanceClass:
Ref: DBClass
AllocatedStorage:
Ref: DBAllocatedStorage
MasterUserPassword:
Ref: DBPassword
VPCSecurityGroups:
- !GetAtt DBEC2SecurityGroup.GroupId

Route 53 템플릿 코드 조각
주제
• 호스팅 영역 이름 또는 ID를 사용하는 Amazon Route 53 리소스 레코드 세트 (p.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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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SetGroup을 사용하여 가중치 기반 리소스 레코드 세트 설정 (p. 578)
• RecordSetGroup을 사용하여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 설정 (p. 579)
• CloudFront 배포에 대한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 (p. 581)

호스팅 영역 이름 또는 ID를 사용하는 Amazon Route 53 리소스
레코드 세트
Amazon Route 53 리소스 레코드 세트 생성 시 이러한 레코드 세트를 추가할 호스팅 영역을 지정해야 합니
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호스팅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HostedZoneId 속성을 사용하여 호스팅 영역을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HostedZoneName 속성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에서 호스팅 영역을 찾도록 할 수 있습니다.
HostedZoneName 속성을 사용하며 이름이 동일한 여러 호스팅 영역이 있는 경우 AWS CloudFormation
은 스택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HostedZoneId를 사용하여 RecordSet 추가
이 예제에서는 HostedZoneId 속성을 사용하여 호스팅 영역을 지정하는 도메인 이름
mysite.example.com에 대한 SPF 레코드가 들어 있는 Amazon Route 53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추가합니
다.

JSON
"myDNSRecord" : {
"Type" : "AWS::Route53::RecordSet",
"Properties" :
{
"HostedZoneId" : "Z3DG6IL3SJCGPX",
"Name" : "mysite.example.com.",
"Type" : "SPF",
"TTL" : "900",
"ResourceRecords" : [ "\"v=spf1 ip4:192.168.0.1/16 -all\"" ]
}
}

YAML
myDNSRecord:
Type: AWS::Route53::RecordSet
Properties:
HostedZoneId: Z3DG6IL3SJCGPX
Name: mysite.example.com.
Type: SPF
TTL: '900'
ResourceRecords:
- '"v=spf1 ip4:192.168.0.1/16 -all"'

HostedZoneName를 사용하여 RecordSet 추가
이 예제에서는 HostedZoneName 속성을 사용하여 호스팅 영역을 지정하는 도메인 이름
"mysite.example.com"에 대한 Amazon Route 53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추가합니다.

JSON
"myDNSRecord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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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 "AWS::Route53::RecordSet",
"Properties" : {
"HostedZoneName" : "example.com.",
"Name" : "mysite.example.com.",
"Type" : "A",
"TTL" : "900",
"ResourceRecords" : [
"192.168.0.1",
"192.168.0.2"
]
}

YAML
myDNSRecord2:
Type: AWS::Route53::RecordSet
Properties:
HostedZoneName: example.com.
Name: mysite.example.com.
Type: A
TTL: '900'
ResourceRecords:
- 192.168.0.1
- 192.168.0.2

RecordSetGroup을 사용하여 가중치 기반 리소스 레코드 세트 설
정
이 예제에서는 AWS::Route53::RecordSetGroup을 사용하여 "example.com" 호스팅 영역에 대한 CNAME 레
코드 두 개를 설정합니다. RecordSets 속성에는 "mysite.example.com" DNS 이름의 CNAME 레코드 세트
가 들어 있습니다. 각 레코드 세트에는 식별자(SetIdentifier)와 가중치(Weigh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소스로 라우팅되는 인터넷 트래픽의 비율은 다음 계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 Frontend One: 140/(140+60) = 140/200 = 70%
• Frontend Two: 60/(140+60) = 60/200 = 30%
가중치 기반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가중치 기반 라우
팅을 참조하세요.

JSON
"myDNSOne" : {
"Type" : "AWS::Route53::RecordSetGroup",
"Properties" : {
"HostedZoneName" : "example.com.",
"Comment" : "Weighted RR for my frontends.",
"RecordSets" : [
{
"Name" : "mysite.example.com.",
"Type" : "CNAME",
"TTL" : "900",
"SetIdentifier" : "Frontend One",
"Weight" : "140",
"ResourceRecords" : ["example-ec2.amazonaws.com"]
},
{
"Name" : "mysite.example.com.",
"Type" : "C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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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TL" : "900",
"SetIdentifier" : "Frontend Two",
"Weight" : "60",
"ResourceRecords" : ["example-ec2-larger.amazonaws.com"]

YAML
myDNSOne:
Type: AWS::Route53::RecordSetGroup
Properties:
HostedZoneName: example.com.
Comment: Weighted RR for my frontends.
RecordSets:
- Name: mysite.example.com.
Type: CNAME
TTL: '900'
SetIdentifier: Frontend One
Weight: '4'
ResourceRecords:
- example-ec2.amazonaws.com
- Name: mysite.example.com.
Type: CNAME
TTL: '900'
SetIdentifier: Frontend Two
Weight: '6'
ResourceRecords:
- example-ec2-larger.amazonaws.com

RecordSetGroup을 사용하여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 설정
다음 예제에서는 AWS::Route53::RecordSetGroup을 사용하여 ELB 버전 1(Classic) 로드 밸런서 및 버전
2(애플리케이션 또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example.com이라는 별칭 리소스 레코
드 세트를 설정합니다. AliasTarget 속성은 GetAtt (p. 6542)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myELB LoadBalancer의
호스팅 영역 ID와 DNS 이름을 지정합니다. GetAtt는 트래픽을 버전 1 또는 버전 2 중에서 어떤 로드 밸런서
로 라우팅하는지에 따라 myELB 리소스의 다른 속성을 검색합니다.
• 버전 1 로드 밸런서: CanonicalHostedZoneNameID 및 DNSName
• 버전 2 로드 밸런서: CanonicalHostedZoneID 및 DNSName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별칭 및 비별칭 레코드 선택을 참
조하세요.

버전 1 로드 밸런서용 JSON
"myELB" : {
"Type"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 {
"AvailabilityZones" : [ "us-east-1a" ],
"Listeners" : [ {
"LoadBalancerPort" : "80",
"InstancePort" : "80",
"Protocol" : "HTT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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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DNS" : {
"Type" : "AWS::Route53::RecordSetGroup",
"Properties" : {
"HostedZoneName" : "example.com.",
"Comment" : "Zone apex alias targeted to myELB LoadBalancer.",
"RecordSets" : [
{
"Name" : "example.com.",
"Type" : "A",
"AliasTarget" : {
"HostedZoneId" : { "Fn::GetAtt" : ["myELB",
"CanonicalHostedZoneNameID"] },
"DNSName" : { "Fn::GetAtt" : ["myELB","DNSName"] }
}
}
]
}
}

버전 1 로드 밸런서용 YAML
myELB: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AvailabilityZones:
- "us-east-1a"
Listeners:
- LoadBalancerPort: '80'
InstancePort: '80'
Protocol: HTTP
myDNS:
Type: AWS::Route53::RecordSetGroup
Properties:
HostedZoneName: example.com.
Comment: Zone apex alias targeted to myELB LoadBalancer.
RecordSets:
- Name: example.com.
Type: A
AliasTarget:
HostedZoneId: !GetAtt 'myELB.CanonicalHostedZoneNameID'
DNSName: !GetAtt 'myELB.DNSName'

버전 2 로드 밸런서용 JSON
"myELB" : {
"Type"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 {
"Subnets" : [
{"Ref": "SubnetAZ1"},
{"Ref" : "SubnetAZ2"}
]
}
},
"myDNS" : {
"Type" : "AWS::Route53::RecordSetGroup",
"Properties" : {
"HostedZoneName" : "example.com.",
"Comment" : "Zone apex alias targeted to myELB LoadBalancer.",
"RecordSets" : [
{
"Name" : "example.com.",
"Type" : "A",
"AliasTarget" : {

API 버전 2010-05-15
58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Route 53

}

}

]

}

}

"HostedZoneId" : { "Fn::GetAtt" : ["myELB", "CanonicalHostedZoneID"] },
"DNSName" : { "Fn::GetAtt" : ["myELB","DNSName"] }

버전 2 로드 밸런서용 YAML
myELB: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ubnets:
- Ref: SubnetAZ1
- Ref: SubnetAZ2
myDNS:
Type: AWS::Route53::RecordSetGroup
Properties:
HostedZoneName: example.com.
Comment: Zone apex alias targeted to myELB LoadBalancer.
RecordSets:
- Name: example.com.
Type: A
AliasTarget:
HostedZoneId: !GetAtt 'myELB.CanonicalHostedZoneID'
DNSName: !GetAtt 'myELB.DNSName'

CloudFront 배포에 대한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
다음 예제에서는 쿼리를 지정된 CloudFront 배포로 라우팅하는 별칭 레코드 세트를 생성합니다.

Note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할 때, 다음 예제처럼 Z2FDTNDATAQYW2 속성에 대해
HostedZoneId를 지정해야 합니다. 프라이빗 영역에서는 에 대한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
할 수 없습니다.

JSON
{

"myDNS": {
"Type": "AWS::Route53::RecordSetGroup",
"Properties": {
"HostedZoneId": {
"Ref": "myHostedZoneID"
},
"RecordSets": [
{
"Name": {
"Ref": "myRecordSetDomainName"
},
"Type": "A",
"AliasTarget": {
"HostedZoneId": "Z2FDTNDATAQYW2",
"DNSName": {
"Fn::GetAtt": [
"myCloudFrontDistribution",
"DomainNa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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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YAML
myDNS:
Type: 'AWS::Route53::RecordSetGroup'
Properties:
HostedZoneId: !Ref myHostedZoneID
RecordSets:
- Name: !Ref myRecordSetDomainName
Type: A
AliasTarget:
HostedZoneId: Z2FDTNDATAQYW2
DNSName: !GetAtt
- myCloudFrontDistribution
- DomainName

Amazon S3 템플릿 코드 조각
주제
• 기본값을 사용하여 Amazon S3 버킷 생성 (p. 582)
• DeletionPolicy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 호스팅용 Amazon S3 버킷 생성 (p. 582)
•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사용하여 정적 웹 사이트 생성 (p. 584)

기본값을 사용하여 Amazon S3 버킷 생성
이 예제에서는 AWS::S3::Bucket을 사용하여 기본 설정으로 버킷을 생성합니다.

JSON
"myS3Bucket" : {
"Type" : "AWS::S3::Bucket"
}

YAML
MyS3Bucket:
Type: AWS::S3::Bucket

DeletionPolicy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 호스팅용 Amazon S3 버킷
생성
이 예제에서는 버킷을 웹 사이트로 생성합니다. AccessControl 속성은 미리 준비된 ACL PublicRead(웹 사이
트 호스팅용으로 설정된 버킷에는 퍼블릭 읽기 권한 필요)로 설정됩니다. 이 버킷 리소스에서 DeletionPolicy
속성 (p. 6498)이 Retain으로 설정되었으므로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을 삭제할 때 이 버킷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Output 섹션에서는 Fn::GetAtt를 사용하여 S3Bucket 리소스의 WebsiteURL 속성과
DomainName 속성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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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AccessControl": "PublicRead",
"WebsiteConfiguration": {
"IndexDocument": "index.html",
"ErrorDocument": "error.html"
}
},
"DeletionPolicy": "Retain"
},
"BucketPolicy": {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
"PolicyDocument": {
"Id": "MyPolicy",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PublicReadForGetBucketObjects",
"Effect": "Allow",
"Principal": "*",
"Action": "s3:GetObject",
"Resource": {
"Fn::Join": [
"",
[
"arn:aws:s3:::",
{
"Ref": "S3Bucket"
},
"/*"
]
]
}
}
]
},
"Bucket": {
"Ref": "S3Bucket"
}
}
}
},
"Outputs": {
"WebsiteURL": {
"Value": {
"Fn::GetAtt": [
"S3Bucket",
"WebsiteURL"
]
},
"Description": "URL for website hosted on S3"
},
"S3BucketSecureURL": {
"Value": {
"Fn::Join": [
"",
[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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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Fn::GetAtt": [
"S3Bucket",
"DomainName"
]

]
},
"Description": "Name of S3 bucket to hold website content"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PublicRead
WebsiteConfiguration:
IndexDocument: index.html
ErrorDocument: error.html
DeletionPolicy: Retain
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PolicyDocument:
Id: MyPolicy
Version: 2012-10-17
Statement:
- Sid: PublicReadForGetBucketObjects
Effect: Allow
Principal: '*'
Action: 's3:GetObject'
Resource: !Join
- ''
- - 'arn:aws:s3:::'
- !Ref S3Bucket
- /*
Bucket: !Ref S3Bucket
Outputs:
WebsiteURL:
Value: !GetAtt
- S3Bucket
- WebsiteURL
Description: URL for website hosted on S3
S3BucketSecureURL:
Value: !Join
- ''
- - 'https://'
- !GetAtt
- S3Bucket
- DomainName
Description: Name of S3 bucket to hold website content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사용하여 정적 웹 사이트 생성
등록된 도메인과 함께 Route 53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샘플에서는 도메인에 대해 에서 호스팅 영역을
이미 생성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예제는 웹 사이트 호스팅용 버킷 두 개를 생성합니다. 루트 버킷은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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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팅하고 다른 버킷은 www.domainname.com 요청을 루트 버킷으로 리디렉션합니다. 레코드 세트는 도
메인 이름을 엔드포인트로 매핑합니다. 위 예에 표시된 대로 버킷 정책도 추가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도메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개발자 가이드의 사용자 지
정 도메인으로 정적 웹 사이트 설정을 참조하세요.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Mappings" : {
"RegionMap" : {
"us-east-1" : { "S3hostedzoneID" : "Z3AQBSTGFYJSTF", "websiteendpoint" : "s3website-us-east-1.amazonaws.com" },
"us-west-1" : { "S3hostedzoneID" : "Z2F56UZL2M1ACD", "websiteendpoint" : "s3website-us-west-1.amazonaws.com" },
"us-west-2" : { "S3hostedzoneID" : "Z3BJ6K6RIION7M", "websiteendpoint" : "s3website-us-west-2.amazonaws.com" },
"eu-west-1" : { "S3hostedzoneID" : "Z1BKCTXD74EZPE", "websiteendpoint" : "s3website-eu-west-1.amazonaws.com" },
"ap-southeast-1" : { "S3hostedzoneID" : "Z3O0J2DXBE1FTB", "websiteendpoint" :
"s3-website-ap-southeast-1.amazonaws.com" },
"ap-southeast-2" : { "S3hostedzoneID" : "Z1WCIGYICN2BYD", "websiteendpoint" :
"s3-website-ap-southeast-2.amazonaws.com" },
"ap-northeast-1" : { "S3hostedzoneID" : "Z2M4EHUR26P7ZW", "websiteendpoint" :
"s3-website-ap-northeast-1.amazonaws.com" },
"sa-east-1" : { "S3hostedzoneID" : "Z31GFT0UA1I2HV", "websiteendpoint" : "s3website-sa-east-1.amazonaws.com" }
}
},
"Parameters": {
"RootDomainName": {
"Description": "Domain name for your website (example.com)",
"Type": "String"
}
},
"Resources": {
"Root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BucketName" : {"Ref":"RootDomainName"},
"AccessControl": "PublicRead",
"WebsiteConfiguration": {
"IndexDocument":"index.html",
"ErrorDocument":"404.html"
}
}
},
"WWW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BucketName": {
"Fn::Join": ["", ["www.", {"Ref":"RootDomainName"}]]
},
"AccessControl": "BucketOwnerFullControl",
"WebsiteConfiguration": {
"RedirectAllRequestsTo": {
"HostName": {"Ref": "RootBucket"}
}
}
}
},
"myDNS": {
"Type": "AWS::Route53::RecordSet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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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
"HostedZoneName": {
"Fn::Join": ["", [{"Ref": "RootDomainName"}, "."]]
},
"Comment": "Zone apex alias.",
"RecordSets": [
{
"Name": {"Ref": "RootDomainName"},
"Type": "A",
"AliasTarget": {
"HostedZoneId": {"Fn::FindInMap" : [ "RegionMap", { "Ref" :
"AWS::Region" }, "S3hostedzoneID"]},
"DNSName": {"Fn::FindInMap" : [ "RegionMap", { "Ref" :
"AWS::Region" }, "websiteendpoint"]}
}
},
{
"Name": {
"Fn::Join": ["", ["www.", {"Ref":"RootDomainName"}]]
},
"Type": "CNAME",
"TTL" : "900",
"ResourceRecords" : [
{"Fn::GetAtt":["WWWBucket", "DomainName"]}
]
}
]
}
}
},
"Outputs": {
"WebsiteURL": {
"Value": {"Fn::GetAtt": ["RootBucket", "WebsiteURL"]},
"Description": "URL for website hosted on S3"
}
}

}

YAML
Parameters:
RootDomainName:
Description: Domain name for your website (example.com)
Type: String
Mappings:
RegionMap:
us-east-1:
S3hostedzoneID: Z3AQBSTGFYJSTF
websiteendpoint: s3-website-us-east-1.amazonaws.com
us-west-1:
S3hostedzoneID: Z2F56UZL2M1ACD
websiteendpoint: s3-website-us-west-1.amazonaws.com
us-west-2:
S3hostedzoneID: Z3BJ6K6RIION7M
websiteendpoint: s3-website-us-west-2.amazonaws.com
eu-west-1:
S3hostedzoneID: Z1BKCTXD74EZPE
websiteendpoint: s3-website-eu-west-1.amazonaws.com
ap-southeast-1:
S3hostedzoneID: Z3O0J2DXBE1FTB
websiteendpoint: s3-website-ap-southeast-1.amazonaws.com
ap-southeast-2:
S3hostedzoneID: Z1WCIGYICN2BYD
websiteendpoint: s3-website-ap-southeast-2.amazon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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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northeast-1:
S3hostedzoneID: Z2M4EHUR26P7ZW
websiteendpoint: s3-website-ap-northeast-1.amazonaws.com
sa-east-1:
S3hostedzoneID: Z31GFT0UA1I2HV
websiteendpoint: s3-website-sa-east-1.amazonaws.com
Resources:
Root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BucketName: !Ref RootDomainName
AccessControl: PublicRead
WebsiteConfiguration:
IndexDocument: index.html
ErrorDocument: 404.html
WWW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BucketName: !Sub
- www.${Domain}
- Domain: !Ref RootDomainName
AccessControl: BucketOwnerFullControl
WebsiteConfiguration:
RedirectAllRequestsTo:
HostName: !Ref RootBucket
myDNS:
Type: AWS::Route53::RecordSetGroup
Properties:
HostedZoneName: !Sub
- ${Domain}.
- Domain: !Ref RootDomainName
Comment: Zone apex alias.
RecordSets:
Name: !Ref RootDomainName
Type: A
AliasTarget:
HostedZoneId: !FindInMap [ RegionMap, !Ref 'AWS::Region', S3hostedzoneID]
DNSName: !FindInMap [ RegionMap, !Ref 'AWS::Region', websiteendpoint]
Name: !Sub
- www.${Domain}
- Domain: !Ref RootDomainName
Type: CNAME
TTL: 900
ResourceRecords:
- !GetAtt WWWBucket.DomainName
Outputs:
WebsiteURL:
Value: !GetAtt RootBucket.WebsiteURL
Description: URL for website hosted on S3

Amazon SNS 템플릿 코드 조각
이 예에서는 Amazon SNS 주제 리소스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유효한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JSON
"MySNSTopic" : {
"Type" : "AWS::SNS::Topic",
"Properties" : {
"Subscription" : [ {
"Endpoint" : "add valid email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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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Protocol" : "email"

YAML
MySNSTopic:
Type: AWS::SNS::Topic
Properties:
Subscription:
- Endpoint: "add valid email address"
Protocol: email

Amazon SQS 템플릿 코드 조각
이 예제에서는 Amazon SQS 대기열을 보여줍니다.

JSON
"MyQueue" : {
"Type" : "AWS::SQS::Queue",
"Properties" : {
"VisibilityTimeout" : "value"
}
}

YAML
MyQueue:
Type: AWS::SQS::Queue
Properties:
VisibilityTimeout: value

사용자 지정 리소스
Note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점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 리소스의 모델링, 프로비저닝 및 관리 지원
• Create, Read, Update, Delete 및 List(CRUDL) 작업 지원
• 프라이빗 및 서드 파티 리소스 유형에 대한 드리프트 감지 지원
사용자 지정 리소스와 달리 레지스트리 기반 리소스의 경우 CRUDL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Amazon
SNS 주제 또는 Lambda 함수를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 사용을 참조하세요.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사용하면 스택을 생성, 업데이트(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변경한 경우) 또는 삭제할 때마
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실행하는 템플릿에서 사용자 지정 프로비저닝 로직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AWS CloudFormation 리소스 유형 (p. 721)으로 사용할 수 없는 리소스를 포함하려고 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리소스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사용하여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단일 스택에서 관
련 리소스를 모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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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loudFormation::CustomResource 또는 Custom::MyCustomResourceTypeName 리소스 유형을 사
용하여 템플릿에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사용자 지정 리소스에는 하나의 속성 즉, 서비스 토큰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토큰은 AWS CloudFormation에서 요청을 보내는 위치(예: Amazon SNS 주제)를 지정합
니다.

Note
VPC 엔드포인트 기능을 사용할 경우 VPC의 사용자 지정 리소스는 AWS CloudFormation 고유의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리소스는 미리 서명된 Amazon S3 URL로 응답
을 전송해야 합니다. 응답을 Amazon S3에 보내지 못하면 AWS CloudFormation은 응답을 수신하지
않으며 스택 작업이 실패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loudFormation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 설
정 (p. 12) 단원을 참조하세요.

사용자 지정 리소스가 작동하는 방식
사용자 지정 리소스에 대해 수행한 작업에는 다음 세 당사자가 관련이 있습니다.
template developer
사용자 지정 리소스가 포함된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template developer는 서비스 토큰과 템플릿의 모든
입력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custom resource provider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소유하고 AWS CloudFormation의 요청을 처리하고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
을 결정합니다. custom resource provider는 template developer가 사용하는 서비스 토큰을 제공해야 합
니다.
AWS CloudFormation
스택 작업 중 템플릿에 지정된 서비스 토큰으로 요청을 보낸 다음 스택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응답을 기
다립니다.
template developer 및 custom resource provider는 동일한 사람 또는 엔터티일 수 있지만 프로세스는 동일합
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1. template developer는 서비스 토큰과 모든 입력 데이터 파라미터가 들어 있는 자신의 템플릿에서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입력 데이터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에 따라 필요할 수 있지만 서비스 토큰은 항
상 필요합니다.
서비스 토큰은 AWS CloudFormation에서 요청을 보내는 위치를 지정합니다(예: Amazon SNS 주제 ARN
또는 AWS Lambda 함수 ARN). 자세한 내용은 AWS::CloudFormation::CustomResource를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토큰과 입력 데이터의 구조는 custom resource provider가 정의합니다.
2. 템플릿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할 때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는 지정된 서비스 토큰에 요청을 보냅니다. 서비스 토큰은 스택을 생성 중인 리전과 동일한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은 요청에 요청 유형, 미리 서명된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URL, 사용자 지
정 리소스가 응답을 보내는 위치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요청에 포함되는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 요청 객체 (p. 60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샘플 데이터는 AWS CloudFormation에서 요청에 포함하는 정보를 보여줍니다.
{

"RequestType" : "Create",
"ResponseURL" : "http://pre-signed-S3-url-for-response",
"StackId" : "arn:aws:cloudformation:us-west-2:123456789012:stack/stack-name/guid",
"RequestId" : "unique id for this create request",
"ResourceType" : "Custom::TestResource",
"LogicalResourceId" : "MyTestResource",
"ResourceProper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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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 "Value",
"List" : [ "1", "2", "3" ]

Note
이 예에서 ResourceProperties는 AWS CloudFormation이 Lambda 함수로 보낼 사용자 지정
페이로드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3. custom resource provider는 AWS CloudFormation 요청을 처리하고 미리 서명된 URL에 SUCCESS 또는
FAILED 응답을 반환합니다. custom resource provider는 JSON 형식 파일로 응답을 제공하고 미리 서명
된 S3 URL에 업로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개발자 가이드의 미리 서명
된 URL을 사용하여 객체 업로드를 참조하세요.
또한 custom resource provider는 응답에 template developer가 액세스할 수 있는 이름-값 페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답에는 요청에 성공한 경우에는 출력 데이터를, 요청에 실패한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 응답 객체 (p. 608) 단원
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이름-값 페어에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 NoEcho 필드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출력을 마스킹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속성 값(예: DescribeStackEvents)을 드러내는
API를 통해 값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NoEcho를 사용하여 민감한 정보를 마스킹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 모범 사례를 참조하세요.
custom resource provider는 요청 수신 및 요청에 대한 응답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Amazon SNS 알림
의 경우 custom resource provider는 특정 주제 ARN으로 전송된 알림을 수신하고 해당 알림에 응답해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은 미리 서명된 URL 위치에서 응답을 대기해 수신합니다.
다음 샘플 데이터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가 응답에 포함할 수 있는 정보를 보여줍니다.
{

}

"Status" : "SUCCESS",
"PhysicalResourceId" : "TestResource1",
"StackId" : "arn:aws:cloudformation:us-west-2:123456789012:stack/stack-name/guid",
"RequestId" : "unique id for this create request",
"LogicalResourceId" : "MyTestResource",
"Data" : {
"OutputName1" : "Value1",
"OutputName2" : "Value2",
}

4. SUCCESS 응답을 수신한 후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 작업을 진행합니다. FAILED 응답 또는 응
답 없음이 반환되면 작업에 실패합니다.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모든 출력 데이터는 미리 서명된 URL 위치
에 저장됩니다. template developer는 Fn::GetAtt (p. 6542) 함수를 사용하여 해당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지원 사용자 지정
리소스
Amazon SNS 주제를 사용자 지정 리소스와 연결할 때 Amazon SNS 알림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프로비
저닝 로직을 트리거합니다. 사용자 지정 리소스와 를 사용하면 스택에 새로운 리소스를 추가하고 동적 데
이터를 스택에 주입하는 것과 같은 시나리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택을 생성할 때 AWS
CloudFormation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인스턴스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이 모니터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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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create 요청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알림은 화이트리스트에 기록된 탄력적 IP 풀 가져오기와 같은
추가 프로비저닝 작업을 수행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트리거합니다. 완료된 후 애플리케이션은 에 스택 작업
을 계속하도록 알리는 응답(및 출력 데이터)을 전송합니다.

연습: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
정 리소스 생성
이 연습에서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사용자 지정 리소스 스택 생성, 업데이
트 및 삭제의 결과로 전송되고 수신되는 이벤트 및 메시지 시퀀스를 설명합니다.

1단계: 스택 생성
1. template developer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가 포함된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생성합니다. 아래 템
플릿 예제에서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 유형 이름 Custom::SeleniumTester를 사용자 지정 리소스
MySeleniumTest에 사용합니다.
사용자 지정 리소스 유형은 custom resource provider에서 정의되는 서비스 토큰, 선택적 공급자별 속성
및 선택적 Fn::GetAtt (p. 6542) 속성을 사용하여 선언됩니다. 이러한 속성은 template developer에서
custom resource provider로 및 반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리소스 유형
이름은 영숫자여야 하며 최대 60자 길이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사용자 지정 속성과 반환 속성이 모두 있는 템플릿을 보여 줍니다.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Resources" : {
"MySeleniumTest" : {
"Type": "Custom::SeleniumTester",
"Version" : "1.0",
"Properties" : {
"ServiceToken": "arn:aws:sns:us-west-2:123456789012:CRTest",
"seleniumTester" : "SeleniumTest()",
"endpoints" : [ "http://mysite.com", "http://myecommercesite.com/", "http://
search.mysite.com" ],
"frequencyOfTestsPerHour" : [ "3", "2", "4" ]
}
}
},
"Outputs" : {
"topItem" : {
"Value" : { "Fn::GetAtt" : ["MySeleniumTest", "resultsPage"] }
},
"numRespondents" : {
"Value" : { "Fn::GetAtt" : ["MySeleniumTest", "lastUpdate"] }
}
}
}

Note
공급자가 AWS CloudFormation에 응답하는 동안 custom resource provider는 Fn::GetAtt를
사용하여 액세스하는 데이터의 이름과 값을 반환합니다. custom resource provider가 타사인 경
우 template developer는 custom resource provider에서 이러한 반환 값의 이름을 얻어야 합니다.
2. AWS CloudFormation은(는) 스택에 대한 정보, 스택 템플릿의 사용자 지정 리소스 속성 및 응답을 위한
S3 URL이 포함된 "RequestType" : "Create"을(를) 사용하여 Amazon SNS 알림을 리소스 공급자
에게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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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을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SNS 주제는 ServiceToken 속성의 템플릿에 포함됩니다. 하드 코딩된 값
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는 스택이 시작되는 시간에 값이 입력되도록 템플릿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다음 예제에서는 Create의 Custom::SeleniumTester를 사용하여 생성된 사용자 지정 리소스 유형
이름인 LogicalResourceId가 포함되어 있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 MySeleniumTester 요청을 보여
줍니다.
{

"RequestType" : "Create",
"ResponseURL" : "http://pre-signed-S3-url-for-response",
"StackId" : "arn:aws:cloudformation:us-west-2:123456789012:stack/stack-name/guid",
"RequestId" : "unique id for this create request",
"ResourceType" : "Custom::SeleniumTester",
"LogicalResourceId" : "MySeleniumTester",
"ResourceProperties" : {
"seleniumTester" : "SeleniumTest()",
"endpoints" : [ "http://mysite.com", "http://myecommercesite.com/", "http://
search.mysite.com" ],
"frequencyOfTestsPerHour" : [ "3", "2", "4" ]
}
}

3. custom resource provider는 template developer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Create 요청이 성공적이
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리소스 공급자는 AWS CloudFormation에서 전송된 S3 URL을 사용
하여 SUCCESS 또는 FAILED의 응답을 전송합니다.
응답 유형에 따라 다른 응답 필드가 AWS CloudFormation에서 예상됩니다. 처리 중인 RequestType에 대
한 참조 주제의 응답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생성 또는 업데이트 요청에 응답하여 custom resource provider는 응답의 Data (p. 609) 필드에서 데이
터 요소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이름/값 페어이며, 이름은 스택 템플릿에서 사용자 지정 리
소스와 함께 사용된 Fn::GetAtt 속성에 해당합니다. 값은 template developer가 속성 이름을 사용하여
리소스에서 Fn::GetAtt를 호출할 때 반환되는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 응답의 예입니다.
{

}

"Status" : "SUCCESS",
"PhysicalResourceId" : "Tester1",
"StackId" : "arn:aws:cloudformation:us-west-2:123456789012:stack/stack-name/guid",
"RequestId" : "unique id for this create request",
"LogicalResourceId" : "MySeleniumTester",
"Data" : {
"resultsPage" : "http://www.myexampledomain/test-results/guid",
"lastUpdate" : "2012-11-14T03:30Z",
}

요청의 StackId, RequestId 및 LogicalResourceId 필드를 정확히 복사해야 합니다.
4. AWS CloudFormation은 스택 상태를 CREATE_COMPLETE 또는 CREATE_FAILED로 선언합니다. 스택이
성공적으로 생성된 경우 template developer는 Fn::GetAtt (p. 6542)를 통해 생성된 사용자 지정 리소
스의 출력 값에 액세스하여 해당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 사용된 사용자 지정 리소스 템플릿은 Fn::GetAtt를 사용하여 리소스 출력을 스택 출
력에 복사했습니다.
"Outputs" : {
"topIte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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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 { "Fn::GetAtt" : ["MySeleniumTest", "resultsPage"] }
},
"numRespondents" : {
"Value" : { "Fn::GetAtt" : ["MySeleniumTest", "lastUpdate"] }
}

Create 요청에 관련된 요청 및 응답 객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 참조 (p. 606)의 생
성 (p. 610)을 참조하십시오.

2단계: 스택 업데이트
기존 스택을 업데이트하려면 아래 예제와 같이 스택에서 리소스의 속성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정하는 템플릿
을 제출해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은 템플릿에 지정된 변경 사항이 있는 리소스만 업데이트합니다.
스택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 (p. 12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물리적 리소스를 교체해야 하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업데이트할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해당 사용자 지정 리소스에
업데이트 요청을 전송합니다. 사용자 지정 리소스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새 사용자 지정 리소스는 새 물리
적 ID로 응답을 전송해야 합니다. 응답을 수신한 AWS CloudFormation은 기존 및 신규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PhysicalResourceId를 비교합니다. 3단계: 스택 삭제 (p. 594) 단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값이 다
른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업데이트를 교체로 인식하고 기존 리소스에 삭제 요청을 전송합니다.

Note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변경하지 않았으면 AWS CloudFormation은 스택 업데이트 중 리소스에 요청
을 전송하지 않습니다.
1. template developer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가 포함된 스택에 대한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업데이트 중 는
스택 템플릿에서 새로운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 유형을 사용하는 스택 템플릿에 대한 Update의 예입니다.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Resources" : {
"MySeleniumTest" : {
"Type": "Custom::SeleniumTester",
"Version" : "1.0",
"Properties" : {
"ServiceToken": "arn:aws:sns:us-west-2:123456789012:CRTest",
"seleniumTester" : "SeleniumTest()",
"endpoints" : [ "http://mysite.com", "http://myecommercesite.com/", "http://
search.mysite.com",
"http://mynewsite.com" ],
"frequencyOfTestsPerHour" : [ "3", "2", "4", "3" ]
}
}
},
"Outputs" : {
"topItem" : {
"Value" : { "Fn::GetAtt" : ["MySeleniumTest", "resultsPage"] }
},
"numRespondents" : {
"Value" : { "Fn::GetAtt" : ["MySeleniumTest", "lastUpdate"] }
}
}
}

2. AWS CloudFormation은(는) OldResourceProperties 필드에 기존 리소스 속성이 포함되고
ResourceProperties에 업데이트된(있는 경우) 리소스 속성이 포함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Create 호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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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정보가 포함되는 "RequestType" : "Update"을(를) 사용하여 Amazon SNS 알림을 리소스 공
급자에게 전송합니다.
다음은 Update 요청의 예입니다.
{

"RequestType" : "Update",
"ResponseURL" : "http://pre-signed-S3-url-for-response",
"StackId" : "arn:aws:cloudformation:us-west-2:123456789012:stack/stack-name/guid",
"RequestId" : "uniqueid for this update request",
"LogicalResourceId" : "MySeleniumTester",
"ResourceType" : "Custom::SeleniumTester",
"PhysicalResourceId" : "Tester1",
"ResourceProperties" : {
"seleniumTester" : "SeleniumTest()",
"endpoints" : [ "http://mysite.com", "http://myecommercesite.com/", "http://
search.mysite.com",
"http://mynewsite.com" ],
"frequencyOfTestsPerHour" : [ "3", "2", "4", "3" ]
},
"OldResourceProperties" : {
"seleniumTester" : "SeleniumTest()",
"endpoints" : [ "http://mysite.com", "http://myecommercesite.com/", "http://
search.mysite.com" ],
"frequencyOfTestsPerHour" : [ "3", "2", "4" ]
}
}

3. custom resource provider는 AWS CloudFormation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사용자 지정 리
소스는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SUCCESS 또는 FAILED의 응답을 S3 URL에 전송합니다. 그런 다음 AWS
CloudFormation은 기존 및 신규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PhysicalResourceIDs를 비교합니다. 값이 다
른 경우 은 업데이트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기존 리소스에 삭제 요청을 전송합니다. 다음 예제에
서는 Update 요청에 대한 custom resource provider 응답을 보여줍니다.
{

}

"Status" : "SUCCESS",
"StackId" : "arn:aws:cloudformation:us-west-2:123456789012:stack/stack-name/guid",
"RequestId" : "uniqueid for this update request",
"LogicalResourceId" : "MySeleniumTester",
"PhysicalResourceId" : "Tester2"

요청의 StackId, RequestId 및 LogicalResourceId 필드를 정확히 복사해야 합니다.
4. AWS CloudFormation은 스택 상태를 UPDATE_COMPLETE 또는 UPDATE_FAILED로 선언합니다. 업
데이트가 실패하면 스택은 롤백합니다. 스택이 성공적으로 업데이트된 경우 template developer는
Fn::GetAtt를 사용하여 생성된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새로운 출력 값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Update 요청에 관련된 요청 및 응답 객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 참조 (p. 606)의 업데
이트 (p. 615)를 참조하십시오.

3단계: 스택 삭제
1. template developer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가 포함된 스택을 삭제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은 SNS 주
제와 함께 스택 템플릿에 지정된 현재 속성을 가져오고, custom resource provider에 요청하기 위해 준비
합니다.
2. AWS CloudFormation은(는) 스택에 대한 현재 정보, 스택 템플릿의 사용자 지정 리소스 속성 및 응답을 위
한 S3 URL이 포함된 "RequestType" : "Delete"을(를) 사용하여 Amazon SNS 알림을 리소스 공급
자에게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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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을 삭제하거나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제거하거나 교체하는 업데이트를 수행할 때마다 AWS
CloudFormation은 기존 및 신규 사용자 지정 리소스 간에 PhysicalResourceId를 비교합니다. 값이 다
른 경우 다음 Delete 요청 예제와 같이 AWS CloudFormation은 업데이트를 교체로 인식하고 기존 리소
스(OldPhysicalResource)에 대한 삭제 요청을 전송합니다.
{

"RequestType" : "Delete",
"ResponseURL" : "http://pre-signed-S3-url-for-response",
"StackId" : "arn:aws:cloudformation:us-west-2:123456789012:stack/stack-name/guid",
"RequestId" : "unique id for this delete request",
"ResourceType" : "Custom::SeleniumTester",
"LogicalResourceId" : "MySeleniumTester",
"PhysicalResourceId" : "Tester1",
"ResourceProperties" : {
"seleniumTester" : "SeleniumTest()",
"endpoints" : [ "http://mysite.com", "http://myecommercesite.com/", "http://
search.mysite.com",
"http://mynewsite.com" ],
"frequencyOfTestsPerHour" : [ "3", "2", "4", "3" ]
}
}

DescribeStackResource, DescribeStackResources 및 ListStackResources는 지정된 경우
사용자 정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3. custom resource provider는 AWS CloudFormation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Delete 요청이 성공
적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리소스 공급자는 AWS CloudFormation에서 전송된 S3 URL을
사용하여 SUCCESS 또는 FAILED의 응답을 전송합니다. 사용자 지정 리소스가 포함된 스택을 성공적으로
삭제하려면 에서 삭제 요청에 성공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다음은 Delete 요청에 대한 custom resource provider 응답의 예입니다.
{

}

"Status" : "SUCCESS",
"StackId" : "arn:aws:cloudformation:us-west-2:123456789012:stack/stack-name/guid",
"RequestId" : "unique id for this delete request",
"LogicalResourceId" : "MySeleniumTester",
"PhysicalResourceId" : "Tester1"

요청의 StackId, RequestId 및 LogicalResourceId 필드를 정확히 복사해야 합니다.
4. AWS CloudFormation은 스택 상태를 DELETE_COMPLETE 또는 DELETE_FAILED로 선언합니다.
Delete 요청에 관련된 요청 및 응답 객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 참조 (p. 606)의 삭
제 (p. 613)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 AWS CloudFormation 사용자 정의 리소스 참조 (p. 606)
• AWS::CloudFormation::CustomResource
• Fn::GetAtt (p. 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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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Lambda 지원 사용자 지정 리소스
Lambda 함수를 사용자 지정 리소스와 연결하면 해당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할
때마다 이 함수가 호출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Lambda API를 호출해 이러한 함수를 호출하
여 모든 요청 데이터(예: 요청 유형 및 리소스 속성)를 이 함수로 전달합니다. AWS CloudFormation과 함께
Lambda 함수의 이점 및 사용자 지정 가능성 덕분에 스택 생성 중 동적으로 AMI ID 조회 또는 유틸리티 함수
(예: 문자열 반전 함수) 구현 및 사용과 같은 광범위한 시나리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연습: Amazon 머신 이미지 ID 조회 (p. 596)
• cfn-response 모듈 (p. 602)

연습: Amazon 머신 이미지 ID 조회
Amazon Elastic Compute Cloud(Amazon EC2) 인스턴스를 선언하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은 인
스턴스를 시작하는 데 사용되는 운영 체제와 기타 소프트웨어 및 구성 정보가 포함된 Amazon 머신 이미지
(AMI) ID도 지정해야 합니다. 올바른 AMI ID는 스택을 시작하는 리전 및 인스턴스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ID는 정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AMI가 업데이트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AMI ID는 특정 인스턴스 유형 및 리전으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ID를 업데이트하려면 각 템플
릿에서 ID를 수동으로 변경합니다. 사용자 지정 리소스 및 AWS Lambda(Lambda)를 사용하여 리전의 최신
AMI ID와 사용 중인 인스턴스 유형을 가져오는 함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핑을 유지할 필요가 없
습니다.
이 연습에서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생성하고 AMI ID를 조회하기 위해 이러한 리소스와 Lambda 함수를 연
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연습에서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 및 Lambda 사용 방법을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 (p. 588) 또는 AWS Lambda Develop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연습 개요
이 연습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 지정 리소스, Lambda 함수 및 EC2 인스턴스로 스택을 생성합니다. 이 연
습에서는 스택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샘플 코드 및 샘플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샘플 템플릿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 유형을 사용하여 입력 값을 호출해 Lambda 함수로 전송합니다. 템플릿을
사용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함수를 호출하고 정보(예: 요청 유형, 입력 데이터 및 미리 서명
된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URL)를 이러한 함수에 전송합니다. 이 함수는 이러한 정보
를 사용하여 AMI ID를 조회한 다음 미리 서명된 URL로 응답을 전송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이 미리 서명된 URL 위치에서 응답을 받으면 계속해서 스택 생성을 진행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Lambda 함수의 응답을 사용하여 인스턴스의 AMI ID를 지정합니
다.
다음 목록에는 프로세스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서비스(예: Lambda, Amazon EC2 및 AWS
CloudFormation)를 모두 사용하려면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권한이 필요합니다.

Note
AWS CloudFormation은 무료 서비스이지만 스택에 포함한 AWS 리소스(예: Lambda 함수 및 EC2
인스턴스)에 대해 각각 현재 환율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AWS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
aws.amazon.com에서 각 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버킷에 샘플 Lambda 패키지를 저장합니다. (p. 597)
샘플 패키지에는 Lambda 함수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키지는 스택을 생
성할 리전과 동일한 리전에 있는 버킷에 저장해야 합니다.
2. 샘플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합니다. (p.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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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은 Lambda 함수를 사용자 지정 리소스와 연결하는 방법과 함수의 결과를 사용해 AMI ID를 지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또한 스택은 Lambda에서 Amazon EC2를 호출하는 데 사용하는 IAM 역할(실행 역할)
을 생성합니다.
3. 스택을 삭제합니다. (p. 602)
스택을 삭제해 생성한 스택 리소스를 모두 정리하면 불필요한 리소스에 대해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1단계: Amazon S3에서 샘플 패키지 다운로드 및 저장
Lambda 함수를 사용해 스택을 생성하면 이 함수의 소스 코드가 포함된 Amazon S3 버킷의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버킷은 스택을 생성할 리전과 동일한 리전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 연습에서는 Lambda 함수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샘플 패키지(.zip 파일)를 제공합니다. Lambda 패키지
에는 함수 및 필수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습의 경우 함수에 추가 라이브러
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함수는 AWS CloudFormation 사용자 지정 리소스 요청의 입력으로 인스턴스의 아키텍처 및 리전을 가져
와 미리 서명된 Amazon S3 URL에 최신 AMI ID를 반환합니다.

Amazon S3에서 패키지를 다운로드해 저장하려면
1.

Amazon S3에서 샘플 패키지를 다운로드합니다. 이 파일을 저장할 때 샘플 amilookup.zip 또는
amilookup-win.zip과 동일한 파일 이름을 사용합니다.
Linux AMI ID 조회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examples/lambda/amilookup.zip
Windows AMI ID 조회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examples/lambda/amilookup-win.zip

2.

https://console.aws.amazon.com/s3/home에서 Amazon S3 콘솔을 엽니다.

3.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생성할 리전과 동일한 리전에 있는 버킷을 선택하거나 생성합니다. 버킷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 버킷에 샘플 패키지를 저장합니다. 버킷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콘솔 사용 설명서의 버킷 생성을 참조하세요.

4.

선택하거나 생성한 버킷에 샘플 패키지를 업로드합니다.
객체 업로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콘솔 사용 설명서의 객체 업로드를
참조하세요.

Amazon S3의 패키지를 사용하면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의 Lambda 리소스 선언에서 이 패키지의 위
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사용하여 함수를 선언하고 호출하는 방법
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함수의 결과를 사용해 EC2 인스턴스의 AMI ID를 지정하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2단계: 스택 생성
Amazon EC2 스택을 생성하려면 Lambda 함수, IAM 실행 역할, 이 함수를 호출하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 및
해당 함수의 결과를 사용하는 EC2 인스턴스를 포함하는 샘플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스택 생성 중 사용자 지정 리소스는 Lambda 함수를 호출해 이 함수가 미리 서명된 Amazon S3 URL로 응답
을 전송할 때까지 대기합니다. 호출된 함수는 응답 시 인스턴스를 생성한 EC2 인스턴스 유형 및 리전에 해당
하는 최신 AMI의 ID를 반환합니다. 함수 응답의 데이터는 EC2 인스턴스의 AMI ID를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속성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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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코드 조각은 샘플 템플릿의 관련 부분을 설명하여 Lambda 함수를 사용자 지정 리소스와 연결하는 방법
과 이러한 함수의 응답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전체 샘플 템플릿을 보려면 다음 템플릿을 참조하십시오.
Linux 템플릿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examples/lambda/LambdaAMILookupSample.template
Windows 템플릿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examples/lambda/LambdaAMILookupSample-win.template
스택 템플릿 코드 조각
Lambda 함수를 생성하려면 함수의 소스 코드, 핸들러 이름, 실행 시간 환경 및 실행 역할 ARN을 필요로 하
는 AWS::Lambda::Function 리소스를 선언합니다.

Example JSON 구문:
"AMIInfoFunction": {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
"Code": {
"S3Bucket": { "Ref": "S3Bucket" },
"S3Key": { "Ref": "S3Key" }
},
"Handler": { "Fn::Join" : [ "", [{ "Ref": "ModuleName" },".handler"] ] },
"Runtime": "nodejs8.10",
"Timeout": "30",
"Role": { "Fn::GetAtt" : ["LambdaExecutionRole", "Arn"] }
}
}

Example YAML 구문
AMIInfoFunction: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Code:
S3Bucket: !Ref S3Bucket
S3Key: !Ref S3Key
Handler: !Sub "${ModuleName}.handler"
Runtime: nodejs8.10
Timeout: 30
Role: !GetAtt LambdaExecutionRole.Arn

Code 속성은 샘플 패키지를 업로드한 Amazon S3 위치(버킷 이름 및 파일 이름)를 지정합니다. 샘플 템플
릿은 입력 파라미터("Ref": "S3Bucket" 및 "Ref": "S3Key")를 사용하여 버킷 및 파일 이름을 설정하
므로 스택을 생성할 때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zip 패키지의 소스 파일(JavaScript 파일)
의 이름에 해당하는 핸들러 이름 역시 입력 파라미터("Ref": "ModuleName")를 사용합니다. 소스 파일이
JavaScript 코드이므로 실행 시간이 nodejs8.10으로 지정됩니다.
이 연습의 경우 함수 실행 시간이 기본값인 3초를 초과하므로 시간 제한이 30초로 설정됩니다. 시간 제한을
충분히 길게 지정하지 않으면 Lambda에서는 함수를 완료하기 전에 시간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택 생성에 실패합니다.
템플릿의 다른 곳에서 선언된 실행 역할은 Fn::GetAtt 속성의 Role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지정됩니다. 실
행 역할은 로그를 AWS로 전송하고 EC2 DescribeImages API를 호출하는 Lambda 함수 권한을 부여합니
다. 다음 코드 조각은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 및 정책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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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JSON 구문:
"Lambda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lambda.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
},
"Path": "/",
"Policies":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logs:CreateLogGroup","logs:CreateLogStream","logs:PutLogEvents"],
"Resource": "arn:aws:logs:*:*:*"
},
{
"Effect": "Allow",
"Action": ["ec2:DescribeImages"],
"Resource": "*"
}]
}
}]
}
}

Example YAML 구문
Lambda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lambda.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logs:CreateLogGroup
- logs:CreateLogStream
- logs:PutLogEvents
Resource: arn:aws:logs:*:*:*
- Effect: Allow
Action:
- ec2:DescribeImages
Re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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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및 Windows 템플릿 둘 다의 경우 사용자 지정 리소스는 자신과 연결된 Lambda 함수를 호출합니다. 함
수를 사용자 지정 리소스와 연결하려면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ServiceToken 속성에 대해 함
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 선언에 포
함된 추가 속성(예: Region 및 Architecture)을 Lambda 함수에 입력으로 전송합니다. Lambda 함수는 이
러한 입력 속성에 대해 올바른 이름 및 값을 확인합니다.

Example JSON 구문:
"AMIInfo": {
"Type": "Custom::AMIInfo",
"Properties": {
"ServiceToken": { "Fn::GetAtt" : ["AMIInfoFunction", "Arn"] },
"Region": { "Ref": "AWS::Region" },
"Architecture": { "Fn::FindInMap" : [ "AWSInstanceType2Arch", { "Ref" :
"InstanceType" }, "Arch" ] }
}
}

Example YAML 구문
AMIInfo:
Type: Custom::AMIInfo
Properties:
ServiceToken: !GetAtt AMIInfoFunction.Arn
Region: !Ref "AWS::Region"
Architecture:
Fn::FindInMap:
- AWSInstanceType2Arch
- !Ref InstanceType
- Arch

Windows의 경우 사용자 지정 리소스는 Lambda 함수에 인스턴스의 아키텍처 대신 Windows 버전을 제공합
니다.

Example JSON 구문:
"AMIInfo": {
"Type": "Custom::AMIInfo",
"Properties": {
"ServiceToken": { "Fn::GetAtt" : ["AMIInfoFunction", "Arn"] },
"Region": { "Ref": "AWS::Region" },
"OSName": { "Ref": "WindowsVersion" }
}
}

Example YAML 구문
AMIInfo:
Type: Custom::AMIInfo
Properties:
ServiceToken: !GetAtt AMIInfoFunction.Arn
Region: !Ref "AWS::Region"
OSName: !Ref "WindowsVersion"

AWS CloudFormation이 Lambda 함수를 호출하면 이 함수는 리전 및 인스턴스 아키텍처 또는 OS 이름을 사
용하여 이미지 목록을 필터링하는 EC2 DescribeImages API를 호출합니다. 그런 다음 이 함수는 날짜별로
이미지 목록을 정렬하고 최신 AMI ID를 반환합니다.
최신 AMI ID 반환 시 이 함수는 응답 객체 (p. 608)의 Data 속성에 있는 미리 서명된 URL로 반환된 ID를 전
송합니다. 다음 예에 표시된 것처럼 데이터는 이름-값 페어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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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
"Id": "ami-43795473"
}

다음 코드 조각은 Lambda 함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함수는 Fn::GetAtt 내장 함
수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이름 및 가져오려는 값의 속성 이름을 제공합니다. 이 연습에서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이름은 AMIInfo이고 속성 이름은 Id입니다.

Example JSON 구문:
"Sample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
"InstanceType"
: { "Ref" : "InstanceType" },
"ImageId": { "Fn::GetAtt": [ "AMIInfo", "Id" ] }
}
}

Example YAML 구문
Sample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ImageId: !GetAtt AMIInfo.Id

이제 템플릿이 수행하는 작업과 샘플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스택을 생성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스택 생성을 선택합니다.

3.

템플릿 섹션에서 Amazon S3 임시 URL 지정을 선택하고 다음 URL을 복사해 텍스트 상자에 붙여 넣습
니다.
Linux 템플릿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examples/lambda/
LambdaAMILookupSample.template
Windows 템플릿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examples/lambda/
LambdaAMILookupSample-win.template

4.

[Next]를 선택합니다.

5.

스택 이름 필드에 SampleEC2Instance을 입력합니다.

6.

파라미터 섹션에서 자신이 생성한 Amazon S3 버킷의 이름을 지정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기타 파라미터의 기본값은 .zip 패키지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이름입니다.

7.

이 연습에서는 태그를 추가하거나 고급 설정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음을 선택합니다.

8.

스택 이름과 템플릿 URL이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생성을 선택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스택을 생성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려면 스
택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AWS CloudFormation 스택 데이터
및 리소스 보기 (p. 108) 단원을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0-05-15
60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Lambda 지원 사용자 지정 리소스

스택 생성에 성공하면 스택의 모든 리소스(예: Lambda 함수, 사용자 지정 리소스 및 EC2 인스턴스)가 생성
된 것입니다. Lambda 함수 및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성공적으로 사용해 EC2 인스턴스의 AMI ID를 지정했습
니다. 이 템플릿에서는 AMI ID의 매핑을 생성해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한 AMI ID AWS CloudFormation을 확인하려면 스택 출력을 살펴봅니다.
Lambda 함수가 오류를 반환하면 Amazon CloudWatch Logs 콘솔에서 함수 로그를 확인합니다. 로그 스트
림의 이름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물리적 ID로, 스택의 리소스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의 로그 데이터 보기를 참조하세요.

3단계: 리소스 정리
원치 않는 서비스에 대해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려면 스택을 삭제합니다.

스택을 삭제하려면
1.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SampleEC2Instance 스택을 선택합니다.

2.

작업을 선택한 다음 스택 삭제를 선택합니다.

3.

확인 메시지에서 예, 삭제를 선택합니다.

생성한 리소스가 모두 삭제됩니다.
이제 AWS CloudFormation에서 Lambda 함수를 생성해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했으므로 이 연습의 샘플 템플
릿과 코드를 사용하여 기타 스택 및 함수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AWS CloudFormation 사용자 정의 리소스 참조 (p. 606)

cfn-response 모듈
ZipFile 속성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사용자 지정 리소스와 상호 작용하는 함수와 함수의 소스
코드를 지정하는 경우 이러한 리소스에 응답을 전송할 cfn-response 모듈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
에는 send 메서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메서드는 Amazon S3 미리 서명된 URL(ResponseURL)을 사용하
여 응답 객체 (p. 608)를 사용자 지정 리소스로 전송합니다.
send 메서드를 실행하고 나면 Lambda 함수가 종료하므로 해당 메서드 이후에 작성하는 모든 내용이 무시
됩니다.

Note
cfn-response 모듈은 ZipFile 속성을 사용하여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 버킷에 저장된 소스 코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버킷 내 코드의 경우, 응답을 전송할 고
유 함수를 작성해야 합니다.

cfn-response 모듈 로드
Node.js 함수의 경우 require() 함수를 사용하여 cfn-response 모듈을 불러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cfn-response 이름의 response 객체를 생성합니다.
var response = require('cfn-response');

Python의 경우 다음 예제에서와 같이 import 문을 사용하여 cfnresponse 모듈을 로드합니다.

Note
이 정확한 가져오기 문을 사용합니다. 가져오기 문의 다양한 변형을 사용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응답 모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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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cfnresponse

send 메서드 파라미터
send 메서드와 함께 다음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vent
사용자 지정 리소스 요청 (p. 610)의 필드입니다.
context
함수 및 콜백이 Lambda 실행 환경 내에서 정보에 액세스했거나 실행을 완료한 경우를 지정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는 Lambda 함수 관련 객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Lambda Developer Guide의 프로그래밍
모델(Node.js)을 참조하세요.
responseStatus
함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cfnresponse 모듈 제약을 사용하여 실행 성공에
대해 SUCCESS를 지정하고 실행 실패에 대해 FAILED를 지정합니다.
responseData
사용자 지정 응답 객체 (p. 608)의 Data 필드입니다. 데이터는 이름-값 페어 목록입니다.
physicalResourceId
선택. 함수를 호출한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듈은 Lambda 함수와
연결된 Amazon CloudWatch Logs 로그 스트림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noEcho
선택. Fn::GetAtt 함수를 사용하여 조회할 때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출력을 마스킹할지 여부를 나타냅
니다. true로 설정하면 아래 지정된 위치에 저장된 정보를 제외하고, 반환된 모든 값은 별표(*****)로 마
스킹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값은 false입니다.

Important
NoEcho 속성을 사용해도 다음에 저장된 정보는 마스킹되지 않습니다.
• Metadata 템플릿 섹션입니다. CloudFormation은 Metadata 섹션에 포함된 정보를 변환,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십시오.
• Outputs 템플릿 섹션. 자세한 내용은 출력을 참조하십시오.
• 리소스 정의의 Metadata 속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타데이터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암호나 보안 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
니다.
NoEcho를 사용하여 민감한 정보를 마스킹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 모범 사례를 참조하세요.

예제
Node.js
다음 Node.js 예제에서 인라인 Lambda 함수는 입력 값을 받아서 그 값에 5를 곱합니다. 인라인 함수를 사용
하면 패키지를 생성하여 Amazon S3 버킷에 업로드하는 대신에 템플릿에서 소스 코드를 직접 지정할 수 있
으므로 인라인 함수는 작은 함수에 특히 유용합니다. 이 함수는 cfn-response send 메서드를 사용하여 호
출했던 사용자 지정 리소스로 결과를 다시 전송합니다.

JSON
"ZipFile": { "Fn::Jo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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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response = require('cfn-response');",
"exports.handler = function(event, context) {",
" var input = parseInt(event.ResourceProperties.Input);",
" var responseData = {Value: input * 5};",
" response.send(event, context, response.SUCCESS, responseData);",
"};"
]]}

YAML
ZipFile: >
var response = require('cfn-response');
exports.handler = function(event, context) {
var input = parseInt(event.ResourceProperties.Input);
var responseData = {Value: input * 5};
response.send(event, context, response.SUCCESS, responseData);
};

Python
다음 Python 예제에서 인라인 Lambda 함수는 정수 값을 받아서 그 값에 5를 곱합니다.

JSON
"ZipFile" : { "Fn::Join" : ["\n", [
"import json",
"import cfnresponse",
"def handler(event, context):",
"
responseValue = int(event['ResourceProperties']['Input']) * 5",
"
responseData = {}",
"
responseData['Data'] = responseValue",
"
cfnresponse.send(event, context, cfnresponse.SUCCESS, responseData,
\"CustomResourcePhysicalID\")"
]]}

YAML
ZipFile: |
import json
import cfnresponse
def handler(event, context):
responseValue = int(event['ResourceProperties']['Input']) * 5
responseData = {}
responseData['Data'] = responseValue
cfnresponse.send(event, context, cfnresponse.SUCCESS, responseData,
"CustomResourcePhysicalID")

모듈 소스 코드
다음은 Node.js 함수에 대한 응답 모듈 소스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검토하면 모듈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으
며 고유의 응답 함수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Copyright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SPDX-License-Identifier: MIT-0
exports.SUCCESS = "SUCCESS";
exports.FAILED = "F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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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s.send = function(event, context, responseStatus, responseData, physicalResourceId,
noEcho) {
var responseBody = JSON.stringify({
Status: responseStatus,
Reason: "See the details in CloudWatch Log Stream: " + context.logStreamName,
PhysicalResourceId: physicalResourceId || context.logStreamName,
StackId: event.StackId,
RequestId: event.RequestId,
LogicalResourceId: event.LogicalResourceId,
NoEcho: noEcho || false,
Data: responseData
});
console.log("Response body:\n", responseBody);
var https = require("https");
var url = require("url");
var parsedUrl = url.parse(event.ResponseURL);
var options = {
hostname: parsedUrl.hostname,
port: 443,
path: parsedUrl.path,
method: "PUT",
headers: {
"content-type": "",
"content-length": responseBody.length
}
};
var request = https.request(options, function(response) {
console.log("Status code: " + response.statusCode);
console.log("Status message: " + response.statusMessage);
context.done();
});
request.on("error", function(error) {
console.log("send(..) failed executing https.request(..): " + error);
context.done();
});

}

request.write(responseBody);
request.end();

다음은 Python 2와 3 함수에 대한 응답 모듈 소스 코드입니다.
# Copyright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SPDX-License-Identifier: MIT-0
from __future__ import print_function
import urllib3
import json
SUCCESS = "SUCCESS"
FAILED = "FAILED"
http = urllib3.PoolManager()
def send(event, context, responseStatus, responseData, physicalResourceId=None,
noEcho=False, reason=None):
responseUrl = event['Response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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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responseUrl)
responseBody = {
'Status' : responseStatus,
'Reason' : reason or "See the details in CloudWatch Log Stream:
{}".format(context.log_stream_name),
'PhysicalResourceId' : physicalResourceId or context.log_stream_name,
'StackId' : event['StackId'],
'RequestId' : event['RequestId'],
'LogicalResourceId' : event['LogicalResourceId'],
'NoEcho' : noEcho,
'Data' : responseData
}
json_responseBody = json.dumps(responseBody)
print("Response body:")
print(json_responseBody)
headers = {
'content-type' : '',
'content-length' : str(len(json_responseBody))
}
try:

response = http.request('PUT', responseUrl, headers=headers,
body=json_responseBody)
print("Status code:", response.status)
except Exception as e:
print("send(..) failed executing http.request(..):", e)

사용자 지정 리소스 참조
이 섹션에서는 다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 사용자 정의 리소스를 제공할 때 AWS CloudFormation에서 주고 받는 메시지에 사용되는 JSON 요청 및
응답 필드.
• 스택 생성, 스택 업데이트 및 스택 삭제에 대한 요청, 응답 및 custom resource provider 응답의 예상 필드.

이 섹션의 내용
• 사용자 지정 리소스 요청 객체 (p. 606)
• 사용자 지정 리소스 응답 객체 (p. 608)
• 사용자 지정 리소스 요청 유형 (p. 610)

사용자 지정 리소스 요청 객체
템플릿 개발자 요청 속성
template developer에서는 AWS CloudFormation 리소스 AWS::CloudFormation::CustomResource를 사용하
여 템플릿에서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AWS::CloudFormation::CustomResource에서 모든 속성은 custom resource provider에 의해 정의됩
니다. 유일한 필수 속성은 ServiceToke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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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Token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custom resource provider에서 얻은 서비스 토큰(Amazon SNS 주제 또는
AWS Lambda 함수 Amazon 리소스 이름)입니다. 서비스 토큰은 스택을 생성 중인 리전과 동일한 리전
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Yes
Type: String
리소스 속성의 기타 모든 필드는 선택 사항으로, 요청자의 ResourceProperties 필드에 있는 custom
resource provider로 있는 그대로 전송됩니다. 공급자가 이러한 필드의 이름 및 유효한 내용을 둘 다 정의합
니다.

Custom resource provider 요청 필드
다음 필드는 AWS CloudFormation에서 이러한 용도로 공급자가 구성한 SNS 주제의 custom resource
provider에게로 JSON 요청으로 전송됩니다.
RequestType
요청 유형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가 포함된 스택에 대해 template developer에서 시작한 AWS
CloudFormation 스택 작업(create-stack, update-stack 또는 delete-stack)에 따라 설정됩니다.
Create, Update 또는 Delete 중 하나여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 요청 유
형 (p. 610) 단원을 참조하세요.
Required: Yes
Type: String
ResponseURL
응답 URL은 custom resource provider에서 AWS CloudFormation에 보내는 응답을 수신할 미리 서명된
S3 버킷을 나타냅니다.
Required: Yes
Type: String
StackId
사용자 지정 리소스가 들어 있는 스택을 나타내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
StackId와 RequestId를 조합하여 만든 값으로 특정한 사용자 지정 리소스에 대한 요청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Yes
Type: String
RequestId
요청의 고유 ID.
StackId와 RequestId를 조합하여 만든 값으로 특정한 사용자 지정 리소스에 대한 요청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Yes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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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Type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템플릿 개발자가 선택한 리소스 유형입니다.
사용자 지정 리소스 유형 이름은 최대 60자이고 영숫자 및 다음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_@Required: Yes
Type: String
LogicalResourceId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있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template developer 선택 이름(논리적 ID).
custom resource provider 및 template developer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Required: Yes
Type: String
PhysicalResourceId
custom resource provider에서 정의한 필수 Physical ID로, 해당 공급자에 대해 고유합니다.
Required: 항상 Update 및 Delete 요청과 함께 전송되며 Create와 함께 전송되지 않습니다.
Type: String
ResourceProperties
이 필드에는 template developer에서 보낸 Properties 객체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custom resource provider에서 정의합니다.
Required: No
Type: JSON object
OldResourceProperties
Update 요청에만 사용됩니다. 업데이트 요청 이전에 선언된 리소스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Required: Yes
Type: JSON object

사용자 지정 리소스 응답 객체
Custom resource provider 응답 필드
다음은 JSON 파일을 미리 서명된 URL로 전송할 때 사용자 지정 리소스 공급자에 포함되는 속성입니다. 미
리 서명된 URL을 사용하여 객체를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개발자 가이드에서 관련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Note
응답 본문의 총 크기는 4096바이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태
AWS CloudFormation에서 생성한 요청에 대해 custom resource provider에서 보낸 상태 값.
SUCCESS 또는 FAILED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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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Yes
Type: String
Reason
장애 응답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Required: Status가 FAILED인 경우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선택 사항입니다.
Type: String
PhysicalResourceId
이 값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 공급업체 고유의 식별자여야 하며, 크기는 최대 1KB까지 가능합니다. 값은
빈 문자열일 수 없으며, 동일한 리소스의 모든 응답에 대해 동일해야 합니다.
Required: Yes
Type: String
StackId
사용자 지정 리소스가 들어 있는 스택을 나타내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 이 반응 값을 요청에서 정
확히 복사해야 합니다.
Required: Yes
Type: String
RequestId
요청의 고유 ID. 이 반응 값을 요청에서 정확히 복사해야 합니다.
Required: Yes
Type: String
LogicalResourceId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있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template developer 선택 이름(논리적 ID).
이 반응 값을 요청에서 정확히 복사해야 합니다.
Required: Yes
Type: String
NoEcho
선택 사항입니다. Fn::GetAtt 함수를 사용하여 조회할 때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출력을 마스킹할지 여
부를 나타냅니다. true로 설정하면 템플릿의 Metadata 섹션에 저장된 값을 제외하고 반환된 모든 값
은 별표(*****)로 마스킹됩니다. AWS CloudFormation은 Metadata 섹션에 포함된 정보를 변환, 수정 또
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NoEcho를 사용하여 민감한 정보를 마스킹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 모범 사례를 참조하세요.
Required: No
Type: Boolean
Data
선택 사항입니다. 응답과 함께 보낼 custom resource provider 정의 이름-값 페어. Fn::GetAtt와 템플
릿의 이름을 사용해 여기 제공된 값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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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이름-값 페어에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 NoEcho 필드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출력을 마스킹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속성 값(예: DescribeStackEvents)을 드러내는
API를 통해 값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No
Type: JSON object

사용자 지정 리소스 요청 유형
template developer에서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포함하는 스택을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하면 AWS
CloudFormation에서 전송한 공급업체 요청 객체 (p. 606)의 RequestType 필드에 요청 유형이 전송됩니
다.
각 요청 유형에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 공급자의 응답에 대한 S3 URL을 포함하여 요청과 함께 전송되는 특정
필드가 있습니다. 공급자는 1시간 이내에 SUCCESS 또는 FAILED 결과를 사용하여 S3 버킷에 응답해야 합니
다. 1시간이 경과하면 요청이 시간 초과됩니다. 또한 각 결과에는 에 필요한 특정 필드가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각 요청 유형에 대한 요청 및 응답 필드에 대한 정보를 예제와 함께 제공합니다.

이 섹션의 내용
• 생성 (p. 610)
• 삭제 (p. 613)
• 업데이트 (p. 615)

생성
template developer에서 사용자 지정 리소스가 포함된 스택을 생성하면 RequestType이(가) Create(으)로
지정된 사용자 지정 리소스 제공자가 전송됩니다.

요청
생성 요청에는 다음과 같은 필드가 포함됩니다.
RequestType
Create를 선택하십시오.
RequestId
요청의 고유 ID.
ResponseURL
응답 URL은 custom resource provider에서 AWS CloudFormation에 보내는 응답을 수신할 미리 서명된
S3 버킷을 나타냅니다.
ResourceType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템플릿 개발자가 선택한 리소스 유형입니다.
사용자 지정 리소스 유형 이름은 최대 60자이고 영숫자 및 다음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_@LogicalResourceId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있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template developer 선택 이름(논리적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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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kId
사용자 지정 리소스가 들어 있는 스택을 나타내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
ResourceProperties
이 필드에는 template developer에서 보낸 Properties 객체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custom resource provider에서 정의합니다.

예
{

}

"RequestType" : "Create",
"RequestId" : "unique id for this create request",
"ResponseURL" : "pre-signed-url-for-create-response",
"ResourceType" : "Custom::MyCustomResourceType",
"LogicalResourceId" : "name of resource in template",
"StackId" : "arn:aws:cloudformation:us-east-2:namespace:stack/stack-name/guid",
"ResourceProperties" : {
"key1" : "string",
"key2" : [ "list" ],
"key3" : { "key4" : "map" }
}

응답
성공
생성 요청이 성공하면 다음 필드가 포함된 응답을 S3 버킷에 전송해야 합니다.
상태
SUCCESS여야 합니다.
RequestId
요청의 고유 ID. 이 반응 값을 요청에서 정확히 복사해야 합니다.
LogicalResourceId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있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template developer 선택 이름(논리적 ID).
이 반응 값을 요청에서 정확히 복사해야 합니다.
StackId
사용자 지정 리소스가 들어 있는 스택을 나타내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 이 반응 값을 요청에서 정
확히 복사해야 합니다.
PhysicalResourceId
이 값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 공급업체 고유의 식별자여야 하며, 크기는 최대 1KB까지 가능합니다. 값은
빈 문자열일 수 없으며, 동일한 리소스의 모든 응답에 대해 동일해야 합니다.
NoEcho
선택 사항입니다. Fn::GetAtt 함수를 사용하여 조회할 때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출력을 마스킹할지 여
부를 나타냅니다. true로 설정하면 템플릿의 Metadata 섹션에 저장된 값을 제외하고 반환된 모든 값
은 별표(*****)로 마스킹됩니다. AWS CloudFormation은 Metadata 섹션에 포함된 정보를 변환, 수정 또
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NoEcho를 사용하여 민감한 정보를 마스킹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 모범 사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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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선택 사항입니다. 응답과 함께 보낼 custom resource provider 정의 이름-값 페어. Fn::GetAtt와 템플
릿의 이름을 사용해 여기 제공된 값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이름-값 페어에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 NoEcho 필드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출력을 마스킹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속성 값(예: DescribeStackEvents)을 드러내는
API를 통해 값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
{

"Status" : "SUCCESS",
"RequestId" : "unique id for this create request (copied from request)",
"LogicalResourceId" : "name of resource in template (copied from request)",
"StackId" : "arn:aws:cloudformation:us-east-2:namespace:stack/stack-name/guid (copied
from request)",
"PhysicalResourceId" : "required vendor-defined physical id that is unique for that
vendor",
"Data" : {
"keyThatCanBeUsedInGetAtt1" : "data for key 1",
"keyThatCanBeUsedInGetAtt2" : "data for key 2"
}

}

실패
생성 요청이 실패하면 다음 필드가 포함된 응답을 S3 버킷에 전송해야 합니다.
상태
FAILED여야 합니다.
이유
장애 응답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RequestId
요청의 고유 ID. 이 반응 값을 요청에서 정확히 복사해야 합니다.
LogicalResourceId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있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template developer 선택 이름(논리적 ID).
이 반응 값을 요청에서 정확히 복사해야 합니다.
StackId
사용자 지정 리소스가 들어 있는 스택을 나타내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 이 반응 값을 요청에서 정
확히 복사해야 합니다.
PhysicalResourceId
이 값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 공급업체 고유의 식별자여야 하며, 크기는 최대 1KB까지 가능합니다. 값은
빈 문자열일 수 없으며, 동일한 리소스의 모든 응답에 대해 동일해야 합니다.

예
{

"Status" : "FAILED",
"Reason" : "Required failure reaso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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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Id" : "unique id for this create request (copied from request)",
"LogicalResourceId" : "name of resource in template (copied from request)",
"StackId" : "arn:aws:cloudformation:us-east-2:namespace:stack/stack-name/guid (copied
from request)",
"PhysicalResourceId" : "required vendor-defined physical id that is unique for that
vendor"

}

삭제
template developer에서 사용자 지정 리소스가 포함된 스택을 삭제하면 RequestType이 Delete로 지정된
사용자 지정 리소스 제공자가 전송됩니다. 사용자 지정 리소스가 포함된 스택을 성공적으로 삭제하려면 에서
삭제 요청에 성공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요청
삭제 요청에는 다음과 같은 필드가 포함됩니다.
RequestType
Delete를 선택하십시오.
RequestId
요청의 고유 ID.
ResponseURL
응답 URL은 custom resource provider에서 AWS CloudFormation에 보내는 응답을 수신할 미리 서명된
S3 버킷을 나타냅니다.
ResourceType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템플릿 개발자가 선택한 리소스 유형입니다.
사용자 지정 리소스 유형 이름은 최대 60자이고 영숫자 및 다음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_@LogicalResourceId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있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template developer 선택 이름(논리적 ID).
StackId
사용자 지정 리소스가 들어 있는 스택을 나타내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
PhysicalResourceId
custom resource provider에서 정의한 필수 Physical ID로, 해당 공급자에 대해 고유합니다.
ResourceProperties
이 필드에는 template developer에서 보낸 Properties 객체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custom resource provider에서 정의합니다.

예
{

"RequestType" : "Delete",
"RequestId" : "unique id for this delete request",
"ResponseURL" : "pre-signed-url-for-delete-response",
"ResourceType" : "Custom::MyCustomResourceType",
"LogicalResourceId" : "name of resource in template",
"StackId" : "arn:aws:cloudformation:us-east-2:namespace:stack/stack-name/guid",
"PhysicalResourceId" : "custom resource provider-defined physical id",
"ResourceProperties" : {
"key1"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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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y2" : [ "list" ],
"key3" : { "key4" : "map" }

응답
성공
삭제 요청이 성공하면 다음 필드가 포함된 응답을 S3 버킷에 전송해야 합니다.
상태
SUCCESS여야 합니다.
RequestId
요청의 고유 ID. 이 반응 값을 요청에서 정확히 복사해야 합니다.
LogicalResourceId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있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template developer 선택 이름(논리적 ID).
이 반응 값을 요청에서 정확히 복사해야 합니다.
StackId
사용자 지정 리소스가 들어 있는 스택을 나타내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 이 반응 값을 요청에서 정
확히 복사해야 합니다.
PhysicalResourceId
이 값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 공급업체 고유의 식별자여야 하며, 크기는 최대 1KB까지 가능합니다. 값은
빈 문자열일 수 없으며, 동일한 리소스의 모든 응답에 대해 동일해야 합니다.

예
{

"Status" : "SUCCESS",
"RequestId" : "unique id for this delete request (copied from request)",
"LogicalResourceId" : "name of resource in template (copied from request)",
"StackId" : "arn:aws:cloudformation:us-east-2:namespace:stack/stack-name/guid (copied
from request)",
"PhysicalResourceId" : "custom resource provider-defined physical id"

}

실패
삭제 요청이 실패하면 다음 필드가 포함된 응답을 S3 버킷에 전송해야 합니다.
상태
FAILED여야 합니다.
이유
실패 이유
RequestId
삭제 요청 (p. 613)에서 복사된 RequestId 값
LogicalResourceId
삭제 요청 (p. 613)에서 복사된 LogicalResourceId 값
API 버전 2010-05-15
61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사용자 지정 리소스 참조

StackId
삭제 요청 (p. 613)에서 복사된 StackId 값
PhysicalResourceId
custom resource provider에서 정의한 필수 Physical ID로, 해당 공급자에 대해 고유합니다.

예
{

"Status" : "FAILED",
"Reason" : "Required failure reason string",
"RequestId" : "unique id for this delete request (copied from request)",
"LogicalResourceId" : "name of resource in template (copied from request)",
"StackId" : "arn:aws:cloudformation:us-east-2:namespace:stack/stack-name/guid (copied
from request)",
"PhysicalResourceId" : "custom resource provider-defined physical id"

}

업데이트
템플릿 내부에서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속성이 변경된 경우 RequestType이 Update로 설정된 사용자 지정
리소스 제공자 요청이 전송됩니다. 따라서 업데이트가 호출될 때 해당 속성이 변경되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사용자 지정 리소스 코드는 변경 사항을 감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청
업데이트 요청에는 다음과 같은 필드가 포함됩니다.
RequestType
Update를 선택하십시오.
RequestId
요청의 고유 ID.
ResponseURL
응답 URL은 custom resource provider에서 AWS CloudFormation에 보내는 응답을 수신할 미리 서명된
S3 버킷을 나타냅니다.
ResourceType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템플릿 개발자가 선택한 리소스 유형입니다.
사용자 지정 리소스 유형 이름은 최대 60자이고 영숫자 및 다음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_@- 업데이
트 중에는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LogicalResourceId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있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template developer 선택 이름(논리적 ID).
StackId
사용자 지정 리소스가 들어 있는 스택을 나타내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
PhysicalResourceId
custom resource provider에서 정의한 필수 Physical ID로, 해당 공급자에 대해 고유합니다.
ResourceProperties
업데이트된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template developer가 선언한 새 리소스 속성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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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ResourceProperties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template developer가 이전에 선언한 새 리소스 속성 값입니다.

예
{

}

"RequestType" : "Update",
"RequestId" : "unique id for this update request",
"ResponseURL" : "pre-signed-url-for-update-response",
"ResourceType" : "Custom::MyCustomResourceType",
"LogicalResourceId" : "name of resource in template",
"StackId" : "arn:aws:cloudformation:us-east-2:namespace:stack/stack-name/guid",
"PhysicalResourceId" : "custom resource provider-defined physical id",
"ResourceProperties" : {
"key1" : "new-string",
"key2" : [ "new-list" ],
"key3" : { "key4" : "new-map" }
},
"OldResourceProperties" : {
"key1" : "string",
"key2" : [ "list" ],
"key3" : { "key4" : "map" }
}

응답
성공
custom resource provider이(가) 리소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경우 응답에서 AWS CloudFormation은(는)
SUCCESS(으)로 설정된 상태를 예상합니다.
상태
SUCCESS여야 합니다.
RequestId
요청의 고유 ID. 이 반응 값을 요청에서 정확히 복사해야 합니다.
LogicalResourceId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있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template developer 선택 이름(논리적 ID).
이 반응 값을 요청에서 정확히 복사해야 합니다.
StackId
사용자 지정 리소스가 들어 있는 스택을 나타내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 이 반응 값을 요청에서 정
확히 복사해야 합니다.
PhysicalResourceId
이 값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 공급업체 고유의 식별자여야 하며, 크기는 최대 1KB까지 가능합니다. 값은
빈 문자열일 수 없으며, 동일한 리소스의 모든 응답에 대해 동일해야 합니다.
NoEcho
선택 사항입니다. Fn::GetAtt 함수를 사용하여 조회할 때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출력을 마스킹할지 여
부를 나타냅니다. true로 설정하면 템플릿의 Metadata 섹션에 저장된 값을 제외하고 반환된 모든 값
은 별표(*****)로 마스킹됩니다. AWS CloudFormation은 Metadata 섹션에 포함된 정보를 변환, 수정 또
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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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cho를 사용하여 민감한 정보를 마스킹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 모범 사례를 참조하세요.
테스트
선택 사항입니다. 응답과 함께 보낼 custom resource provider 정의 이름-값 페어. Fn::GetAtt와 템플
릿의 이름을 사용해 여기 제공된 값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이름-값 페어에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 NoEcho 필드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출력을 마스킹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속성 값(예: DescribeStackEvents)을 드러내는
API를 통해 값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
{

"Status" : "SUCCESS",
"RequestId" : "unique id for this update request (copied from request)",
"LogicalResourceId" : "name of resource in template (copied from request)",
"StackId" : "arn:aws:cloudformation:us-east-2:namespace:stack/stack-name/guid (copied
from request)",
"PhysicalResourceId" : "custom resource provider-defined physical id",
"Data" : {
"keyThatCanBeUsedInGetAtt1" : "data for key 1",
"keyThatCanBeUsedInGetAtt2" : "data for key 2"
}

}

실패
리소스를 새 속성 세트로 업데이트할 수 없으면 AWS CloudFormation은(는) 응답에서 실패 이유와 함께
FAILED(으)로 설정된 상태를 기대합니다.
상태
FAILED여야 합니다.
이유
장애 응답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RequestId
요청의 고유 ID. 이 반응 값을 요청에서 정확히 복사해야 합니다.
LogicalResourceId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있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template developer 선택 이름(논리적 ID).
이 반응 값을 요청에서 정확히 복사해야 합니다.
StackId
사용자 지정 리소스가 들어 있는 스택을 나타내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 이 반응 값을 요청에서 정
확히 복사해야 합니다.
PhysicalResourceId
이 값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 공급업체 고유의 식별자여야 하며, 크기는 최대 1KB까지 가능합니다. 값은
빈 문자열일 수 없으며, 동일한 리소스의 모든 응답에 대해 동일해야 합니다.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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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 "FAILED",
"Reason" : "Required failure reason string",
"RequestId" : "unique id for this update request (copied from request)",
"LogicalResourceId" : "name of resource in template (copied from request)",
"StackId" : "arn:aws:cloudformation:us-east-2:namespace:stack/stack-name/guid (copied
from request)",
"PhysicalResourceId" : "custom resource provider-defined physical id"

}

AWS CloudFormation 매크로를 사용하여 템플릿에
사용자 지정 처리 수행
매크로를 통해 찾기 및 바꾸기 작업 같은 간단한 작업부터 전체 템플릿 변형과 같은 작업까지 템플릿에 대한
사용자 지정 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의 폭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AWS::Include 및 AWS::Serverless 변형을 고려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에 의해 호스팅되는 매크로입니다.
• AWS::Include ## (p. 6567) 사용을 통해 보일러플레이트 템플릿 코드 조각을 템플릿에 삽입할 수 있
습니다.
• AWS::Serverless ## (p. 6571)에서는 AWS Serverless Application Model (AWS SAM) 구문에서 작
성된 전체 템플릿을 가져온 다음 이를 변형 후 규정 준수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으로 확장합니다.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및 AWS SA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Lambda Developer Guide의 Lambda
기반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참조하세요.)

AWS CloudFormation 매크로의 작동 방식
매크로를 사용한 템플릿 처리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매크로 자체의 생성과 매크로 사용을 통
한 템플릿의 처리 수행입니다.
매크로 정의를 생성하려면 다음을 생성해야 합니다.
• 템플릿 처리를 수행하는 AWS Lambda 함수. 이 Lambda 함수는 코드 조각 또는 전체 템플릿 및 정의하는
추가 파라미터를 수락합니다. 응답으로 처리된 템플릿 코드 조각 또는 전체 템플릿을 반환합니다.
• AWS::CloudFormation::Macro 유형의 리소스로, 이를 통해 사용자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내부에서 Lambda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리소스는 Lambda 함수의 ARN을 지정하여 이 매크로
를 호출하고, 추가 선택적 속성을 지정하여 디버깅을 지원합니다. 계정 안에서 이 리소스를 생성하려면
AWS::CloudFormation::Macro 리소스가 포함된 템플릿을 작성한 다음 이 템플릿에서 자체 관리형 권
한을 사용하여 스택 또는 스택 세트를 생성합니다. AWS CloudFormation StackSets는 현재 매크로를 참조
하는 템플릿에서 서비스 관리형 권한을 사용하여 스택 세트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
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하려면 템플릿에서 매크로를 참조합니다.
• 템플릿의 섹션 또는 코드 조각을 처리하려면 변환하려는 템플릿과 관련된 위치에 있는
Fn::Transform (p. 6560) 함수의 매크로를 참조합니다. Fn::Transform 사용 시 필요한 지정된 파
라미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전체 템플릿을 처리하려면 템플릿의 변환 (p. 328) 섹션에 있는 매크로를 참조합니다.
그런 다음 변경 세트를 생성하고 실행하십시오. (매크로 처리 시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여러 리소스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가 수행하는 모든 변경을 인식하려면 변경 세트를 사용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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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지정된 파라미터와 함께 지정된 템플릿 콘텐츠를 매크로 리소스에 지정된 Lambda 함수로 전달합니
다. Lambda 함수는 처리된 템플릿 콘텐츠를 반환하며, 이는 코드 조각 또는 전체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의 모든 매크로가 호출된 이후 AWS CloudFormation에서 처리된 템플릿 콘텐츠를 포함시키는 변경
세트를 생성합니다. 변경 세트를 검토한 후 실행하여 해당 변경 내용을 적용합니다.

Important
스택 세트 템플릿에서 하나 이상의 매크로를 참조하는 경우 먼저 변경 세트의 결과 변경 사
항을 먼저 검토하지 않고 처리된 템플릿에서 직접 스택 세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스택 세트
를 직접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려면 CreateStackSet 또는 UpdateStackSet 작업을 사용하고
CAPABILITY_AUTO_EXPAND 기능을 지정해야 합니다. 매크로를 직접 참조하는 템플릿에서 스택
세트를 생성 또는 업데이트하기 전에 매크로가 수행하는 처리 작업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Note
변경 세트에 제시된 변경을 먼저 검토하지 않고 처리된 템플릿에서 직접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
트하는 것이 편할 경우 CreateStack 또는 UpdateStack 요청 중 CAPABILITY_AUTO_EXPAND
기능을 지정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가 수행하는 처리를 알고 있을 경우에만 매크로를
참조하는 템플릿에서 직접 스택을 생성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 세트는 현재 중첩 스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매크로를 참조하고 중첩 스택을 포함하는
스택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하려는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여 템플릿에서 직접 스택을 생성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API Reference의 CreateStack 또는 UpdateStack을 참조하십
시오.

AWS CloudFormation 매크로 정의 생성
매크로 정의를 생성할 때 매크로 정의에서 지정된 계정의 기본 Lambda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AWS
CloudFormation에서 이를 호출하고 템플릿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매크로 함수 인터페이스
매크로의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다음 이벤트 매핑과 함께 기본 Lambda 함수를 호출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JSON 형식으로 요청을 전송하고, 함수 응답 또한 JSON 형식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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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 : "us-east-1",
"accountId" : "$ACCOUNT_ID",
"fragment" : { ... },
"transformId" : "$TRANSFORM_ID",
"params" : { ... },
"requestId" : "$REQUEST_ID",
"templateParameterValues" : { ... }

• region
매크로가 상주하는 리전입니다.
• accountId
매크로가 Lambda 함수를 호출하는 계정의 계정 ID입니다.
• fragment
사용자 지정 처리 사용이 가능한 템플릿 콘텐츠로 JSON 형식입니다.
• Transform 템플릿 섹션에 포함된 매크로의 경우 Transform 섹션을 제외한 전체 템플릿입니다.
• Fn::Transform 내장 함수 호출에 포함된 매크로의 경우 템플릿 내에 있는 내장 함수의 위치를 기반으
로 한 모든 형제(및 하위) 노드가 포함됩니다. 단, Fn::Transform 함수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매크로 범위 (p. 624) 섹션을 참조하세요.
• transformId
이 함수를 호출하는 매크로의 이름입니다.
• params
Fn::Transform 함수 호출의 경우 함수에 대한 지정된 모든 파라미터입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는 함수로 전달하기 전에 이러한 파라미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Transform 템플릿 섹션에 포함된 매크로의 경우 이 섹션은 비어 있습니다.
• requestId
이 함수를 호출하는 요청의 ID입니다.
• templateParameterValues
템플릿의 파라미터 (p. 274) 섹션에 지정된 파라미터입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함수로 전달하
기 전에 이러한 파라미터를 평가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기본 함수가 다음 JSON 형식의 응답을 반환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

}

"requestId" : "$REQUEST_ID",
"status" : "$STATUS",
"fragment" : { ... }

• requestId
이 함수를 호출하는 요청의 ID입니다. 함수 호출 시 AWS CloudFormation에서 제공하는 요청 ID와 일치해
야 합니다.
• 상태
요청의 상태입니다(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음). AWS CloudFormation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success에
서 다른 모든 응답을 failure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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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gment
형제를 포함하여 처리된 템플릿에 포함할 AWS CloudFormation에 대한 처리된 템플릿 콘텐츠입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Lambda 함수로 전달된 템플릿 콘텐츠를 Lambda 응답에서 수신한 템플릿
조각으로 대체합니다.
처리된 템플릿 콘텐츠는 유효한 JSON이어야 하고, 처리된 템플릿에 포함된 사항은 유효한 템플릿이 되어
야 합니다.
함수가 AWS CloudFormation에서 전달하는 템플릿 콘텐츠를 실제로 변경하지 않지만 이러한 콘텐츠를 처
리된 템플릿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 함수가 해당 템플릿 콘텐츠를 AWS CloudFormation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errorMessage
변환이 실패한 이유를 설명하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CloudFormation은 스택에 대한 [스택 세부 사항] 페이
지의 [이벤트] 창에서 이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Error creating change set: Transform AWS account account number::macro name failed
with: error message string’이 표시됩니다.
매크로 생성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매크로 정의 생성 시 고려 사
항 (p. 62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매크로 계정 범위 및 권한
리소스로 생성된 계정에서만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의 이름은 해당 계정 내에서 고유해야 합
니다. 하지만 기본 Lambda 함수에서 교차 계정 액세스를 활성화하고 여러 계정에서 해당 함수를 참조하는
매크로 정의를 생성함으로써 여러 계정에서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제에서
는 3개의 계정에 동일한 Lambda 함수를 가리키는 매크로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Lambda Developer Guide에서 AWS Lambda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관리 개요를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0-05-15
62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CloudFormation 매크로 정의 생성

매크로 정의를 생성하려면 사용자에게 지정된 계정 내에서 스택 또는 스택 세트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
어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템플릿에 포함된 매크로를 실행하려면 사용자가 기본 Lambda 함수에 대해
Invoke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권한 상승을 방지하도록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매크로 실
행 도중 사용자를 가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Lambda Developer Guide의 Lambda 권한 모델 및 IAM
사용 설명서의 AWS Lambda에 사용되는 작업 및 조건 컨텍스트 키를 참조하세요.
AWS::Serverless 변환 (p. 6571) 및 AWS::Include 변환 (p. 6567) 변형은 AWS CloudFormation에서 호스팅
하는 매크로입니다.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권한은 없으며, AWS CloudFormation의 모든 계정 내에
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매크로 디버깅
디버깅을 돕기 위해 매크로에 대한 AWS::CloudFormation::Macro 리소스 유형 생성 시 LogGroupName 및
LogRoleArn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통해 매크로의 기본 AWS Lambda 함수 호출 시
AWS CloudFormation에서 오류 로깅 정보를 전송하는 CloudWatch 로그 그룹을 지정할 수 있으며, 로그 항
목을 로그로 전송할 때 AWS CloudFormation에서 수임해야 하는 역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제
매크로가 실행 중일 때 Lambda 함수의 소유자에게 해당 함수의 실행과 관련한 요금이 청구됩니다.
AWS::Serverless 변환 (p. 6571) 및 AWS::Include 변환 (p. 6567) 변형은 AWS CloudFormation에서 호스팅
하는 매크로입니다. 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은 없습니다.

AWS CloudFormation 매크로 정의 생성 시 고려 사항
매크로 정의 생성 시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십시오.
• 매크로는 AWS Lambda 사용이 가능한 AWS 리전에서만 지원됩니다. Lambda를 사용할 수 있는 리전 목
록은 http://docs.aws.amazon.com/general/latest/gr/rande.html#lambda_region 섹션을 참조하세요.
• 처리된 템플릿 조각은 유효한 JSON이어야 합니다.
• 모든 처리된 템플릿 조각은 스택 생성, 스택 업데이트, 스택 세트 생성 또는 스택 세트 업데이트 작업에 대
한 검증 확인을 전달해야 합니다.
• AWS CloudFormation은 매크로를 먼저 확인하고 템플릿을 처리합니다. 결과 템플릿은 유효한 JSON 또는
이어야 하며 템플릿 크기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CloudFormation이 템플릿에서 요소를 처리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매크로는 CloudFormation에 반환하
는 처리된 템플릿 콘텐츠에 모듈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모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CLI
사용 설명서의 모듈 개발을 참조하세요.
• 업데이트 롤백 기능을 사용하면 AWS CloudFormation은 원본 템플릿의 사본을 사용합니다. 포함된 코드
조각이 변경된 경우에도 원본 템플릿으로 롤백됩니다.
• 매크로 내에 매크로를 포함시키는 것은 매크로를 반복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 현재 매크로에서 Fn::ImportValue 내장 함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템플릿에 포함된 내장 함수는 모든 매크로 이후 평가됩니다. 따라서 매크로가 반환하는 처리된 템플릿 콘
텐츠에는 내장 함수에 대한 호출이 포함될 수 있고, 이는 평소와 같이 평가됩니다.
• StackSets는 현재 AWS CloudFormation 매크로를 참조하는 템플릿에서 서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
트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스택 세트 템플릿에서 하나 이상의 매크로를 참조하는 경우 먼저 변경 세트의 결과 변경 사항을 먼
저 검토하지 않고 처리된 템플릿에서 직접 스택 세트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스택 세
트를 직접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려면 CreateStackSet 또는 UpdateStackSet 작업을 사용하고
CAPABILITY_AUTO_EXPAND 기능을 지정합니다. 매크로 처리 시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여러 리소스가 추
가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직접 참조하는 템플릿에서 스택 세트를 생성 또는 업데이트하기 전에 매크로
가 수행하는 처리 작업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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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세트는 현재 중첩 스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매크로를 참조하고 중첩 스택을 포함하는 템플릿을 사
용하여 스택을 생성 또는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경우 스택을 직접 생성 또는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를 수
행하려면 CreateStack 또는 UpdateStack 작업을 사용하고 CAPABILITY_AUTO_EXPAND 기능을 지정합
니다.

AWS CloudFormation 매크로 정의를 생성하려면:
1.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처리하는 AWS Lambda 함수를 빌드합니다.
빌드한 Lambda 함수는 템플릿 콘텐츠의 처리를 수행합니다. 함수가 템플릿의 일부분부터 전체 템
플릿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함수에서 준수해야 하는 이벤트 매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매크로 함수 인터페이스 (p. 61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매크로 생성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매크로 정의 생성 시 고려 사항 (p. 622)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2.

AWS::CloudFormation::Macro 리소스 유형을 포함하는 템플릿을 생성 (p. 245)합니다.
• Name 및 FunctionName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FunctionName 속성은 AWS CloudFormation에
서 매크로 실행 시 호출할 Lambda 함수의 ARN을 지정합니다.
• 디버깅을 돕기 위해 LogGroupName 및 LogRoleArn 속성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원하는 계정의 매크로를 포함하는 템플릿에서 스택을 생성 (p. 101)하거나 관리자 계정의 매크로를 참조
하는 템플릿에서 자체 관리형 권한을 사용하여 스택 세트를 생성 (p. 673)한 다음 원하는 대상 계정에
스택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매크로 정의가 포함된 스택을 생성한 이후 매크로는 해당 계정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템플릿에서 AWS CloudFormation 매크로 사용
AWS CloudFormation에서 매크로 정의가 포함된 스택을 생성한 이후 매크로는 해당 계정 내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템플릿 콘텐츠와 관련이 있는 적절한 위치에서 템플릿을 참조하여 매크로를 사용합
니다.

AWS CloudFormation 매크로 평가 순서
AWS::Include 변환 (p. 6567) 및 AWS::Serverless 변환 (p. 6571) 등과 같이 AWS CloudFormation에서 호스
팅되는 변형을 포함하여 해당 템플릿의 여러 매크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는 템플릿에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가장 깊이 중첩된 외부부터 가장 일반적인 순서로 평가됩니다. 템플
릿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매크로는 나열된 순서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평가됩니다.
AWS::Include 및 AWS::Transform과 같은 변형은 작업 순서 및 범위 측면에서 다른 매크로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템플릿 샘플에서 AWS CloudFormation은 템플릿에서 가장 깊이 중첩된 매크로인
PolicyAdder 매크로를 먼저 평가합니다. 그런 다음 AWS CloudFormation은 MyMacro를 평가한 후
Transform 섹션의 AWS::Serverless 앞에 나열된 AWS::Serverless를 평가합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Transform: [MyMacro, AWS::Serverless]
Resources:
WaitCondition:
Type: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
My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BucketName: My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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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key":"value"}]
'Fn::Transform':
- Name: PolicyAdder
CorsConfiguration:[]
My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ami-123"

AWS CloudFormation 매크로 범위
템플릿의 Transform 섹션에서 참조되는 매크로는 해당 템플릿의 전체 콘텐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Fn::Transform 함수에서 참조되는 매크로는 템플릿의 Fn::Transform 함수에 대한 형제 요소(하위 요
소 포함)의 콘텐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템플릿 샘플에서 AWS::Include는 Fn::Transform 함수의 위치를 기준으로 MyBucket
속성을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MyMacro는 Transform 섹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 템플릿의 콘텐츠
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Start of processable content for MyMacro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Transform: [MyMacro]
Resources:
WaitCondition:
Type: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
MyBucket:
Type: 'AWS::S3::Bucket' //Start of processable content for AWS::Include
Properties:
BucketName: MyBucket
Tags: [{"key":"value"}]
'Fn::Transform':
- Name: 'AWS::Include'
Parameters:
Location: s3://MyAmazonS3BucketName/MyFileName.yaml
CorsConfiguration:[]
//End of processable content for AWS::Include
My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ami-123"
// End of processable content for MyMacro

변경 세트 및 AWS CloudFormation 매크로
매크로를 참조하는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려면 일반적으로 변경 세트를 생성하
고 나서 실행하십시오. 변경 세트는 처리된 템플릿에 기초하여 CloudFormation에서 수행할 작업을 설명합니
다. 매크로 처리 시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여러 리소스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가 수행하는 모든 변경을
항상 파악하려면 변경 세트를 사용합니다. 변경 세트를 검토한 후 실행하여 변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는 IAM 리소스를 템플릿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소스의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해당 기능을 승인 (p. 67)해야 합니다. 템플릿을 처리하기 전에는 AWS CloudFormation에서 추가되는 리소스
를 알 수 없으므로 참조되는 매크로가 IAM 리소스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변경 세트를 생성할 때 IAM 기
능을 승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변경 세트를 실행할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IAM 리소스 생성 시
필요한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Important
스택 세트 템플릿에서 하나 이상의 매크로를 참조하는 경우 먼저 변경 세트의 결과 변경 사
항을 먼저 검토하지 않고 처리된 템플릿에서 직접 스택 세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스택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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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접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려면 CreateStackSet 또는 UpdateStackSet 작업을 사용하고
CAPABILITY_AUTO_EXPAND 기능을 지정해야 합니다. 매크로를 직접 참조하는 템플릿에서 스택
세트를 생성 또는 업데이트하기 전에 매크로가 수행하는 처리 작업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Note
변경 세트에 제시된 변경을 먼저 검토하지 않고 처리된 템플릿에서 직접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
트하는 것이 편할 경우 CreateStack 또는 UpdateStack 요청 중 CAPABILITY_AUTO_EXPAND
기능을 지정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가 수행하는 처리를 알고 있을 경우에만 매크로를
포함하는 스택 템플릿에서 직접 스택을 생성해야 합니다. 스택 세트 매크로에는 변경 세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택 세트를 직접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API Reference의 CreateStack 또는 UpdateStack을 참조하십
시오.
AWS CLI를 사용하는 경우 package 및 deploy 명령을 사용하여 매크로를 참조하는 템플릿에서 스택 시작
에 필요한 단계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Lambda Developer Guide에서 Lambda 기반 애
플리케이션 배포를 참조하십시오.

템플릿 스테이지와 CloudFormation 매크로
템플릿의 단계는 템플릿이 사용자가 제출한 원본 템플릿인지 아니면 AWS CloudFormation에서 매크로를 처
리한 템플릿인지를 나타냅니다.
• Original: 사용자가 스택 또는 스택 세트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위해 최초로 제출한 템플릿입니다.
• Processed: AWS CloudFormation에서 참조된 매크로 처리 이후 스택 또는 스택 생성을 생성하거나 업데
이트할 때 사용하는 템플릿입니다. 원본 템플릿이 YAML 형식인 경우에도 처리된 템플릿은 JSON 형식입
니다.
스택 문제 해결 시 처리된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템플릿이 매크로를 참조하지 않는 경우 원본 템플릿과 처리
된 템플릿이 동일합니다.
AWS CloudFormation 콘솔 (p. 108) 또는 AWS CLI (p. 125)를 사용하여 스택 템플릿의 단계를 볼 수 있습니
다.

Note
CreateStack, UpdateStack 또는 ValidateTemplate으로 직접 전달될 경우 처리되는 스택 템
플릿의 최대 크기는 51,200바이트이고, Amazon S3 템플릿 URL을 사용하여 S3 객체로 처리될 경
우에는 460,800바이트입니다. 그러나 처리 중 CloudFormation은 템플릿에 포함된 매크로를 연속적
으로 처리할 때 템플릿의 임시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때문에 처리 중 템플릿의 크기는 일시적
으로 전체 처리 템플릿의 허용 크기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은 이러한 프로세스 과
정 템플릿에 대해 일부 버퍼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처리되는 스택 템플릿의 최대 허용 크기를 고려
하여 템플릿과 매크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템플릿을 처리할 때 CloudFormation이 Transformation data limit exceeded 오류를 반환
할 경우, CloudFormation이 처리 중 허용하는 최대 템플릿 크기를 초과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 보십시오.
• 템플릿을 여러 개의 템플릿으로 재구성하여 처리 과정의 템플릿에 대한 최대 크기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 중첩 스택 템플릿을 사용하여 템플릿의 부분을 캡슐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첩 스택 작
업 (p. 230) 섹션을 참조하세요.
• 여러 개의 스택을 생성하고 교차 스택 참조를 사용하여 스택 간에 정보를 교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습: 다른 AWS CloudFormation 스택의 리소스 출력 참조 (p. 380) 섹션을 참조하세
요.
• 특정 매크로가 반환하는 템플릿 조각의 크기를 줄입니다. CloudFormation은 매크로가 반환한 조
각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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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에서 AWS CloudFormation 매크로를 사용하려면
Note
AWS CloudFormation에서 템플릿에 참조된 매크로를 실행하려면 사용자가 기본 Lambda 함수에
대해 Invoke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Lambda Developer Guide에서 AWS
Lambda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관리 개요를 참조하세요.
1.

참조를 템플릿의 매크로에 포함시킵니다.
• 템플릿 조각을 처리하려면 처리하고자 하는 템플릿 콘텐츠과 관련이 있는 위치에 있는
Fn::Transform (p. 6560) 함수의 매크로를 참조합니다.
• 전체 템플릿을 처리하려면 템플릿의 변환 (p. 328) 섹션에 있는 매크로를 참조합니다.

2.

템플릿을 사용하여 변경 세트를 생성 (p. 132)합니다.

Important
스택 세트 템플릿에서 하나 이상의 매크로를 참조하는 경우 먼저 변경 세트의 결과 변경 사
항을 먼저 검토하지 않고 처리된 템플릿에서 직접 스택 세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스택 세트
를 직접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려면 CreateStackSet 또는 UpdateStackSet 작업을 사용하고
CAPABILITY_AUTO_EXPAND 기능을 지정해야 합니다. 매크로를 직접 참조하는 템플릿에서 스
택 세트를 생성 또는 업데이트하기 전에 매크로가 수행하는 처리 작업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변경 세트를 검토 후 실행합니다 (p. 143).

Important
스택 세트 템플릿에서 하나 이상의 매크로를 참조하는 경우 먼저 변경 세트의 결과 변경 사
항을 먼저 검토하지 않고 처리된 템플릿에서 직접 스택 세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스택 세트
를 직접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려면 CreateStackSet 또는 UpdateStackSet 작업을 사용하고
CAPABILITY_AUTO_EXPAND 기능을 지정해야 합니다. 매크로를 직접 참조하는 템플릿에서 스
택 세트를 생성 또는 업데이트하기 전에 매크로가 수행하는 처리 작업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매크로 예제
이 설명서에 있는 매크로 예제: 매크로 생성 및 사용 (p. 626) 연습에 추가로 GitHub의 Amazon Web
Services - Labs 리포지토리의 Macros Examples 섹션에서 소스 코드 및 템플릿을 포함한 예제 매크로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제는 교육용으로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AWS::CloudFormation::Macro
변환 (p. 328)
Fn::Transform (p. 6560)
AWS::Serverless 변환 (p. 6571)
AWS::Include 변환 (p. 6567)

매크로 예제: 매크로 생성 및 사용
다음 예제는 템플릿에서 매크로를 정의하는 것부터 매크로에 대한 Lambda 함수를 생성하고 템플릿에 있는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크로 사용 프로세스를 연습합니다.
이 예제에서 지정된 문자열을 처리된 콘텐츠의 지정된 대상 콘텐츠를 대신하여 삽입하는 단순한 매크로를 생
성합니다. 또한 이를 사용하여 처리된 템플릿의 지정된 위치에 빈 WaitHandleCondition을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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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예제: 매크로 정의 템플릿
매크로를 사용하기 전에 두 가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원하는 템플릿 처리를 수행하는 Lambda 함수를 생성하
고, 매크로 정의를 생성함으로써 CloudFormation에서 Lambda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Note
이 주제에서 Lambda 함수에 대한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샘플 템플릿에는 예제 매크로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CloudFormation 계정에서 매크
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템플릿에서 스택을 생성합니다. 매크로 정의는 매크로 이름, 간단한 설명을 지
정하고, 이 매크로가 템플릿에서 사용될 때 CloudFormation에서 호출하는 Lambda 함수의 ARN을 참조합
니다. (오류 로깅을 위해 LogGroupName 또는 LogRoleARN 속성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CloudFormation::Macro를 참조하십시오.
이 예제에서는 이 템플릿에서 생성된 스택의 이름이 JavaMacroFunc이라고 가정합니다. 매크로 Name 속성
이 스택 이름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결과로 나오는 매크로 이름은 JavaMacroFunc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acro:
Type: AWS::CloudFormation::Macro
Properties:
Name: !Sub '${AWS::StackName}'
Description: Adds a blank WaitConditionHandle named 'WaitHandle'
FunctionName: "arn:aws:lambda:us-east-1:012345678910:function:JavaMacroFunc"

매크로 예제: 매크로 사용 템플릿
이 경우 매크로를 사용하려면 Fn::Transform (p. 6560)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이를 템플릿에 포함합니다.
아래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할 때 CloudFormation에서 예제 매크로를 호출합니다. 기
본 Lambda 함수는 지정된 문자열을 다른 지정된 문자열로 바꿉니다.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빈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이 처리된 템플릿으로 삽입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호출할 매크로는 JavaMacroFunc으로 지정됩니다. 이는 이전 매크로 정의 예제에서 온 것입니다.
• 매크로는 전달되는 2개의 파라미터로, target 및 replacement입니다. 대상 문자열과 원하는 대체 값을
나타냅니다.
• 매크로는 Type 노드의 콘텐츠를 처리할 수 있는데, Type이 매크로를 참조하는 Fn::Transform 함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 결과적으로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의 이름은 2a입니다.
• 템플릿에는 또한 템플릿 파라미터인 ExampleParameter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크로에서 여기에 액세
스할 수 있습니다(단, 이 경우 사용하지 않음).

Parameters:
ExampleParameter:
Type: String
Default: 'SampleMacro'
Resources:
2a:
Fn::Transform:
Name: "JavaMacroFunc"
Parameters:
replacement: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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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REPLACEMENT$$'
Type: '$$REPLACEMENT$$'

매크로 예제: 이벤트 매핑 요청
CloudFormation에서 스택 생성 도중 예제 템플릿을 처리할 때 다음 이벤트 매핑을 JavaMacroFunc 매크로
정의에서 참조되는 Lambda 함수에 전달합니다.
fragment에는 매크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템플릿 조각을 나타내는 JSO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에
는 Fn::Transform 함수 호출의 형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함수 호출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params에는 매크로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JSO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 및 대상입니다. 비슷
하게 templateParameterValues에는 전체적으로 템플릿에 지정된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JSON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region
us-east-1
• accountId
012345678910
• fragment
{
}

"Type": "$$REPLACEMENT$$"

• transformId
012345678910::JavaMacroFunc
• params
{
}

"replacement":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target": "$$REPLACEMENT$$"

• requestId
5dba79b5-f117-4de0-9ce4-d40363bfb6ab
• templateParameterValues
{
}

"ExampleParameter": "SampleMacro"

매크로 예제: Lambda 함수 코드
다음은 기본 JavaMacroFunc 예제 매크로의 Lambda 함수에 대한 실제 코드입니다. 응답에 포함된 템플
릿 조각(문자열, 목록 또는 맵 형식)을 반복하여 지정된 대상 문자열을 찾습니다. 지정된 대상 문자열을 찾
으면 Lambda 함수에서 대상 문자열을 지정된 대체 문자열로 바꿉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함수에서 템플
릿 조각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 둡니다. 그런 다음 함수에서 아래 세부 정보에서 논의하는 예상 속성의 맵을
CloudFormation에 반환합니다.
package com.macroexample.lambda.demo;
import java.uti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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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java.util.ArrayList;
import java.util.HashMap;
import java.util.Map;
import com.amazonaws.services.lambda.runtime.Context;
import com.amazonaws.services.lambda.runtime.RequestHandler;
public class LambdaFunctionHandler implements RequestHandler<Map<String, Object>,
Map<String, Object>> {
private static final String REPLACEMENT = "replacement";
private static final String TARGET = "target";
private static final String PARAMS = "params";
private static final String FRAGMENT = "fragment";
private static final String REQUESTID = "requestId";
private static final String STATUS = "status";
private static final String SUCCESS = "SUCCESS";
private static final String FAILURE = "FAILURE";
@Override
public Map<String, Object> handleRequest(Map<String, Object> event, Context context) {
// TODO: implement your handler
final Map<String, Object> responseMap = new HashMap<String, Object>();
responseMap.put(REQUESTID, event.get(REQUESTID));
responseMap.put(STATUS, FAILURE);
try {
if (!event.containsKey(PARAMS)) {
throw new RuntimeException("Params are required");
}
final Map<String, Object> params = (Map<String, Object>) event.get(PARAMS);
if (!params.containsKey(REPLACEMENT) || !params.containsKey(TARGET)) {
throw new RuntimeException("replacement or target under Params are required");
}
final String replacement = (String) params.get(REPLACEMENT);
final String target = (String) params.get(TARGET);
final Object fragment = event.getOrDefault(FRAGMENT, new HashMap<String, Object>());
final Object retFragment;
if (fragment instanceof String) {
retFragment = iterateAndReplace(replacement, target, (String) fragment);
} else if (fragment instanceof List) {
retFragment = iterateAndReplace(replacement, target, (List<Object>) fragment);
} else if (fragment instanceof Map) {
retFragment = iterateAndReplace(replacement, target, (Map<String, Object>)
fragment);
} else {
retFragment = fragment;
}
responseMap.put(STATUS, SUCCESS);
responseMap.put(FRAGMENT, retFragment);
return responseMap;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context.getLogger().log(e.getMessage());
return responseMap;
}
}
private Map<String, Object> iterateAndReplace(final String replacement, final String
target, final Map<String, Object> fragment) {
final Map<String, Object> retFragment = new HashMap<String, Object>();
final List<String> replacementKeys = new ArrayList<>();
fragment.forEach((k, v) -> {
if (v instanceof String) {
retFragment.put(k, iterateAndReplace(replacement, target, (String)v));
} else if (v instanceof 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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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Fragment.put(k, iterateAndReplace(replacement, target, (List<Object>)v));
} else if (v instanceof Map ) {
retFragment.put(k, iterateAndReplace(replacement, target, (Map<String, Object>) v));
} else {
retFragment.put(k, v);
}
});
return retFragment;

}

private List<Object> iterateAndReplace(final String replacement, final String target,
final List<Object> fragment) {
final List<Object> retFragment = new ArrayList<>();
fragment.forEach(o -> {
if (o instanceof String) {
retFragment.add(iterateAndReplace(replacement, target, (String) o));
} else if (o instanceof List) {
retFragment.add(iterateAndReplace(replacement, target, (List<Object>) o));
} else if (o instanceof Map) {
retFragment.add(iterateAndReplace(replacement, target, (Map<String, Object>) o));
} else {
retFragment.add(o);
}
});
return retFragment;
}
private String iterateAndReplace(final String replacement, final String target, final
String fragment) {
System.out.println(replacement + " == " + target + " == " + fragment );
if (fragment != null AND_AND fragment.equals(target))
return replacement;
return fragment;
}

}

매크로 예제: Lambda 함수 응답
다음은 Lambda 함수에서 처리를 위해 AWS CloudFormation으로 반환하는 매핑입니다. requestId가
CloudFormation에서 전송된 것과 일치하는 경우 status의 SUCCESS는 Lambda 함수가 요청에 포함된 템플
릿 조각을 처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응답에서 fragment에는 기존 템플릿 조각을 대신하여 처리된 템플릿
에 삽입할 콘텐츠를 나타내는 JSO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requestId
5dba79b5-f117-4de0-9ce4-d40363bfb6ab
• status
SUCCESS
• fragment
{
}

"Type":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매크로 예제: 처리된 템플릿 결과
CloudFormation에서 Lambda 함수로부터 성공적인 응답을 수신한 이후 반환된 템플릿 조각을 처리된 템플
릿에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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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예제에 해당하는 처리된 템플릿 결과입니다. JavaMacroFunc 매크로를 참조하는
Fn::Transform 내장 함수는 더 이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Lambda 함수에서 반환하는 템플릿 조
각은 적절한 위치에 포함되며, 결과적으로 콘텐츠 "Type": "$$REPLACEMENT$$"는 "Type":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로 변경되었습니다.
{

}

"Parameters": {
"ExampleParameter": {
"Default": "SampleMacro",
"Type": "String"
}
},
"Resources": {
"2a": {
"Type":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
}

추가 매크로 예제
이 설명서에 있는 이 연습에 추가로 GitHub의 Amazon Web Services - Labs 리포지토리의 Macros
Examples 섹션에서 소스 코드 및 템플릿을 포함한 예제 매크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제는 교육용
으로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모듈을 사용하여 리소스 구성을 캡슐화하고 재사용
모듈을 사용하면 모든 스택 템플릿에 포함하기 위한 리소스 구성을 투명하고 관리가 편리하면서도 반복적으
로 패키징할 수 있습니다. 모듈은 공통적 서비스 구성과 모범 사례를 모듈식 맞춤형 구성 요소로 캡슐화할하
고 스택 템플릿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듈을 사용하면 리소스 구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구현에
대한 복잡한 지식을 심층적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리소스 구성을 통해 모범 사례, 전문가 영역 지식, 허용되는
가이드라인(보안, 규정 준수, 거버넌스, 산업 규정 등의 분야)을 템플릿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킹 영역 전문가는 기본 보안 그룹과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수신/송신 규칙이 포함된
모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템플릿에 모듈을 포함하여 스택에 보안 네트워킹 인프라를 프로비저닝
할 수 있습니다. VPC, 서브넷, 보안 그룹, 게이트웨이의 작동 원리를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듈에 버전이 지
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보안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경우, 모듈 작성자는 이런 변경 사항을 통합하는 새
버전의 모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템플릿에서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측 가능성: 모듈은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스키마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템플릿에
모듈을 포함한 후 어떤 리소스를 해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재사용 가능성: 여러 템플릿과 계정에서 동일한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추적 가능성: CloudFormation은 모듈에서 스택의 어떤 리소스가 프로비저닝되었는지 알고 있으므로, 리소
스 변경 사항의 소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관리 용이성: 모듈에 등록하고 나면 버전 지정, 계정 및 리전 가용성을 포함하여 CloudFormation 레지스트
리를 통해 모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듈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모듈에서 프로비저닝되는 하나 이상의 리소스 및 관련 데이터(예: 출력, 조건).
• 모듈 파라미터(모듈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자 지정 값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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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유형 개발 정보의 경우, CloudFormation 명령줄 인터페이스 사용자 가이드의 모듈 유형 개발을 참조하
세요.

템플릿에서 모듈 사용
모듈을 사용하려면 사용하고자 하는 계정과 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에
모듈을 프라이빗 확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개별 리소스와 마찬가지로 취급합니다.
• 템플릿의 Resources 섹션에 포함합니다.
• 모듈에 필요한 속성을 지정합니다.
스택 작업을 시작하면 CloudFormation이 처리된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이 템플릿은 포함된 모듈을 적절한
리소스로 해석합니다.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실제로 스택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할 리소
스를 미리 확인합니다.
리소스와 모듈을 모두 포함한 템플릿을 예시로 생각해 보세요. 템플릿에는 개별 리소스(ResourceA)와 모
듈(ModuleParen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에는 리소스 2개(ResourceB 및 ResourceC)와 중첩 모듈
(ModuleChild)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oduleChild에는 리소스 1개(ResourceD)가 포함됩니다. 이 템플릿에
서 스택을 생성하면 CloudFormation이 템플릿을 처리하고 모듈을 적절한 리소스로 해석합니다. 결과 스택에
는 리소스가 4개(ResourceA, ResourceB, ResourceC, ResourceD) 있습니다.

CloudFormation은 스택의 어떤 리소스가 모듈에서 생성되었는지 추적합니다. [이벤트], [리소스], [드리프트]
탭에서 지정된 스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변경 세트 미리 보기에도 포함됩니다.
모듈은 템플릿의 리소스와 구별됩니다. 리소스는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된 규칙을 준수하는 것과 달
리, 모듈은 네 부분으로 구서된 이름 지정 규칙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organization::service::usecase::MODULE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모듈 값 지정
모듈에는 모듈 파라미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파라미터와 마찬가지로, 모듈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모듈이 포함된 템플릿(또는 모듈)에서 해당 모듈에 대한 사용자 지정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모
듈은 이 값을 사용하여 모듈에 포함된 리소스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템플릿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모듈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스택 작업 시 모듈에 전달되는
입력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파라미터를 참조하세요.
마찬가지로, 모듈에 모듈 파라미터를 포함한 중첩 모듈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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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 모듈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상위 모듈에 직접 지정합니다.
• 상위 모듈에서 해당 모듈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상위 모듈이 포함된 템플릿(또는 모듈)에서 중첩 모듈 파
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모듈 파라미터 값 지정
다음 예제는 값을 모듈에 전달하는 템플릿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My::S3::SampleBucket::MODULE을 포함하는 템플릿이 템플릿 파라미터 BucketName을 정의
합니다. 사용자는 스택 작업 중에 S3 버킷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Template containing My::S3::SampleBucket::MODULE
{
"Parameters": {
"BucketName": {
"Description": "Name for your sample bucket",
"Type": "String"
}
},
"Resources": {
"MyBucket": {
"Type": "My::S3::SampleBucket::MODULE",
"Properties": {
"BucketName": {
"Ref": "BucketName"
}
}
}
}
}

상위 모듈에서 하위 모듈의 리소스에 대한 속성 지정
다음 예제는 다른 모듈 안에 중첩된 모듈에서 파라미터 값을 지정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이 첫 번째 모듈 My::S3::SampleBucketPrivate::MODULE이 하위 모듈이 됩니다. 이 하위 모듈이
파라미터 2개(BucketName과 AccessControl)를 정의합니다. 두 가지 파라미터에 지정된 값을 사용하
여 모듈에 포함된 AWS::S3::Bucket 리소스의 BucketName과 AccessControl을 지정합니다. 다음의
My::S3::SampleBucketPrivate::MODULE에 대한 템플릿 프래그먼트입니다.
// My::S3::SampleBucketPrivate::MODULE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 sample S3 Bucket with Versioning and DeletionPolicy.",
"Parameters": {
"BucketName": {
"Description": "Name for the bucket",
"Type": "String"
},
"AccessControl": {
"Description": "AccessControl for the bucket",
"Type": "String"
}
},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BucketName": {
"Ref": "Bucket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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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ccessControl": {
"Ref": "AccessControl"
},
"DeletionPolicy": "Retain",
"VersioningConfiguration": {
"Status": "Enabled"
}

그 다음에는 이전 모듈이 상위 모듈 My::S3::SampleBucket::MODULE에 중첩됩니다. 상위 모듈
My::S3::SampleBucket::MODULE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위 모듈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 My::S3::SampleBucketPrivate::MODULE의 AccessControl 파라미터를 Private로 설정합니다.
• BucketName은 모듈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My::S3::SampleBucket::MODULE을 포함하는 템플릿
(또는 모듈)에서 버킷 이름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 My::S3::SampleBucket::MODULE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 sample S3 Bucket. With Private AccessControl.",
"Parameters": {
"BucketName": {
"Description": "Name for your sample bucket",
"Type": "String"
}
},
"Resources": {
"MyBucket": {
"Type": "My::S3::SampleBucketPrivate::MODULE",
"Properties": {
"BucketName": {
"Ref": "BucketName"
},
"AccessControl" : "Private"
}
}
}
}

모듈 파라미터에 대한 제약 조건 지정
모듈 파라미터는 유형 또는 제약 조건 적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듈 파라미터에 대해 유형 또는 제약 조건
검사를 실행하려면 원하는 제약 조건으로 템플릿 파라미터를 생성한 다음, 모듈 파라미터에서 템플릿 파라미
터를 참조합니다.

모듈에서 리소스 참조
모듈의 리소스는 논리적 이름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모듈에 포함된 리소스의 정규화된 논리적 이름은 다
음을 결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포함하는 템플릿(또는 포함하는 모듈)에서 모듈에 대해 지정된 논리적 이름.
• 모듈에서 리소스에 대해 지정된 논리적 이름.
리소스의 정규화된 논리적 이름을 지정할 때 마침표를 구분 기호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논리적 이름은 모두 유효하며 기능적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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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leLogicalName.ResourceLogicalName
• ModuleLogicalNameResourceLogicalName
이 방법으로 GetAtt과 Ref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모듈 리소스에서 속성 값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 템플릿은 모듈의 속성을 참조하여 템플릿 자체의 리소스에 해당 속성을 설정합니다.
My::S3::SampleBucket::MODULE 모듈에 논리적 이름이 S3Bucket인 AWS::S3::Bucket 리소스를 포
함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Ref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이 리소스의 버킷 이름을 참조하려면 템플릿의 모
듈에 지정된 논리적 이름 MyBucket과 모듈 리소스의 논리적 이름 S3Bucket을 결합하여 리소스의 정규화
된 논리적 이름 MyBucket.S3Bucket 또는 MyBucketS3Bucket을 가져옵니다.
모듈에 포함된 리소스의 논리적 이름은 모듈의 스키마에서 지정됩니다. 스키마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액세
스할 수 있습니다.
•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에서 모듈을 찾습니다. [스키마] 탭에 모듈 스키마가 표시됩니다.
• DescribeType API를 사용하여 스키마를 포함하는 모듈 세부 정보를 반환합니다.

// Template that uses My::S3::SampleBucket::MODULE
{
"Parameters": {
"BucketName": {
"Description": "Name for your sample bucket",
"Type": "String"
}
},
"Resources": {
"MyBucket": {
"Type": "My::S3::SampleBucket::MODULE",
"Properties": {
"BucketName": {
"Ref": "BucketName"
}
}
},
"exampleQueue": {
"Type": "AWS::SQS::Queue",
"Properties": {
"QueueName": {
"Ref": "MyBucket.S3Bucket"
}
}
}
},
"Outputs": {
"BucketArn": {
"Value": {
"Fn::GetAtt": [
"MyBucket",
"S3Bucket.Arn"
]
}
}
}
}

Parameters:
BucketName:
Description: Name for your sample bucket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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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MyBucket:
Type: My::S3::SampleBucket::MODULE
Properties:
BucketName: !Ref BucketName
exampleQueue:
Type: AWS::SQS::Queue
Properties:
QueueName: !Ref MyBucket.S3Bucket
Outputs:
BucketArn:
Value: !GetAtt MyBucket.S3Bucket.Arn

모듈 사용 시 고려 사항
• 모듈을 사용하더라도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모듈이 스택에서 해석하는 리소스에 대해서만 요금을 지불합
니다.
• CloudFormation 할당량(스택에 허용되는 리소스의 최대 개수, 템플릿 본문의 최대 크기)을 처리된 템플릿
에 적용합니다. 이는 해당 템플릿에 포함된 리소스가 모듈의 리소스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할당량을 참조하세요.
• 스택 수준에서 지정하는 태그는 모듈에서 파생된 각 리소스에 할당됩니다.
• CloudFormation이 템플릿을 처리할 때 모듈 수준에서 지정된 도우미 스크립트는 모듈에 포함된 개별 리소
스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 모듈에 지정된 출력은 템플릿 수준의 출력에 전달됩니다.
각 출력에는 모듈의 논리적 이름과 모듈에 정의된 출력 이름을 연결하는 논리적 ID가 할당됩니다. 출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력을 참조하세요.
• 모듈에 지정된 파라미터는 템플릿 수준의 파라미터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듈 수준 파라미터를 참조하는 템플릿 수준 파라미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라
미터를 사용하여 모듈 값 지정을 참조하세요.

모듈 등록 및 버전 관리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를 사용하여 계정과 리전에서 모듈을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 사용을 참조하세요.
지정된 계정과 리전에서 같은 모듈의 여러 가지 버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고려 사항에 유의하세요.
• 모듈은 사용하고자 하는 계정과 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스택 작업 중에 CloudFormation은 현재 스택 작업이 실행되는 계정과 리전에 기본 버전으로 등록된 모듈
버전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모듈에 중첩된 모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른 계정이나 리전에 동일한 모듈의 다른 버전이 기본 버전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같은 템플릿
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할 확장의 버전 지정을 참조하세요.
• 스택 작업 중에 CloudFormation은 현재 스택 작업이 실행되는 계정과 리전에 기본 버전으로 등록된 리소
스 버전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모듈을 포함하여 생성된 리소스가 포함됩니다.
• 모듈의 기본 버전을 바꾸더라도 스택 업데이트 작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 모듈을 포
함하는 템플릿으로 스택 작업을 실행할 경우(예: 스택 업데이트) CloudFormation은 작업에 새 기본 버전을
사용합니다.
한 가지 예외는 이전 템플릿 사용 옵션을 지정한 스택 업데이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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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택 업데이트 작업에서 이전 템플릿 사용 옵션을 지정할 경우, CloudFormation은 이전에 스택 업데이트
에서 처리된 템플릿을 사용하고 변경 사항에 대해 모듈을 다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일관적 결과를 보장하려면, 스택 세트와 함께 사용할 스택 템플릿에 모듈을 포함할 경우 스택 인스턴스를
배포하고자 하는 모든 계정과 리전에서 동일한 모듈 버전을 기본 버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
른 모듈에 중첩된 모듈의 버전도 포함됩니다. 스택 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세트 작업을 참조하세
요.
모듈의 새로운 버전을 등록하거나 모듈의 기본 버전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 사용을 참조하세요.

계정에서 사용할 퍼블릭 모듈 활성화
계정 및 리전에서 퍼블릭 모듈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하려면 모듈에 포함된 각 서드 파티 퍼블릭 확장(리소스
또는 모듈)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계정 및 리전에서 확장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듈의 확장에서 유형 이름 별칭을 사용하는 경우 계정 및 리전에서 동일한 유형 이름 별칭을 사용하여 확
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장 참조를 위한 별칭 지정을 참조하세요.
• 현재 활성화된 확장 버전은 모듈에 지정된 확장의 지원되는 메이저 버전 중 하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CloudFormation CLI 사용 설명서에서 퍼블릭 모델 게시에 대한 모델 요구 사항을 참조하세요.
올바른 서드 파티 확장 및 확장 버전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CloudFormation에서 이 작업이 실패하고 모듈
을 활성화하기 전에 활성화해야 하는 확장 및 버전이 나열된 오류가 표시됩니다.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CodeDeploy를 통
한 ECS 블루/그린 배포 수행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WS CodeDeploy를 통한 ECS 블루/그린 배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블루/그
린 배포는 애플리케이션 버전 변경으로 인한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CodeDeploy에서 제공하는 안전한 배
포 전략입니다. 이 작업은 라이브 트래픽을 제공하는 현재 애플리케이션(블루라고 함)과 새 애플리케이션 환
경(그린이라고 함)을 생성하여 수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라이브 트래픽이 블루에서 그린으로 라우팅되고 이
후에 블루 리소스가 해제되기 전에 그린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ECS 블루/그린 배포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할 트래픽 라우팅 및 안정화 설
정 지정을 포함해 블루 및 그린 애플리케이션 환경 모두에 리소스를 정의하는 스택 템플릿을 먼저 생성
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템플릿에서 스택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블루 (현재)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됩니다.
CloudFormation은 스택 생성 중에 블루 리소스만 생성합니다. 그린 배포에 대한 리소스는 필요할 때까지 생
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스택 업데이트에서 블루 애플리케이션의 작업 정의 또는 작업 세트 리소스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CloudFormation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필요한 모든 그린 애플리케이션 환경 리소스 생성
• 지정된 트래픽 라우팅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트래픽 이동
• 블루 리소스 삭제
그린 배포가 성공하고 완료되기 전에 오류가 발생하면 CloudFormation은 전체 그린 배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로 스택을 롤백합니다.
CloudFormation이 스택에서 블루/그린 배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음 정보를 스택 템플릿에 포함시
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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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CodeDeployBlueGreen 변환을 호출하는 템플릿의 Transform 섹션 및
AWS::CodeDeploy::BlueGreen 후크를 호출하는 Hook 섹션
• 스택 업데이트 중에 대체되는 경우 블루/그린 배포를 트리거하는 하나 이상의 ECS 리소스 (현재,
AWS::ECS::TaskDefinition 및 AWS::ECS::TaskSet가 이러한 리소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의 리소스(CloudFormation에서 대체해야 하는 리소스)의 속성을 업데이트하는 스택 업데이트를 시
작하면 CloudFormation은 위에 설명된 대로 블루/그린 배포를 수행합니다. 리소스 업데이트 동작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스택 리소스의 업데이트 동작을 참조하세요.
경우에 따라 스택을 생성하기 전에 블루/그린 배포를 활성화하도록 스택 템플릿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CloudFormation이 블루/그린 배포를 기존 스택에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
려면 필요한 정보를 스택의 기존 템플릿에 추가합니다.
또한 스택 업데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CloudFormation에서 그린 배포에 대한 변경 세트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택에 수행될 실제 변경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블루/그린 배포 모
델링
CodeDeploy을 사용하여 CloudFormation를 통한 ECS 블루/그린 배포를 수행하려면 Amazon ECS 서비스
및 로드 밸런서와 같이 배포를 모델링하는 리소스를 템플릿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리소스 의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deDeploy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S 배포를 시작하기 전에를 참조하세요.
요구 사항

리소스

필수/선택

대체될 경우 블루/그린
배포 트리거

Amazon ECS 클러스터

AWS::ECS::Cluster

선택. 기본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Amazon ECS 서비스

AWS::ECS::Service

필수.

아니요

애플리케이션 또는 네트
워크 로드 밸런서

AWS::ECS::Service
LoadBalancer

필수.

아니요

프로덕션 리스너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필수.

아니요

테스트 리스너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선택.

아니요

대상 그룹 두 개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필수.

아니요

Amazon ECS 작업 정의

AWS::ECS::TaskDefinition 필수.

예

Amazon ECS 애플리케
이션의 컨테이너

AWS::ECS::TaskDefinition 필수.
ContainerDefinition //
Name

아니요

대체 작업 세트의 포트

AWS::ECS::TaskDefinition 필수.
PortMapping
ContainerPort

아니요

그린 배포를 트리거하는 리소스 업데이트
다음 ECS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속성을 업데이트하는 스택 업데이트를 수행하면 CloudFormation에서 그
린 배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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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ECS::TaskDefinition
• AWS::ECS::TaskSet
리소스 대체가 필요하지 않은 이러한 리소스의 속성을 업데이트해도 그린 배포가 트리거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스택 업데이트에서 다른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와 함께 위의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동일한 스택의 다른 리소스뿐만 아니라 위 목록의 리소스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를 수행합니다.
• 두 개의 별도 스택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합니다. 즉, 위의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만 포함하는 작업과 기타
리소스에 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별도의 스택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합니다.
• 템플릿에서 Transform 및 Hook 섹션을 제거한 다음 스택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이 경우
CloudFormation이 그린 배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ECS 블루/그린 배포를 관
리할 때 고려 사항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블루/그린 배포를 정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ECS 블루/그린 배포를 시작하는 리소스 업데이트에 설명된 대로 특정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만 그린 배
포를 트리거합니다.
• ECS 블루/그린 배포를 시작하는 리소스 업데이트에 설명된 대로 그린 배포를 트리거하는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와 다른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동일한 스택 업데이트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하나의 ECS 서비스만 배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CloudFormation에 의해 난독화된 값이 있는 파라미터는 그린 배포 중에 CodeDeploy 서비스에서 업데이
트할 수 없으며 오류 및 스택 업데이트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이 포함됩니다.
• NoEcho 속성으로 정의된 파라미터
• 동적 참조를 사용하여 외부 서비스에서 해당 값을 검색하는 파라미터 자세한 내용은 동적 참조를 사용하
여 템플릿 값 지정을 참조하세요.
• 아직 진행 중인 그린 배포를 취소하려면 CodeDeploy 또는 ECS가 아니라 CloudFormation에서 스택 업데
이트를 취소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스택 업데이트 취소를 참조하세요. (업데이트가 완료된 후에는 업데이
트를 취소할 수 없지만, 이전 설정을 사용하여 스택을 다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출력 값 선언 또는 다른 스택에서 값 가져오기는 블루/그린 ECS 배포를 정의하는 템플릿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 현재, 기존 리소스 가져오기는 블루/그린 ECS 배포를 정의하는 템플릿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 중첩된 스택 리소스가 포함된 템플릿에 AWS::CodeDeploy::BlueGreen 후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중첩된 스택에서 AWS::CodeDeploy::BlueGreen 후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CodeDeploy를 통한 ECS 블루/그린 배포를 수행하는 방법이 CodeDeploy만 사
용하는 표준 Amazon ECS 배포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deDeploy 사용 설명서의
CloudFormation을 통한 Amazon ECS 블루/그린 배포와 표준 Amazon ECS 배포의 차이점을 참조하세요.

ECS 블루/그린 배포를 수행하기 위한 템플릿 준비
스택에서 블루/그린 배포를 활성화하려면, 스택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전에 다음 섹션을 스택 템플릿에 포함
시키십시오.
• AWS::CodeDeployBlueGreen 변환에 대한 참조를 템플릿에 추가합니다.
"Trans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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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CodeDeployBlueGreen"

• AWS::CodeDeploy::BlueGreen 후크를 호출하고 배포에 대한 속성을 지정하는 Hook 섹션을 추가합니
다. 아래의 템플릿 참조를 지침으로 사용하십시오.
• Resources 섹션에서 배포에 대한 블루 및 그린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템플릿을 처음으로 생성할 때(즉, 스택 자체를 만들기 전에) 이러한 섹션을 추가하거나 스택 업데이트를 수행
하기 전에 기존 템플릿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 스택에 블루/그린 배포를 지정하는 경우 CloudFormation은
스택 생성 중에 블루 리소스만 생성하며 그린 배포에 대한 — 리소스는 스택 업데이트 중에 필요할 때까지 생
성되지 않습니다.

블루/그린 배포에 대한 변경 세트 검토
그린 배포를 시작할 스택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전에 변경 세트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택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전에 스택에 이루어질 실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변경 사항은 스택
업데이트 중에 수행 되는 순서대로 나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스택 업
데이트를 참조하세요.

블루/그린 배포에 대한 스택 이벤트 보기
스택 페이지의 이벤트 탭에서 AWS CLI를 사용하여 ECS 배포의 각 단계에서 생성된 스택 이벤트를 볼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택 업데이트 진행률 모니터링을 참조하세요.

템플릿 참조
"Hooks": {
"Logical ID": {
"Properties": {
"TrafficRoutingConfig": {
"Type": "Traffic routing type"
"TimeBasedCanary": {
"StepPercentage": Integer,
"BakeTimeMins": Integer
}
"TimeBasedLinear": {
"StepPercentage": Integer,
"BakeTimeMins": Integer
}
},
"AdditionalOptions": {
"TerminationWaitTimeInMinutes": Integer
},
"LifecycleEventHooks": {
"BeforeInstall": "FunctionName",
"AfterInstall": "FunctionName",
"AfterAllowTestTraffic": "FunctionName",
"BeforeAllowTraffic": "FunctionName",
"AfterAllowTraffic": "FunctionName"
},
"ServiceRole": "CodeDeployServiceRoleName",
"Applications": [{
"Target": {
"Type": "AWS::ECS::Service",
"LogicalID": "Resource Logical ID"
},
"ECSAttributes": {
"TaskDefinitions": ["AWS::ECS::TaskDefinition Resource Logical ID
(Blue)", "AWS::ECS::TaskDefinition Resource Logical ID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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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ets": ["AWS::ECS::TaskSet Resource Logical ID (Blue)",
"AWS::ECS::TaskSet Resource Logical ID (Green)"],
"TrafficRouting": {
"ProdTrafficRoute":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LogicalID": "Resource Logical ID (Production)"
},
"TestTrafficRoute":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LogicalID": "Resource Logical ID (Test)"
},
"TargetGroups": [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Resource Logical ID
(Blue)",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Resource Logical ID
(Green)"
]
}
}
}
]
},
"Type": "AWS::CodeDeploy::BlueGreen"
}

Properties
Logical ID
논리적 ID는 영숫자(A-Za-z0-9)여야 하며 템플릿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Yes
Properties
후크의 속성
Required: Yes
TrafficRoutingConfig
트래픽 라우팅 구성 설정
Required: No
기본 구성은 시간 기반 Canary 트래픽 이동으로 15% 단계 비율 및 5분 베이크 시간입니다.
Type
배포 구성에 사용되는 트래픽 이동 유형
유효한 값: AllAtOnce | TimeBasedCanary | TimeBasedLinear
Required: Yes
TimeBasedCanary
배포의 한 버전에서 다른 버전으로 트래픽을 2씩 증분하여 이동하는 구성을 지정합니
다.
Required: Conditional: 트래픽 라우팅 유형으로 TimeBasedCanary를 지정하는 경우
TimeBasedCanary 파라미터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StepPercentage
TimeBasedCanary 배포의 첫 번째 증분에서 이동할 트래픽의 비율입니다. 단계
비율은 14%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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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No
BakeTimeMins
TimeBasedCanary 배포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트래픽 이동 사이의 시간(분)입니
다.
Required: No
TimeBasedLinear
동일한 증분(각 증분 사이에 동일한 시간(분) 지정)을 사용하여 배포의 한 버전에서 다
른 버전으로 트래픽을 이동하는 구성을 지정합니다.
Required: Conditional: 트래픽 라우팅 유형으로 TimeBasedLinear를 지정하는 경우
TimeBasedLinear 파라미터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StepPercentage
TimeBasedLinear 배포의 각 증분이 시작될 때 이동되는 트래픽의 비율. 단계
비율은 14% 이상이어야 합니다.
Required: No
BakeTimeMins
TimeBasedLinear 배포의 각 증분 트래픽 이동 사이의 시간(분)
Required: No
AdditionalOptions
블루/그린 배포를 위한 추가 옵션
Required: No
TerminationWaitTimeInMinutes
블루 리소스를 종료하기 전에 대기할 시간(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No
LifecycleEventHooks
수명 주기 이벤트 후크를 사용하여 CodeDeploy가 배포를 검증하기 위해 호출할 수 있는
Lambda 함수를 지정합니다. 배포 수명 주기 이벤트에 동일한 함수 또는 다른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증 테스트가 완료되면 Lambda AfterAllowTraffic 함수는 CodeDeploy를 다시 호출
하고 Succeeded 또는 Failed 결과를 전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Deploy 사용 설명서의 AppSpec '후크' 섹션을 참조하세요.
Required: No
BeforeInstall
대체 작업 세트가 생성되기 전에 작업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함수
Required: No
AfterInstall
대체 작업 세트가 생성되었고 대상 그룹 중 하나가 연결된 후 작업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함수
Require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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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AllowTestTraffic
테스트 리스너가 대체 작업 세트에 트래픽을 제공한 후 작업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함수
Required: No
BeforeAllowTraffic
트래픽이 대체 작업 세트로 이동되기 전에 두 번째 대상 그룹이 대체 작업 세트와 연결된
후 작업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함수
Required: No
AfterAllowTraffic
두 번째 대상 그룹이 대체 작업 세트에 트래픽을 제공한 후 작업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함
수
Required: No
ServiceRole
블루 그린 배포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CloudFormation에 대한 실행 역할. 필요한 권한 목록은
블루 그린 배포에 필요한 IAM 권한을 참조하세요.
Required: Yes
Applications
Amazon ECS 애플리케이션의 속성을 지정합니다.
Required: Yes
Target
Required: Yes
Type
리소스의 유형.
Required: Yes
LogicalID
리소스의 논리적 ID
Required: Yes
ECSAttributes
Amazon ECS 애플리케이션 배포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나타내는 리소스
Required: Yes
TaskDefinitions
Amazon ECS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 Docker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AWS::ECS::TaskDefinition 리소스의 논리적 ID
Required: Yes
TaskSets
애플리케이션의 작업 세트로 사용할 AWS::ECS::TaskSet 리소스의 논리적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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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Yes
TrafficRouting
트래픽 라우팅에 사용되는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Required: Yes
ProdTrafficRoute
대상 그룹으로 트래픽을 보내는 데 로드 밸런서에서 사용할 리스너
Required: Yes
Type
리소스의 유형.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Required: Yes
LogicalID
리소스의 논리적 ID
Required: Yes
TestTrafficRoute
대상 그룹으로 트래픽을 보내는 데 로드 밸런서에서 사용할 리스너
Required: Yes
Type
리소스의 유형.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Required: Yes
LogicalID
리소스의 논리적 ID
Required: No
TargetGroups
트래픽을 등록된 대상으로 라우팅하기 위해 대상 그룹으로 사용할 리소스의 논리
적 ID
Required: Yes
Type
후크의 유형.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Required: Yes

블루/그린 배포에 필요한 IAM 권한
CloudFormation에서 블루-그린 배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다음 CodeDeploy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codedeploy:Get*
• codedeploy:CreateCloudFormationDe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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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사용 설명서에서 CodeDeploy에 사용되는 작업, 리소
스 및 조건 키를 참조하세요.

템플릿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CodeDeploy를 통한 ECS 블루/그린 배포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단계당 트래픽 라우팅 진
행률은 15%이고 각 단계 사이의 안정화 기간은 5분입니다. 템플릿을 이용해 스택을 생성하면 배포의 초기
구성이 프로비저닝됩니다.
따라서 "BlueTaskSet" 리소스(대체해야 하는 리소스)의 속성을 변경한 경우 CloudFormation은 스택 업데
이트의 일부로 그린 배포를 시작합니다.

JSON
{

"Parameters": {
"Vpc": {
"Type": "AWS::EC2::VPC::Id"
},
"Subnet1": {
"Type": "AWS::EC2::Subnet::Id"
},
"Subnet2": {
"Type": "AWS::EC2::Subnet::Id"
}
},
"Transform": [
"AWS::CodeDeployBlueGreen"
],
"Hooks": {
"CodeDeployBlueGreenHook": {
"Properties": {
"TrafficRoutingConfig": {
"Type": "TimeBasedCanary",
"TimeBasedCanary": {
"StepPercentage": 15,
"BakeTimeMins": 5
}
},
"Applications": [
{
"Target": {
"Type": "AWS::ECS::Service",
"LogicalID": "ECSDemoService"
},
"ECSAttributes": {
"TaskDefinitions": [
"BlueTaskDefinition",
"GreenTaskDefinition"
],
"TaskSets": [
"BlueTaskSet",
"GreenTaskSet"
],
"TrafficRouting": {
"ProdTrafficRoute":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LogicalID": "ALBListenerProdTraffic"
},
"TargetGroups": [
"ALBTargetGroupBlue",
"ALBTargetGroup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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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Type": "AWS::CodeDeploy::BlueGreen"

}
},
"Resources": {
"Example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Security group for ec2 access",
"VpcId": {
"Ref": "Vpc"
},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
{
"IpProtocol": "tcp",
"FromPort": 8080,
"ToPort": 8080,
"CidrIp": "0.0.0.0/0"
},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0.0.0.0/0"
}
]
}
},
"ALBTargetGroupBlue":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
"HealthCheckIntervalSeconds": 5,
"HealthCheckPath": "/",
"HealthCheckPort": "80",
"HealthCheckProtocol": "HTTP",
"HealthCheckTimeoutSeconds": 2,
"HealthyThresholdCount": 2,
"Matcher": {
"HttpCode": "200"
},
"Port": 80,
"Protocol": "HTTP",
"Tags": [
{
"Key": "Group",
"Value": "Example"
}
],
"TargetType": "ip",
"UnhealthyThresholdCount": 4,
"VpcId": {
"Ref": "Vp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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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TargetGroupGreen":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
"HealthCheckIntervalSeconds": 5,
"HealthCheckPath": "/",
"HealthCheckPort": "80",
"HealthCheckProtocol": "HTTP",
"HealthCheckTimeoutSeconds": 2,
"HealthyThresholdCount": 2,
"Matcher": {
"HttpCode": "200"
},
"Port": 80,
"Protocol": "HTTP",
"Tags": [
{
"Key": "Group",
"Value": "Example"
}
],
"TargetType": "ip",
"UnhealthyThresholdCount": 4,
"VpcId": {
"Ref": "Vpc"
}
}
},
"ExampleALB":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
"Scheme": "internet-facing",
"SecurityGroups": [
{
"Ref": "ExampleSecurityGroup"
}
],
"Subnets": [
{
"Ref": "Subnet1"
},
{
"Ref": "Subnet2"
}
],
"Tags": [
{
"Key": "Group",
"Value": "Example"
}
],
"Type": "application",
"IpAddressType": "ipv4"
}
},
"ALBListenerProdTraffic":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
"DefaultActions": [
{
"Type": "forward",
"ForwardConfig": {
"TargetGroups": [
{
"TargetGroupArn": {
"Ref": "ALBTargetGroupB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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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eight": 1

}
],
"LoadBalancerArn": {
"Ref": "ExampleALB"
},
"Port": 80,
"Protocol": "HTTP"

}
},
"ALBListenerProdRule":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
"Actions": [
{
"Type": "forward",
"ForwardConfig": {
"TargetGroups": [
{
"TargetGroupArn": {
"Ref": "ALBTargetGroupBlue"
},
"Weight": 1
}
]
}
}
],
"Conditions": [
{
"Field": "http-header",
"HttpHeaderConfig": {
"HttpHeaderName": "User-Agent",
"Values": [
"Mozilla"
]
}
}
],
"ListenerArn": {
"Ref": "ALBListenerProdTraffic"
},
"Priority": 1
}
},
"ECSTask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ecs-tasks.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AmazonECSTaskExecutionRole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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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lueTaskDefinition": {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
"ExecutionRoleArn": {
"Fn::GetAtt": [
"ECSTaskExecutionRole",
"Arn"
]
},
"ContainerDefinitions": [
{
"Name": "DemoApp",
"Image": "nginxdemos/hello:latest",
"Essential": true,
"PortMappings": [
{
"HostPort": 80,
"Protocol": "tcp",
"ContainerPort": 80
}
]
}
],
"RequiresCompatibilities": [
"FARGATE"
],
"NetworkMode": "awsvpc",
"Cpu": "256",
"Memory": "512",
"Family": "ecs-demo"
}
},
"ECSDemoCluster": {
"Type": "AWS::ECS::Cluster",
"Properties": {}
},
"ECSDemoService": {
"Type": "AWS::ECS::Service",
"Properties": {
"Cluster": {
"Ref": "ECSDemoCluster"
},
"DesiredCount": 1,
"DeploymentController": {
"Type": "EXTERNAL"
}
}
},
"BlueTaskSet": {
"Type": "AWS::ECS::TaskSet",
"Properties": {
"Cluster": {
"Ref": "ECSDemoCluster"
},
"LaunchType": "FARGATE",
"NetworkConfiguration": {
"AwsVpcConfiguration": {
"AssignPublicIp": "ENABLED",
"SecurityGroups": [
{
"Ref": "ExampleSecurityGrou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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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nets": [
{
"Ref": "Subnet1"
},
{
"Ref": "Subnet2"
}
]

}
},
"PlatformVersion": "1.4.0",
"Scale": {
"Unit": "PERCENT",
"Value": 100
},
"Service": {
"Ref": "ECSDemoService"
},
"TaskDefinition": {
"Ref": "BlueTaskDefinition"
},
"LoadBalancers": [
{
"ContainerName": "DemoApp",
"ContainerPort": 80,
"TargetGroupArn": {
"Ref": "ALBTargetGroupBlue"
}
}
]

}

}

}
},
"PrimaryTaskSet": {
"Type": "AWS::ECS::PrimaryTaskSet",
"Properties": {
"Cluster": {
"Ref": "ECSDemoCluster"
},
"Service": {
"Ref": "ECSDemoService"
},
"TaskSetId": {
"Fn::GetAtt": [
"BlueTaskSet",
"Id"
]
}
}
}

YAML
Parameters:
Vpc:
Type: 'AWS::EC2::VPC::Id'
Subnet1:
Type: 'AWS::EC2::Subnet::Id'
Subnet2:
Type: 'AWS::EC2::Subnet::Id'
Transform:
- 'AWS::CodeDeployBlueGreen'
H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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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DeployBlueGreenHook:
Properties:
TrafficRoutingConfig:
Type: TimeBasedCanary
TimeBasedCanary:
StepPercentage: 15
BakeTimeMins: 5
Applications:
- Target:
Type: 'AWS::ECS::Service'
LogicalID: ECSDemoService
ECSAttributes:
TaskDefinitions:
- BlueTaskDefinition
- GreenTaskDefinition
TaskSets:
- BlueTaskSet
- GreenTaskSet
TrafficRouting:
ProdTrafficRoute: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LogicalID: ALBListenerProdTraffic
TargetGroups:
- ALBTargetGroupBlue
- ALBTargetGroupGreen
Type: 'AWS::CodeDeploy::BlueGreen'
Resources:
Example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Security group for ec2 access
VpcId: !Ref Vpc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 IpProtocol: tcp
FromPort: 8080
ToPort: 8080
CidrIp: 0.0.0.0/0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0.0.0.0/0
ALBTargetGroupBlue: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HealthCheckIntervalSeconds: 5
HealthCheckPath: /
HealthCheckPort: '80'
HealthCheckProtocol: HTTP
HealthCheckTimeoutSeconds: 2
HealthyThresholdCount: 2
Matcher:
HttpCode: '200'
Port: 80
Protocol: HTTP
Tags:
- Key: Group
Value: Example
TargetType: ip
UnhealthyThresholdCount: 4
VpcId: !Ref Vpc
ALBTargetGroupGreen: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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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HealthCheckIntervalSeconds: 5
HealthCheckPath: /
HealthCheckPort: '80'
HealthCheckProtocol: HTTP
HealthCheckTimeoutSeconds: 2
HealthyThresholdCount: 2
Matcher:
HttpCode: '200'
Port: 80
Protocol: HTTP
Tags:
- Key: Group
Value: Example
TargetType: ip
UnhealthyThresholdCount: 4
VpcId: !Ref Vpc
ExampleALB: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et-facing
SecurityGroups:
- !Ref ExampleSecurityGroup
Subnets:
- !Ref Subnet1
- !Ref Subnet2
Tags:
- Key: Group
Value: Example
Type: application
IpAddressType: ipv4
ALBListenerProdTraffic: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DefaultActions:
- Type: forward
ForwardConfig:
TargetGroups:
- TargetGroupArn: !Ref ALBTargetGroupBlue
Weight: 1
LoadBalancerArn: !Ref ExampleALB
Port: 80
Protocol: HTTP
ALBListenerProdRule: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Actions:
- Type: forward
ForwardConfig:
TargetGroups:
- TargetGroupArn: !Ref ALBTargetGroupBlue
Weight: 1
Conditions:
- Field: http-header
HttpHeaderConfig:
HttpHeaderName: User-Agent
Values:
- Mozilla
ListenerArn: !Ref ALBListenerProdTraffic
Priority: 1
ECSTask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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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ecs-tasks.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AmazonECSTaskExecutionRolePolicy'
Blue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ExecutionRoleArn: !GetAtt
- ECSTaskExecutionRole
- Arn
ContainerDefinitions:
- Name: DemoApp
Image: 'nginxdemos/hello:latest'
Essential: true
PortMappings:
- HostPort: 80
Protocol: tcp
ContainerPort: 80
RequiresCompatibilities:
- FARGATE
NetworkMode: awsvpc
Cpu: '256'
Memory: '512'
Family: ecs-demo
ECSDemoCluster:
Type: 'AWS::ECS::Cluster'
Properties: {}
ECSDemoService:
Type: 'AWS::ECS::Service'
Properties:
Cluster: !Ref ECSDemoCluster
DesiredCount: 1
DeploymentController:
Type: EXTERNAL
BlueTaskSet:
Type: 'AWS::ECS::TaskSet'
Properties:
Cluster: !Ref ECSDemoCluster
LaunchType: FARGATE
NetworkConfiguration:
AwsVpcConfiguration:
AssignPublicIp: ENABLED
SecurityGroups:
- !Ref ExampleSecurityGroup
Subnets:
- !Ref Subnet1
- !Ref Subnet2
PlatformVersion: 1.4.0
Scale:
Unit: PERCENT
Value: 100
Service: !Ref ECSDemoService
TaskDefinition: !Ref BlueTaskDefinition
LoadBalancers:
- ContainerName: DemoApp
ContainerPort: 80
TargetGroupArn: !Ref ALBTargetGroupBlue
PrimaryTaskSet:
Type: 'AWS::ECS::PrimaryTaskSet'
Properties:
Cluster: !Ref ECSDemoCluster
Service: !Ref ECSDemoService
TaskSetId: !Get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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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TaskSet
- Id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정규식 사용
템플릿 파라미터 (p. 274)를 생성할 때 AllowedPattern 속성의 경우와 같이 AWS CloudFormation 템플
릿 내의 수많은 장소에서 정규식(일반적으로 regex라고 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의 정규식은 Java 정규식 구문을 따릅니다. 이 구문과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java.util.regex.Pattern에서 볼 수 있습니다.

Important
CloudFormation 템플릿은 객체와 데이터를 지정하기 위해 JSON 구분을 사용하므로 정규식의 모든
백슬래시 문자에 백슬래시를 하나 더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JSON은 이러한 문자를 이스
케이프 문자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문자를 일치시키기 위해 정규식에 \d를 포함시키는 경우 JSON 템플릿에서는 \
\d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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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 StackSets로 작
업
AWS CloudFormation StackSets에서는 단일 작업으로 여러 계정 및 리전에 대해 스택을 생성, 업데이트 또
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스택의 기능을 확장합니다.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정의 및 관리하고,
템플릿을 지정된 AWS CloudFormation 리전에 대해 선택한 대상 계정으로 스택을 프로비저닝하기 위한 기
본으로 사용합니다.

StackSets 리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tackSets 리전 지원을 참조하세요.
이 단원은 StackSets 사용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며, 스택 세트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 작업을 수행하는 방
법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 답변해 줍니다.
주제
• StackSets 개념 (p. 656)
• 스택 세트 작업을 위한 사전 조건 (p. 660)
•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시작하기 (p. 673)
• AWS CloudFormation StackSets에서 대상 계정 게이트 구성 (p. 696)
• 스택 세트에서 비관리형 구성 변경 감지 (p. 697)
• AWS CloudFormation StackSets으로 스택 가져오기 (p. 704)
• 모범 사례 (p. 707)
•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샘플 템플릿 (p. 708)
•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문제 해결 (p.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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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kSets 개념
StackSet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택 세트, 스택 인스턴스 및 스택으로 작업합니다.
주제
• 관리자 및 대상 계정 (p. 656)
• 스택 세트 (p. 656)
• 스택 세트에 대한 권한 모델 (p. 656)
• 스택 인스턴스 (p. 657)
• 스택 세트 작업 (p. 657)
• 스택 세트 작업 옵션 (p. 658)
• 태그 (p. 659)
• 스택 세트 및 스택 인스턴스 상태 코드 (p. 659)

관리자 및 대상 계정
관리자 계정은 스택 세트를 생성한 AWS 계정입니다. 서비스 관리형 권한이 있는 스택 세트의 경우 관리자
계정은 조직의 management account 또는 위임된 관리자 계정입니다. 스택 세트는 생성된 AWS 관리자 계정
에 로그인하여 관리됩니다. 대상 계정은 스택 세트에서 하나 이상의 스택을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할 계정
입니다. 스택 세트를 사용하여 대상 계정에 스택을 생성하기 전에 관리자 계정과 대상 계정 간에 신뢰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스택 세트
스택 세트를 사용하면 단일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 여러 리전에 대해 AWS 계정에서 스택을 생
성할 수 있습니다. 각 스택에 포함된 모든 리소스는 스택 세트의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의해 정의됩니다.
스택 세트를 생성할 때 템플릿에 필요한 파라미터 및 기능에 더해 사용할 템플릿을 지정합니다.
스택 세트를 정의하면 지정한 대상 계정 및 리전에서 스택을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스택
을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하면 작업이 수행될 리전의 순서, 스택 작업이 중단되는 내결함성, 스택에 대해
작업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계정 수 등의 작업 기본 설정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택 세트는 리전 리소스입니다. 한 리전에 스택 세트를 생성하면 다른 리전에서 해당 스택 세트를 보거나 변
경할 수 없습니다.

스택 세트에 대한 권한 모델
자체 관리형 권한 또는 서비스 관리형 권한을 사용하여 스택 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체 관리형 권한을 사용하면 StackSets가 계정 및 리전 전체에 배포하는 데 필요한 IAM 역할을 만들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스택 세트를 관리하는 계정과 스택 인스턴스를 배포하는 계정 간에 신뢰 관계를 설정
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권한 모델을 사용하여 StackSets에서는 IAM 역할을 만들 권한이 있는 모든 AWS 계
정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형 권한을 사용하면 AWS Organizations에서 관리하는 계정에 스택 인스턴스를 배포할 수 있습
니다. 이 권한 모델을 사용하면 필요한 IAM 역할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StackSets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IAM 역할을 만듭니다. 이 모델을 사용하면 나중에 조직에 추가되는 계정에 자동 배포를 활성화할 수도 있습
니다. 서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제를 참조
하세요.
• AWS Organizations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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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된 관리자 등록
• 서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 생성

스택 인스턴스
스택 인스턴스는 리전 내 대상 계정에서 스택에 대한 참조입니다. 스택 인스턴스는 스택 없이도 존재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스택을 생성할 수 없는 경우 스택 인스턴스에 스택 생성 실패에 대한
이유가 표시됩니다. 스택 인스턴스는 하나의 스택 세트에만 연결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스택 세트, 스택 작업 및 스택 간의 논리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스택 세트를 업데이트하면
연결된 모든 스택 인스턴스가 모든 계정 및 리전에서 업데이트됩니다.

스택 세트 작업
스택 세트에 대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택 세트 생성
새 스택 세트 생성에는 스택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CloudFormation 템플릿 지정, 스택을 생성할 대상 계
정 지정 및 대상 계정의 스택을 배포할 AWS 리전 식별이 포함됩니다. 스택 세트를 사용하면 동일한 스
택 리소스를 동일한 설정으로 선택한 리전 내의 지정된 모든 대상 계정에 일관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스택 세트 업데이트
스택 세트를 업데이트하면 스택 세트의 스택으로 변경 사항을 푸시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스택 세
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업데이트는 항상 모든 스택에 영향을 줍니다. 스택 세트의 일부 스
택에 대한 템플릿을 선택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없지만 그 이외에는 가능합니다.
• 템플릿의 기존 설정을 변경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대한 파라미터 설정 업데이트 또는 새 Amazon EC2
인스턴스 추가 등의 새 리소스를 추가합니다.
• 템플릿을 다른 템플릿으로 바꿉니다.
• 기존 또는 추가 리전의 기존 또는 추가 대상 계정에 스택을 추가합니다.
스택 삭제
스택을 삭제하면 지정한 리전 내의 지정한 대상 계정에서 스택과 이와 관련된 모든 리소스가 제거됩니
다. 스택을 삭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대상 계정에서 스택을 삭제하고 다른 대상 계정에서 다른 스택을 계속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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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리전에서 스택을 삭제하고 다른 리전에서 스택을 계속 실행합니다.
• 스택 세트에서 스택을 삭제하지만, 스택 보관(Retain Stacks) 옵션을 선택하여 스택 세트와 상
관없이 스택이 계속 실행되도록 해당 스택을 저장합니다. 보관된 스택은 스택 세트 외부의 AWS
CloudFormation에서 관리됩니다.
• 전체 스택 세트를 삭제하기 위해 스택 세트에서 모든 스택을 삭제합니다.
스택 세트 삭제
스택 세트에 스택 인스턴스가 없는 경우에만 스택 세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스택 세트 작업 옵션
이 단원에 설명된 옵션은 스택 세트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허용된 실패의 수와 시간을 제어하고 스
택 리소스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대 동시 계정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 워크플로우에 사용 가능한 이 설정은 작업이 한 번에 수행되는 대상 계정의 최대
수 또는 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낮은 수 또는 비율은 한 번에 더 적은 대상 계정에서 작업이 수행된
다는 의미입니다. 작업은 배포 순서(Deployment order) 상자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 한 번에 한 리전에서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두 리전 내의 대상 계정 10개에 스택을 배포할 경우 최대 동시 계정을 50 및 백분
율 기준(By percentage)으로 설정하면 첫 번째 리전의 계정 5개에 스택을 배포한 다음 첫 번째 계정 내의
나머지 계정 5개에 배포한 후, 다음 리전으로 이동하여 첫 번째 5개 대상 계정에 배포를 시작합니다.
[백분율 기준(By percentage)]을 선택할 때 지정된 비율이 지정된 계정의 전체 수를 나타내지 않
으면 CloudFormation에서는 내림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 계정 10개에 스택을 배포하고 [최대 동
시 계정(Maximum concurrent accounts)]을 [25] 및 [백분율 기준(By percentage)]으로 설정하면
CloudFormation에서는 2.5개 스택을 동시에 배포하는 것(가능하지 않음)에서 2개 스택을 동시에 배포하
는 것까지 내림합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작업에 대한 최대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배포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동시
에 실행된 실제 계정 수는 서비스 조절로 인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최대 배포 속도는 스택 세트당 100개
의 동시 스택 인스턴스입니다.
내결함성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 워크플로우에 사용 가능한 이 설정은 CloudFormation이 작업을 자동으로 중지
하는 리전당 발생할 수 있는 스택 작업 실패의 최대 수 또는 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낮은 수 또는 비
율은 작업이 더 적은 스택에서 수행되지만 실패 작업의 문제 해결을 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
니다. 예를 들어, 리전 3개 내의 대상 계정 10개에서 스택 10개를 업데이트할 경우 내결함성을 20 및 백
분율 기준(By percentage)으로 설정하면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리전에서 최대 2개의 스택 업데이트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리전의 세 번째 스택이 실패할 경우 CloudFormation은 작업을 중지합니다.
첫 번째 리전에서 스택을 업데이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리전에서 업데이트 작업이 계속되며 다음 리전
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리전에서 스택 2개를 업데이트할 수 없는 경우 20%의 내결함성에 도달합니
다. 리전에서 세 번째 스택이 실패하면 CloudFormation은 업데이트 작업을 중지하며, 후속 리전으로 이
동하지 않습니다.
[백분율 기준(By percentage)]을 선택할 때 지정된 비율이 각 리전 내에서 스택의 전체 수를 나타내지 않
으면 CloudFormation에서는 내림합니다. 예를 들어 3개 리전에서 대상 계정 10개에 스택을 배포하고
[내결함성(Failure tolerance)]을 [25] 및 [백분율 기준(By percentage)]으로 설정하면 CloudFormation에
서는 2.5 스택의 내결함성(가능하지 않음)에서 리전당 2개 스택의 내결함성까지 내림합니다.
스택 보관
스택 삭제 워크플로우에 사용 가능한 이 설정은 스택 세트에서 스택을 제거한 후에도 스택 및 스택의 리
소스가 계속 실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스택을 보관할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개별 계정 및 리전
의 스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스택은 스택 세트에서 연결이 해제되지만 스택과 해당 리소스는 저장됩니
다. 스택 삭제 작업이 완료되면 CloudFormation의 스택이 생성된 대상 계정(관리자 계정 아님)에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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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스택을 관리합니다. 스택을 보관하면 스택 세트에서 스택이 영구적으로 연결 해제되며, 스택이 스택
세트에 다시 추가되거나 새 스택 세트에 추가될 수 없습니다.
리전 동시성
워크플로의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이 설정은 StackSets를 리전에 배포할 때 사용할
방법을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순차(Sequential)] – 리전의 배포 실패가 지정된 내결함성을 초과하지 않는 한 리전 [배포 순서
(Deployment order)] 상자에 지정된 대로 한 번에 한 리전에 StackSets 작업을 배포합니다. 기본 선택 항
목은 [순차(Sequential)] 배포입니다.
[병렬(Parallel)] – 리전의 배포 실패가 지정된 내결함성을 초과하지 않는 한 지정된 모든 리전에
StackSets 작업을 병렬로 배포합니다.

태그
키 및 값 페어를 지정하여 스택 세트 생성 및 업데이트 작업 중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태그는 결제 및 비
용 할당을 위해 스택 세트 리소스를 정렬하고 필터링하는 데 유용합니다. AWS에서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사용 설명서의 비용 할당 태그 사용을 참조하세요.
키-값 페어를 지정한 후에 +를 선택하여 태그를 저장합니다. 태그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X를 선택하여 더 이
상 사용하지 않는 태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스택 세트에 적용한 태그는 모든 스택과 스택에 의해 생성된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CloudFormation의 스택
전용 레벨에 태그를 추가할 수 있지만 해당 태그가 StackSets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StackSets가 시스템 정의 태그를 추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aws: 문자열로 시작되는 태그의 키 이름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스택 세트 및 스택 인스턴스 상태 코드
AWS CloudFormation StackSets는 스택 세트 작업 및 스택 인스턴스에 대한 상태 코드를 생성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스택 세트 작업에 대한 상태 코드를 설명합니다.
스택 세트 작업 상태

설명

RUNNING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SUCCEEDED

작업이 작업에 대한 내결함성을 초과하지 않고 완료되었습니다.

FAILED

작업을 완료할 수 없는 스택의 수가 사용자 정의 내결함성을 초과하
였습니다. 작업에 대해 설정한 내결함성 값이 스택 생성 및 업데이트
작업 중 각 리전에 적용됩니다. 리전 내에서 실패한 스택의 수가 내
결함성을 초과하는 경우 리전의 작업 상태가 FAILED로 설정됩니다.
작업의 전체 상태도 FAILED로 설정되며, CloudFormation은 나머지
리전에서 작업을 취소합니다.

QUEUED

[Service-managed permissions] 작업 시퀀스가 필요한 자동
배포의 경우 작업이 대기열에 추가되어 수행됩니다. 예:
• 한 조직 단위(OU) OU1에서 다른 OU2로 계정을 이동하면 자동 배
포가 트리거됩니다. StackSets는 삭제 작업을 실행하여 대상 리전
의 대상 OU1 계정에서 스택 인스턴스를 제거하고, 대상 리전의 대
상 OU2 계정에 스택 인스턴스를 추가하는 생성 작업을 대기열에
넣습니다. 삭제 작업이 완료되면 StackSets가 생성 작업을 실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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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세트 작업 상태

설명
• OU에 계정 AccountA를 추가하면 자동 배포가 트리거됩니다.
StackSets는 대상 리전의 AccountA에 스택 인스턴스를 추가하
는 생성 작업을 실행합니다. 이 생성 작업이 실행되는 동안 OU에
다른 계정 AccountB를 추가하면 StackSets가 두 번째 생성 작업
을 대기열에 넣습니다. 첫 번째 생성 작업이 완료되면 StackSets
가 두 번째 생성 작업을 실행하여 대상 리전의 AccountB에 스택
인스턴스를 추가합니다.

STOPPING

사용자 요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STOPPED

사용자 요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되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스택 세트 내의 스택 인스턴스에 대한 상태 코드를 설명합니다.
스택 인스턴스 상태

설명

CURRENT

현재 스택이 스택 세트와 함께 최신 상태입니다.

OUTDATED

다음 이유 중 하나로 인해 현재 스택이 스택 세트와 함께 최신 상태
가 아닙니다.
• 연결된 스택에 대한 CreateStackSet 또는 UpdateStackSet
작업이 실패했습니다.
• 스택이 실패한 CreateStackSet 또는 UpdateStackSet의 일
부이거나, 스택이 생성 또는 업데이트되기 전에 중지되었습니다.

INOPERABLE

DeleteStackInstances 작업이 실패했으며 스택이 불안정한 상
태입니다. 이 상태의 스택은 향후 UpdateStackSet 작업에서 제
외됩니다. DeleteStackInstances가 RetainStacks로 설정된
true 작업을 수행하여 스택 인스턴스를 삭제한 다음 스택을 수동으
로 삭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CANCELLED

지정된 계정 및 리전의 작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스택
세트 작업을 중지했거나 스택 세트 작업의 내결함성을 초과했기 때
문입니다.

FAILED

지정된 계정 및 리전의 작업이 실패했습니다. 한 리전 내의 충분한
계정에서 스택 세트 작업이 실패하면 스택 세트 작업 전체에 대한 내
결함성을 초과될 수 있습니다.

PENDING

지정된 계정 및 리전의 작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RUNNING

지정된 계정 및 리전의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SUCCEEDED

지정된 계정 및 리전의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스택 세트 작업을 위한 사전 조건
스택 세트는 여러 계정에서 스택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첫 번째 스택 세트를 생성하려면 먼저 AWS 계정에
필요한 권한을 정의해야 합니다.
자체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설정하려면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된 리전과 관
련된 스택 세트 작업 수행 (p. 661)와 자체 관리형 권한 부여 (p. 661)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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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설정하려면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된 리전과
관련된 스택 세트 작업 수행 (p. 661)와 AWS Organizations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활성화 (p. 670)를
참조하세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된 리전과 관련된 스택 세트 작업
수행
아시아 태평양(홍콩)과 같이 2019년 3월 20일 이후에 도입된 AWS 리전은 기본적으로 비활성 상태입니다.
계정을 사용하려면 먼저 계정에 대해 이러한 리전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
는 리전의 계정과 관련된 스택 세트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세요.
•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된 리전에서 스택 세트의 관리자 계정(자체 관리형 권한을 사용할 경우) 또는 조직의
관리 계정(서비스 관리형 권한을 사용할 경우)에서 스택 세트를 생성하려면 먼저 관리자 또는 관리 계정에
대해 해당 리전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AWS CloudFormation이 스택 인스턴스를 성공적으로 생성/업데이트하려면:
• 대상 계정이 현재 해당 대상 계정에 활성화된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 스택 세트 관리자 계정 또는 조직 관리 계정은 동일한 리전을 대상 계정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Important
스택 세트 작업 중에 관리자 계정과 대상 계정은 관련 스택 세트 및 스택 세트 인스턴스에 더해 계정
자체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교환합니다.
또한 스택 세트 인스턴스가 있는 계정이 포함된 리전을 비활성화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해당 인스턴
스 또는 리소스를 삭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활성화된 리전의 대상 계정과 관련된 메타데이터는 관
리자 계정에 보존됩니다.
리전 활성화 및 비활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일반 참조의 AWS 리전 관리를 참조하세요.
주제
• 자체 관리형 권한 부여 (p. 661)
• AWS Organizations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활성화 (p. 670)
• 위임된 관리자 등록 (p. 671)

자체 관리형 권한 부여
서비스 관리형 스택 세트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설정하려면 AWS Organizations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활성화를 참조하세요.
자체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를 만들기 전에 각 계정에 IAM 역할을 만들어 관리자와 대상 계정 간에 신뢰
관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1. 어느 AWS 계정이 관리자 계정인지 결정합니다.
이 관리자 계정에 스택 세트가 생성됩니다. 대상 계정은 스택 세트에 속하는 개별 스택이 생성되는 계정입
니다.
2. 스택 세트에 대한 권한 구조를 결정합니다.
가장 단순한 (그리고 가장 허용적인) 권한 구성은 관리자 계정의 모든 사용자 및 그룹에게 해당 계정을 통
해 관리하는 모든 스택 세트를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욱 세분화된 제어가
필요한 경우 다음을 지정할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계정의 스택 세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
• 스택 세트에 포함될 수 있는 리소스 사용자 및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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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사용자 및 그룹에서 수행할 수 있는 스택 세트 작업.
3. 관리자 및 대상 계정에 필요한 IAM 서비스 역할을 생성하여 원하는 권한을 정의합니다.

Important
관리자 계정의 역할 이름은 AWSCloudFormationStackSetAdministrationRole이어야 합니다. 각
대상 계정의 역할 이름은 AWSCloudFormationStackSetExecutionRole이어야 합니다.

스택 세트 작업에 대한 기본 권한 설정
가장 단순한 (그리고 가장 허용적인) 권한 구성은 관리자 계정의 모든 사용자 및 그룹에게 해당 계정을 통해
관리하는 모든 스택 세트를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관리자 및 모
든 대상 계정에 대한 IAM 서비스 역할을 생성합니다. 관리자 계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 누구나 모든 대상 계정
의 스택을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할 권한을 갖습니다.
관리자 계정 및 대상 계정에는 계정 간의 신뢰 관계를 생성하고, 대상 계정에 템플릿에 설명된 리소스를 생성
및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서비스 역할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권한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가 스택 세트를 생성 또는 업데이트할 때 관리자 역할
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계정의 모든 사용자가 모든 대상 계정의 스택 세트 작업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설정합니다.
1.

관리자 계정에서 AWSCloudFormationStackSetAdministrationRole이라는 이름의 IAM 역할을 생성합
니다. 역할에는 정확한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stacksetsample-templates-us-east-1/AWSCloudFormationStackSetAdministrationRole.yml에서 온라인으로 사
용할 수 있는 다음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스택을 생성하여 해당 역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에 의해 생성된 역할을 사용하면 관리자 계정에 대해 다음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ts:AssumeRole"
],
"Resource": [
"arn:aws:iam::*:role/AWSCloudFormationStackSetExecutionRole"
],
"Effect": "Allow"
}
]

다음 신뢰 관계는 이전 템플릿에 의해 생성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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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cloudformation.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리전에 상주하는 대상 계정에 스택 인스턴스를 배포하려면 해당 리전의
리전 서비스 보안 주체도 포함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된 각 리전에는 자체 리전 서비스 보안
주체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목록을 비롯하여 리전 엔드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일반 참조 안내서의 리전 엔
드포인트를 참조하세요.
다음 예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리전인 아시아 태평양(홍콩) 리전의 리전 서비스 보안
주체(cloudformation.ap-east-1.amazonaws.co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cloudformation.amazonaws.com",
"cloudformation.ap-east-1.amazonaws.com"
]
},
"Action": "sts:AssumeRole"
}
]

자세한 내용은 스택 세트 작업 사전 조건을 참조하십시오.
2.

각 대상 계정에서 관리자 계정을 신뢰하는 AWSCloudFormationStackSetExecutionRole이
라는 이름의 서비스 역할을 생성합니다. 역할에는 정확한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stackset-sample-templates-us-east-1/
AWSCloudFormationStackSetExecutionRole.yml에서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스택을 생성하여 해당 역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사용하면
대상 계정과 신뢰 관계가 있어야 하는 관리자 계정의 이름을 제공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Important
이 템플릿은 관리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므로 유의하십시오. 템플릿을 사용하여 대상 계정 실
행 역할을 생성한 후에는 정책 설명에 있는 권한의 범위를 StackSets를 사용하여 생성하는 리
소스의 유형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상 계정 서비스 역할에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지정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필
요합니다. 예를 들어, 템플릿이 S3 버킷을 생성할 경우 S3에 대한 새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
합니다. 대상 계정에는 항상 스택의 생성, 업데이트, 삭제, 설명을 비롯한 전체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 템
플릿에 의해 생성된 역할을 사용하면 대상 계정에 대해 다음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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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ction": "*",
"Resource": "*"

각 대상 계정이 StackSets에 대해 작동하려면 AWSCloudFormationStackSetExecutionRole
정책 설명에 S3 및 Amazon SNS 서비스 작업 및 리소스를 추가해야 합니다. 서비스 관리형 스택은
CloudFormation 서비스 계정의 Amazon SNS 주제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자동으로 처리합니
다. StackSets은(는) 권한을 사용하여 대상 계정과 관리자 계정에서 스택 인스턴스 상태를 알립니다.
대상 계정에서 CloudFormation 이외의 서비스에서 리소스를 사용하는 스택을 생성하려면 각 대상 계정
에 대한 AWSCloudFormationStackSetExecutionRole 정책 설명에 해당 서비스 작업 및 리소스를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 예는 StackSets에 대해 필수 권한이 있는 정책 설명을 보여줍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cloudformation:*",
"s3:*",
"sns:*"
],
"Resource": "*"
}
]

다음 신뢰 관계는 템플릿에 의해 생성됩니다. 관리자 계정의 ID는 admin_account_id로 표시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admin_account_id:root"
},
"Action": "sts:AssumeRole"
}
]

관리자 계정의 특정 역할을 신뢰하도록 기존 대상 계정 실행 역할의 신뢰 관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
리자 계정에서 역할을 삭제하고 대체할 새 역할을 생성하는 경우, 이전 예에서 admin_account_id로
표현된 새 관리자 계정 역할과의 대상 계정 신뢰 관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스택 세트 작업에 대한 고급 권한 옵션 설정
사용자 및 그룹이 단일 관리자 계정을 통해 생성한 스택 세트에 대한 더욱 세분화된 제어가 필요한 경우 IAM
역할을 사용하여 다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계정의 스택 세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
• 스택 세트에 포함될 수 있는 리소스 사용자 및 그룹.
• 특정 사용자 및 그룹에서 수행할 수 있는 스택 세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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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계정 액세스 제어 권한 설정
사용자 지정 관리자 역할을 사용하여 어떤 대상 계정에서 어떤 사용자 및 그룹이 스택 세트 작
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제어합니다. 어떤 대상 계정에서 어떤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가 스택 세
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제어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리자 계정 자체 내에
AWSCloudFormationStackSetAdministrationRole 서비스 역할을 생성하는 대신 각 대상 계정과 특정 사용자
지정 관리자 역할(관리자 계정 자체가 아닌) 간에 신뢰 관계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사용자 및 그룹
이 특정 대상 계정에서 스택 세트 작업을 수행할 때 적절한 사용자 지정 관리자 역할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 계정 내에 역할 A와 역할 B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역할 A에 계정 8을 통해 대상 계정 1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할 B에 계정 16을 통해 대상 계정 9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권한을 설정하려면 사용자 지정 관리자 역할을 정의하고, 대상 계정에 대한 서비스 역할을 생성하며,
사용자에게 스택 세트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자 지정 관리자 역할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확보했으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사용자는 스택 세트를 생성할 때 사용자 지
정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AWS CloudFormation에 역할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지정 관리자 역할은 스택 세트에 지정된 대상 계정과 신뢰 관계를 맺고 있어
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은 스택 세트를 생성하고 사용자 지정 관리자 역할을 여기에 연결합니다. 스
택 세트를 업데이트할 때 사용자는 사용자 지정 관리자 역할을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전에 이 스택
세트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사용자 지정 관리자 역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WS CloudFormation은
위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역할을 사용하여 스택을 업데이트합니다.

특정 대상 계정의 스택 세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에 대한 권한을 설정합니다.
1.

각 스택 세트에 대해 대상 계정에서 AWSCloudFormationStackSetExecutionRole 서비스 역할을 수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 지정 관리자 역할을 생성합니다.
다음과 같은 권한 정책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이름을 가진 IAM 서비스 역할을 생성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ts:AssumeRole"
],
"Re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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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aws:iam::target_account_id:role/
AWSCloudFormationStackSetExecutionRole"
],
"Effect": "Allow"
}
]
}

모든 대상 계정을 지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권한 정책을 사용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ts:AssumeRole"
],
"Resource": [
"arn:aws:iam::*:role/AWSCloudFormationStackSetExecutionRole"
],
"Effect": "Allow"
}
]

신뢰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생성할 때 다음과 같은 신뢰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cloudformation.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리전에 상주하는 대상 계정에 스택 인스턴스를 배포하려면 해당 리전의
리전 서비스 보안 주체도 포함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된 각 리전에는 자체 리전 서비스 보안
주체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목록을 비롯하여 리전 엔드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일반 참조 안내서의 리전 엔
드포인트를 참조하세요.
다음 예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리전인 아시아 태평양(홍콩) 리전의 리전 서비스 보안
주체(cloudformation.ap-east-1.amazonaws.co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cloudformation.amazonaws.com",
"cloudformation.ap-east-1.amazonaw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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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ction": "sts:AssumeRole"

자세한 내용은 스택 세트 작업 사전 조건을 참조하십시오.
2.

각 대상 계정에서 AWSCloudFormationStackSetExecutionRole이라는 서비스 역할을 생성합니다. 이 서
비스 역할은 이 계정에서 사용하고 싶은 사용자 지정 관리자 역할과 신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Important
정책 설명에 있는 권한의 범위를 스택 세트를 사용해 생성하고 있는 리소스의 유형으로 지정해
야 합니다.
대상 계정 서비스 역할에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지정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필
요합니다. 예를 들어, 템플릿이 S3 버킷을 생성할 경우 S3에서 새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
니다. 대상 계정에는 항상 스택의 생성, 업데이트, 삭제, 설명을 비롯한 전체 권한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는 스택 세트가 작동하기 위한 최소 권한이 포함된 정책 설명을 보여줍니다. AWS
CloudFormation 이외의 서비스에서 리소스를 사용하는 대상 계정에서 스택을 생성하려면 각 대상 계정
에 대한 AWSCloudFormationStackSetExecutionRole 권한 정책 설명에 이러한 서비스 작업 및 리소스를
추가해야 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cloudformation:*",
"s3:*",
"sns:*"
],
"Resource": "*"
}
]

신뢰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생성할 때 다음과 같은 신뢰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

}

3.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admin_account_id:role/customized_admin_role"
},
"Action": "sts:AssumeRole"
}
]

사용자가 스택 세트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자 지정 관리자 역할을 전달하도록 허용합니다.
IAM 권한 정책을 사용자 또는 그룹에 연결하여 특정 스택 세트를 생성 또는 업데이트할 때 적절한 사용
자 지정 관리자 역할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에게 AWS 서비스 역할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참조하세요. 아래 예제에서 customized_admin_role은 사용자가 전달해야 하
는 관리자 역할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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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iam:GetRole",
"iam:PassRole"
],
"Resource": "arn:aws:iam::*:role/customized_admin_role"
}]

스택 리소스 포함 제어 권한 설정
사용자 지정 실행 역할을 사용하여 사용자 및 그룹이 스택 세트에 어떤 스택 리소스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제
어합니다. 예를 들어 생성한 스택 세트에 Amazon S3 관련 리소스만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룹을 설정하면
서 다른 팀에서는 DynamoDB 리소스만을 포함시키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각 그룹에 대한 사용
자 지정 계정과 각 리소스 세트에 대한 사용자 지정 실행 역할 간 신뢰 관계를 생성합니다. 사용자 지정 실행
역할은 스택 세트에 어떤 스택 리소스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정의합니다. 사용자 지정 관리자 역할은 관리
자 계정 내에 상주하고, 사용자 지정 실행 역할은 정의된 리소스를 사용하여 스택 세트를 생성하고자 하는 각
대상 계정 내에 상주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사용자 및 그룹이 스택 세트 작업을 수행할 때 적절한 사용자
지정 관리자 역할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 계정 내에 사용자 지정 역할 A, B 및 C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역할 A를 사용할 수 있는 권
한을 보유한 사용자 및 그룹은 사용자 지정 실행 역할 X에 나열된 스택 리소스를 포함하는 스택 세트를 생성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역할 Y나 Z에 나열된 스택 리소스 또는 모든 실행 역할에 포함되지 않은 리소스를 포함
할 수는 없습니다.

스택 세트를 업데이트할 때 사용자는 사용자 지정 관리자 역할을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전에 이 스
택 세트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사용자 지정 관리자 역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에게 스택 세트
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한 AWS CloudFormation은 지정된 사용자 지정 관리자 역할을 사용
하여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사용자 지정 실행 역할 또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실행 역할을 지정하는 경
우, AWS CloudFormation은 위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역할을 사용하여 스택을 업데이트합니다. 사용자가
사용자 지정 실행 역할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이전에 스택 세트에 연결된 사용자 지
정 실행 역할을 사용하여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단, 사용자가 스택 세트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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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및 그룹이 특정 스택 세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설정합니다.
1.

스택 세트를 생성하고자 하는 대상 계정에서 사용자 및 그룹에서 스택 세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사용자 지정 실행 역할을 생성합니다.
다음 예제는 DynamoDB 테이블 생성 권한이 포함된 스택 세트에 대한 최소 권한을 제공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cloudformation:*",
"s3:*",
"sns:*"
],
"Resource": "*"
},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createTable"

],

}

]

}

"Resource": "*"

신뢰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생성할 때 다음과 같은 신뢰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

}

2.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admin_account_id:role/customized_admin_role"
},
"Action": "sts:AssumeRole"
}
]

스택 세트 작업에 대한 고급 권한 옵션 설정 (p. 665)의 세부 정보와 같이 관리자 계정에 사용자 지정
관리자 계정을 생성합니다. 사용자 지정 관리자 역할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지정 실행 역할 간의 신
뢰 관계를 포함합니다.
다음 예제에는 사용자 지정 실행 역할은 물론 대상 계정에 대해 정의된
AWSCloudFormationStackSetExecutionRole에 대한 sts::AssumeRole 정책이 포함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Stmt1487980684000",
"Effect": "Allow",
"Action": [
"sts:Assume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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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Resource": [
"arn:aws:iam::*:role/AWSCloudFormationStackSetExecutionRole",
"arn:aws:iam::*:role/custom_execution_role"
]

특정 스택 세트 작업에 대한 권한 설정
추가로 사용자 및 그룹에서 특정 스택 세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예: 스택 세트
또는 스택 인스턴스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AWS CloudFormation에
대한 작업, 리소스 및 조건 키를 참조하세요.

AWS Organizations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활성화
자체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설정하려면 자체 관리형 권한 부여를 참조하
세요.
서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를 만들기 전에 먼저 다음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 AWS Organizations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통합 결제 기능만 활성화하면 서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 AWS Organizations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활성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가 활성화되면, 서
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를 생성할 때 StackSets에서 조직 관리 계정 및 대상(멤버) 계정에 필요한
IAM 역할을 생성합니다.

Note
관리 계정에서 생성된 IAM 서비스 연결 역할에는 접미사
CloudFormationStackSetsOrgAdmin가 있습니다. AWS Organizations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가 비활성화된 경우에만 이 역할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각 대상 계정에서 만든
IAM 서비스 연결 역할에는 접미사 CloudFormationStackSetsOrgMember가 있습니다. AWS
Organizations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가 비활성화되었거나 계정이 대상 조직 또는 조직 단위
(OU)에서 제거된 경우에만 이 역할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AWS Organizations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리 계정의 계정 관리자만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AWS 계
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IAM 사용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모범 사례 및 첫 번
째 IAM 관리자 및 그룹 생성을 참조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활성화하면 관리 계정 및 위임된 관리자 계정으로 조직의 서비스 관리형 스택 세트
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택세트 생성 마법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활성화하려면
서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 생성을 참조하세요.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활성화하려면
1.

관리 계정의 관리자로 AWS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스택 세트를 선택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가 비활성화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를 활성화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배너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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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는 다음 배너가 표시되면 성공적으로 활성화됩니다.

AWS Organizations 콘솔의 [AWS 서비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Trusted access for AWS services)]
페이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활성화하려면
AWS Organizations 사용 설명서에서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및 AWS Organizations 섹션을 참조
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비활성화하려면
AWS Organizations 사용 설명서에서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및 AWS Organizations 섹션을 참조
하세요.
AWS Organizations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비활성화하기 전에 모든 위임된 관리자를 등록 취소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임된 관리자 등록 (p. 671) 섹션을 참조하세요.

위임된 관리자 등록
조직의 management account에 더해 위임된 관리자 권한이 있는 멤버 계정으로 조직의 서비스 관리형 권한
을 사용하여 스택 세트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형 권한이 있는 스택 세트는 위임된 관리
자가 생성한 스택 세트를 포함하여 관리 계정에 생성됩니다. 조직의 위임된 관리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멤버
계정이 조직에 있어야 합니다. 조직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직에 가입할 AWS 계정 초대를 참조하세
요.
조직에서 한 번에 최대 5명의 위임된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임된 관리자는 조직의 모든 계정 또는
특정 OU에 배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임된 관리자가 Organizations 관리형 계정에 배포하려면 먼저
AWS Organizations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Organizations에
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활성화 (p. 670) 섹션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위임된 관리자는 조직의 계정에 배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관리 계정은 위임된 관리자
권한을 특정 OU에 배포하는 권한 또는 특정 스택 세트 작업을 수행하는 권한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
다.
미국 동부(오하이오),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미국 서부(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미국 서부(오레곤), 아시
아 태평양(뭄바이), 아시아 태평양(서울), 아시아 태평양(싱가포르), 아시아 태평양(시드니), 아시아 태평양(도
쿄), 캐나다(중부), 유럽(프랑크푸르트), 유럽(아일랜드), 유럽(런던), 유럽(파리), 유럽(스톡홀름), 남아메리카
(상파울루), AWS GovCloud(미국 동부), AWS GovCloud (US-West) 리전에서 조직의 위임된 관리자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콘솔, AWS CLI 또는 AWS SDK를 사용하여 위임된 관리자를 등록하고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67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위임된 관리자 등록

위임된 관리자를 추가하려면(콘솔)
1.

management account의 관리자로 AWS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
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스택 세트를 선택합니다.

3.

[위임된 관리자(Delegated administrators)]에서 [위임된 관리자 등록(Register delegated administrator)]
을 선택합니다.

4.

[위임된 관리자 등록(Register delegated administrator)] 대화 상자에서 [위임된 관리자 등록(Register
delegated administrator)]을 선택합니다.
성공 메시지는 멤버 계정이 위임된 관리자로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위임된 관리자를 등록 취소하려면(콘솔)
1.

관리 계정의 관리자로 AWS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스택 세트를 선택합니다.

3.

[위임된 관리자(Delegated administrators)]에서 등록 취소할 계정을 선택한 다음 [등록 취소(Deregister)]
를 선택합니다.
성공 메시지는 멤버 계정이 위임된 관리자로 성공적으로 등록 취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언제든지 이 계정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임된 관리자를 등록하려면(AWS CLI)
1.

AWS CLI을 엽니다.

2.

register-delegated-administrator 명령을 실행합니다.
aws organizations register-delegated-administrator --serviceprincipal=member.org.stacksets.cloudformation.amazonaws.com --accountid="memberAccountId"

3.

list-delegated-administrators 명령을 실행하여 지정된 멤버 계정이 위임된 관리자로 성공적
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ws organizations list-delegated-administrators --serviceprincipal=member.org.stacksets.cloudformation.amazonaws.com

위임된 관리자를 등록 취소하려면(AWS CLI)
1.

AWS CLI을 엽니다.

2.

deregister-delegated-administrator 명령을 실행합니다.
aws organizations deregister-delegated-administrator --serviceprincipal=member.org.stacksets.cloudformation.amazonaws.com --accountid="memberAccountId"

3.

list-delegated-administrators 명령을 실행하여 지정된 멤버 계정이 위임된 관리자로 성공적
으로 등록 취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ws organizations list-delegated-administrators --serviceprincipal=member.org.stacksets.cloudformation.amazon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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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이 계정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시작하기
첫 번째 스택 세트를 생성하기 전에 스택 세트 작업을 위한 사전 조건 (p. 660)의 필수 계정 설정 단계를 완
료해야 합니다.
이 연습의 템플릿을 통해 미국 서부(오레곤) 지역(us-west-2) 및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지역(us-east-1)
의 대상 계정에서 AWS Config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Config 활성화 템플릿은 S3 버킷(https://
s3.amazonaws.com/cloudformation-stackset-sample-templates-us-east-1/EnableAWSConfig.yml)에 있습니
다. 콘솔에서 이 샘플 템플릿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제
• 스택 세트 생성 (p. 673)
• 스택 세트 업데이트 (p. 681)
• 스택 세트에 스택 추가 (p. 684)
• 스택 인스턴스의 파라미터 재정의 (p. 687)
• 스택 세트에서 스택 인스턴스 삭제 (p. 691)
• 스택 세트 삭제 (p. 693)
• 서비스 관리형 권한을 사용하여 스택 세트에 대한 자동 배포 관리 (p. 694)

스택 세트 생성
AWS Management Console 또는 AWS CloudFormation의 AWS CLI 명령을 사용하여 스택 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self-managed 또는 service-managed 권한을 사용하여 스택 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self-managed 권한을 사용하여 특정 리전의 특정 AWS 계정에 스택 인스턴스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렇
게 하려면 먼저 스택 세트를 관리하는 계정과 스택 인스턴스를 배포할 계정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설정
하는 데 필요한 IAM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service-managed 권한을 사용하면 특정 리전에서 AWS Organizations 관리 계정에 스택 인스턴스를 배포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하면 필요한 IAM 역할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StackSets이 사용자를 대신
하여 IAM 역할을 만듭니다. 나중에 대상 조직 또는 조직 단위(OU)에 추가되는 계정에 자동 배포를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배포를 활성화한 경우, 대상 조직 또는 OU에서 스택 인스턴스가 제거되면 StackSets이
자동으로 계정에서 스택 인스턴스를 삭제합니다.
주제
• 자체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 생성 (p. 673)
• 서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 생성 (p. 678)

자체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 생성
주제
•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자체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 생성 (p. 673)
• AWS CLI를 사용하여 자체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 생성 (p. 677)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자체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 생성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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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 창에서 스택 세트를 선택합니다.

3.

스택 세트 페이지의 상단에서 Create StackSet(스택 세트 만들기)를 선택하십시오.

4.

Prerequisite - Prepare template(사전 조건 - 템플릿 준비)에서 Use a sample template(샘플 템플릿 사
용)을 선택하십시오.

5.

[샘플 템플릿 선택(Select a sample template)] 아래 드롭다운 메뉴에서 [Enable AWS config(AWS config
활성화)]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다음을 선택합니다.

6.

Specify StackSet details(스택 세트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a.

스택 세트 이름을 제공합니다. 스택 세트 이름은 영어 알파벳 문자로 시작하여 문자, 숫자 및 하이픈
만 포함해야 합니다. 이 연습에서는 my-awsconfig-stackset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b.

AWS Config에 사용되는 파라미터의 값을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nfig 개발자 안내서에서 콘솔을 통해 AWS Config 설정을 참조하세요. 이
연습에서는 모든 AWS Config 파라미터의 기본 설정을 유지합니다.

c.

TopicARN 및 NotificationEmail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로그 내용에 따라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SNS) 업데이트를 이메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에서는 Amazon SNS 업데이트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d.

DeliveryChannelName 및 빈도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업데이트 및 알림을 위한 전송 채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AWS Config의 전송 채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nfig 개발자 안내서의 전송 채
널 관리를 참조하세요. 이 연습에서는 이 영역의 기본 설정을 유지하겠습니다.

7.

AWS Config의 파라미터 지정을 완료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8.

Configure StackSet options(스택 세트 옵션 구성) 페이지에서 키 및 값 페어를 지정하여 태그를 추가하
십시오. 이 연습에서는 값이 Test인 Stage 태그를 생성합니다. 스택 세트에 적용한 태그는 스택에 의해
생성된 모든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AWS에서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사용 설명서의 비용 할당 태그 사용을 참조하세요.
권한을 지정하지 않고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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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et deployment options(배포 옵션 설정) 페이지에서 스택 세트의 스택을 배포할 계정과 리전을 입력합
니다.
리전의 배포 실패가 지정된 내결함성을 초과하지 않는 한 AWS CloudFormation은 첫 번째 리전의 지정
된 계정에 스택을 배포한 후 다음으로 이동하는 식의 과정을 계속합니다.
a.

계정의 경우 Deploy stacks in accounts(계정에 스택 배포)를 선택하십시오. 숫자 여러 개를 쉼표로
구분하여 대상 계정 번호를 텍스트 상자에 붙여 넣습니다.

b.

Specify region(리전 지정)의 경우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미국 서부(오레
곤) 지역에 대해 반복합니다. 미국 서부(오레곤) 지역 옆에 있는 위쪽 화살표를 선택하여 목록의 첫
번째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Specify regions(리전 지정) 아래의 리전 순서에 따라 배포 순서가 결정
됩니다.

c.

Deployment options(배포 옵션)의 경우:
• Maximum concurrent accounts(최대 동시 계정)의 경우 번호 및 1의 기본값을 유지하십시오.
즉, AWS CloudFormation은 한 번에 한 계정에서만 스택을 배포합니다.
• Failure tolerance(내결함성)의 경우, 번호 및 0의 기본값을 유지하십시오.
즉, AWS CloudFormation이 현재 리전에서 배포를 중단하고 나머지 리전에서 배포를 취소하기
전에 지정된 리전 중 하나에서 최대 하나의 스택 배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d.

[리전 동시성(Region concurrency)의 경우:
• [순차(Sequential)] 또는 [병렬(Parallel)]을 선택하여 지정된 리전에 대한 StackSets 배포 순서를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순차(Sequential)]가 선택됩니다.
다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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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eview] 페이지에서 선택 사항 및 스택 세트 속성을 검토합니다. 변경하려면 속성을 변경하려는 영역에
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스택 세트를 생성하려면 기능 영역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스택 세트로 생성하는
리소스에 새 IAM 리소스와 권한이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잠재적으로 필요한 권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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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의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IAM 리소스 승인을 참조하세요. 스택 세
트를 생성할 준비가 되면 제출을 선택합니다.

11. AWS CloudFormation이 스택 세트 생성을 시작합니다. 제출을 선택하면 열리는 스택 세트 세부 정보 페
이지에서 스택 세트의 스택 생성 진행률 및 상태를 봅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자체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 생성
AWS CLI 명령을 사용하여 스택 세트를 생성하면 두 가지 다른 명령을 실행합니다. create-stack-set를
사용하여 템플릿을 업로드하고 스택 세트 컨테이너를 생성하며 create-stack-instances를 사용하여
스택 세트 내에 스택을 생성합니다. 먼저 AWS CLI 명령 create-stack-set를 실행하여 AWS Config를 활
성화하는 샘플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업로드한 다음 스택 세트 생성을 시작합니다.
1.

AWS CLI을 엽니다.

2.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template-url 파라미터에 대해 템플릿을 저장할 Amazon S3 버킷의
URL을 제공합니다. 이 연습에서는 my-awsconfig-stackset 파라미터 값으로 --stack-setname를 사용합니다.
aws cloudformation create-stack-set --stack-set-name my-awsconfig-stackset --templateurl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stackset-sample-templates-us-east-1/
EnableAWSConfig.yml

3.

create-stack-set 명령이 완료되면 list-stack-sets 명령을 실행하여 스택 세트가 생성되었는
지 확인합니다. 결과에 새로운 스택 세트가 표시됩니다.
aws cloudformation list-stack-sets

4.

create-stack-instances AWS CLI 명령을 실행하여 스택 세트에 스택 인스턴스를 추가합니다. 이
연습에서는 us-west-2 파라미터 값으로 us-east-1 및 --regions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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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제와 같이 FailureToleranceCount 파라미터에서 0를 MaxConcurrentCount으로 설
정하고 1를 --operation-preferences로 설정하여 내결함성 및 최대 동시 계정을 설정합니다.
FailureTolerancePercentage 또는 MaxConcurrentPercentage를 사용하여 백분율을 대신 적
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에서는 백분율이 아닌 개수를 사용합니다.

Note
MaxConcurrentCount의 값은 FailureToleranceCount의 값에 따라 결정됩니다.
MaxConcurrentCount는 FailureToleranceCount+1 이내입니다.
aws cloudformation create-stack-instances --stack-set-name my-awsconfig-stackset -accounts '["account_ID_1","account_ID_2"]' --regions '["region_1","region_2"]' -operation-preferences FailureToleranceCount=0,MaxConcurrentCount=1

Note
작업에서 StackSet 인스턴스 배포의 동시성은 FailureToleranceCountMaxConcurrentCount의 값에 따라 달라지고 FailureToleranceCount+1 이내입니다.

Important
작업이 완료된 후에 다른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한 번에 한 작업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5.

스택 인스턴스가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출력의 일부로 반환된
DescribeStackSetOperation로 operation-id을 실행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et-operation --stack-set-name my-awsconfig-stackset
--operation-id operation_ID

서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 생성
주제
• 서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 생성 시 고려 사항 (p. 678)
•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서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 생성 (p. 679)
• AWS CLI를 사용하여 서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 생성 (p. 680)

서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 생성 시 고려 사항
서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를 생성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세요.
• 서비스 관리형 권한이 있는 스택 세트는 위임된 관리자가 생성한 스택 세트를 포함하여 관리 계정에 생성
됩니다.
• 스택 세트는 전체 조직 또는 지정된 조직 단위(OU)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택 세트가 조직을 대상으
로 하는 경우, 조직의 모든 OU에 있는 모든 계정도 대상으로 합니다. 스택 세트가 지정된 OU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OU의 모든 계정도 대상으로 합니다.
• 스택 세트가 상위 OU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스택 세트는 하위 OU를 대상으로 합니다.
• 여러 스택 세트가 동일한 조직 또는 OU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스택 세트는 조직 외부의 계정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스택 세트는 중첩 스택을 배포할 수 없습니다.
• 관리 계정이 조직에 있거나 조직의 OU에 있는 경우에도 StackSets에서는 조직 관리 계정에 스택 인스턴스
를 배포하지 않습니다.
• 자동 배포는 스택 세트 수준에서 설정됩니다. OU, 계정 또는 리전의 경우 자동 배포를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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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계정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IAM 보안 주체 엔터티(사용자, 역할 또는 그룹)의 권한에 따라
StackSets와 함께 배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직에 배포할 권한을 부여하는 IAM 정책 예
제는 서비스 관리형 스택 세트 권한을 부여하는 샘플 정책 (p. 6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위임된 관리자는 조직의 계정에 배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관리 계정은 위임된 관리자 권한을
특정 OU에 배포하는 권한 또는 특정 스택 세트 작업을 수행하는 권한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서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 생성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스택 세트를 선택합니다.

3.

스택 세트 페이지의 상단에서 Create StackSet(스택 세트 만들기)를 선택하십시오.

4.

Prepare template(템플릿 준비)에서 Template is ready(템플릿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를 선택합니다.

5.

템플릿 지정, 아래에서 스택 템플릿을 포함하는 S3 버킷의 URL을 지정하거나 스택 템플릿 파일을 업로
드하도록 선택합니다. 다음을 선택합니다.

6.

StackSet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스택 세트의 이름을 제공하고 파라미터를 지정한 후 다음을 선택합
니다.

7.

StackSet 옵션 구성 페이지의 태그 아래에서 스택의 리소스에 적용할 태그를 지정합니다.

8.

권한에서 서비스 관리형 권한을 선택합니다.
AWS Organizations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가 비활성화되면 배너가 표시됩니다. 서비스 관리형 권
한으로 스택 세트를 만들거나 업데이트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조직 관리 계정의
관리자만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9.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활성화(아직 활성화하지 않은 경우)하려면 다음을 선택합니다.

10. 배포 옵션 설정 페이지의 배포 대상에서 조직 내의 배포 대상 계정을 선택합니다.
• 조직에 배포를 선택하여 조직의 모든 계정에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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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단위(OU)에 배포를 선택하여 특정 OU의 모든 계정에 배포합니다. OU 추가를 선택한 다음, 텍스
트 상자에 대상 OU ID를 붙여 넣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대상 OU에 대해 반복합니다.

11. 자동 배포에서 StackSets가 나중에 대상 조직 또는 OU에 추가되는 계정에 자동으로 배포할지 여부를 선
택합니다.

12. 자동 배포를 활성화한 경우 계정 제거 동작에서 대상 조직 또는 OU에서 계정이 제거될 때 스택 리소스
를 유지할지 또는 삭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Note
스택 보관을 선택하면 스택 인스턴스가 스택 세트에서 제거되지만 스택 및 관련 리소스는 유지
됩니다. 리소스는 현재 상태로 유지되지만 더 이상 스택 세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스택은 기
존 또는 새 스택 세트와 다시 연결될 수 없습니다.
13. 배포 리전에서 스택 인스턴스를 배포할 리전을 선택합니다. 다음을 선택합니다.
14. 검토 페이지에서 StackSets이 올바른 리전의 올바른 계정에 배포하는지 확인한 다음 StackSet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StackSet 세부 정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스택 세트에서 스택 생성 진행률과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서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 생성
AWS CLI를 사용하여 스택 세트를 생성하는 경우 별개의 두 명령을 실행합니다. create-stack-set
중에는 템플릿을 업로드하고 스택 세트 컨테이너를 만들고 자동 배포를 관리합니다. create-stackinstances 중에는 특정 대상 계정에 스택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위임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때는 StackSets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call-as 파라미터를
DELEGATED_ADMIN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call-as DELEGATED_ADMIN

위임된 관리자가 생성한 스택 세트는 조직의 관리 계정에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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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WS CLI을 엽니다.

2.

create-stack-set 명령을 실행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StackSets이 나중에 대상 조직 또는 OU에 추
가되는 계정에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자동 배포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대상 조직 또는 OU에서 계
정이 제거되어도 스택 리소스는 보존됩니다.
aws cloudformation create-stack-set --stack-set-name StackSet_myApp -template-url https://s3.us-west-2.amazonaws.com/cloudformation-templates-uswest-2/MyApp.template --permission-model SERVICE_MANAGED --auto-deployment
Enabled=true,RetainStacksOnAccountRemoval=true

3.

create-stack-set 명령이 완료되면 list-stack-sets 명령을 실행하여 스택 세트가 생성되었는
지 확인합니다. 새 스택 세트가 결과에 나열됩니다.
aws cloudformation list-stack-sets

• 멤버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call-as 파라미터를 DELEGATED_ADMIN으로 설정하는 경우
list-stack-sets는 조직의 management account에서 서비스 관리형 권한이 있는 모든 스택 세트
를 반환합니다.
• AWS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call-as 파라미터를 SELF로 설정하는 경우 list-stacksets는 AWS 계정의 모든 자체 관리형 스택 세트를 반환합니다.
• 조직의 management account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call-as 파라미터를 SELF로 설정하는 경우
list-stack-sets는 조직의 management account에 있는 모든 스택 세트를 반환합니다.
4.

create-stack-instances 명령을 실행하여 스택 세트에 스택 인스턴스를 추가합니다. -deployment-targets 파라미터의 경우 조직의 모든 계정에 배포할 조직 루트 ID를 지정하거나 해
당 OU의 모든 계정에 배포할 OU ID를 지정합니다. 이 예에서는 ou-rcuk-1x5j1lwo 및 ou-rcukslr5lh0a ID가 있는 OU를 지정합니다.
aws cloudformation create-stack-instances --stack-set-name StackSet_myApp --deploymenttargets OrganizationalUnitIds='["ou-rcuk-1x5j1lwo", "ou-rcuk-slr5lh0a"]' --regions
'["eu-west-1"]'

Important
작업이 완료된 후에 다른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한 번에 한 작업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5.

4단계에서 create-stack-instances 출력의 일부로 반환된 operation-id를 사용하여
describe-stack-set-operation을 실행하여 스택 인스턴스가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
다.

스택 세트 업데이트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업데이트하거나 AWS CLI에서 AWS CloudFormation 명령을 사용하여 스
택 세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에서는 전송 채널 구성의 기본 스냅샷 전송 빈도를 24hours에서
12hours로 변경합니다.
특정 스택 인스턴스에 대한 파라미터 값을 재정의하는 방법은 스택 인스턴스의 파라미터 재정의 (p. 687)를
참조하십시오.
주제
•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스택 세트 업데이트 (p. 682)
• AWS CLI를 사용하여 스택 세트 업데이트 (p.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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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스택 세트 업데이트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스택 세트를 선택합니다.

3.

스택 세트 생성 (p. 673)에서 생성한 스택 세트를 StackSets 페이지에서 선택합니다. 이 연습에서 myawsconfig-stackset라는 스택 세트를 생성했습니다.

4.

스택 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 메뉴에서 Edit StackSet details(스택 세트 세부 정보 편집)를 선택하
십시오.

5.

템플릿 선택 페이지에서 현재 템플릿을 업데이트할지, 다른 템플릿에 S3 URL을 지정할지 또는 AWS
CloudFormation에 새 템플릿을 업로드할지 선택합니다. 이 연습에서는 현재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Use
current template(현재 템플릿 사용)을 선택한 다음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6.

StackSet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파라미터 값을 수정하고 배포 대상을 지정합니다.
a.

[자체 관리형 권한] 배포 대상의 경우 계정에 스택 배포를 선택합니다. 숫자 여러 개를 쉼표로 구분
하여 대상 계정 번호를 텍스트 상자에 붙여 넣습니다.
[서비스 관리형 권한] 배포 대상의 경우 조직 내 배포 대상 계정을 선택합니다.

b.

빈도 파라미터의 값을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변경합니다.
AWS Config에서 사용하는 값을 지정하는 이 파라미터 및 기타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nfig 개발자 안내서에서 콘솔을 통한 AWS Config 설정을 참조하세요.
다른 파라미터를 변경하지 마세요. 이 연습에서는 Amazon SNS 업데이트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완료되면 다음을 선택합니다.

7.

스택 세트 옵션 구성 페이지에서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원하는 경우 새 태그를 업데이트,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사용 설명서의 비용 할당 태그 사용을 참조하세요.
권한을 변경하지 않고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8.

배포 옵션 설정(Set deployment options) 페이지에서 기본값 1과 최대 동시 계정에 대한 숫자 기준(By
number)을 유지합니다. 내결함성을 기본값 0으로 유지하고 숫자 기준(By number) 기본 옵션을 유지합
니다. [Next]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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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여기서 계정 및 리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일부 계정과 리전에서 스택 세트 변경 사항을
스택에 배포할 수 없지만 그 이외에는 가능합니다.
9.

[Review] 페이지에서 선택 사항 및 스택 세트 속성을 검토합니다. 변경하려면 속성을 변경할 영역의 오
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스택 세트를 업데이트하려면 기능 영역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스택 세트로 업데이트하는 리소스에 새 IAM 리소스와 권한이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잠재
적으로 필요한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의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IAM 리소스
승인을 참조하세요. 스택 세트를 생성할 준비가 되면 제출을 선택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은 스택 세트에 업데이트 적용을 시작하고 스택 세트 세부 정보 페이지의 작업 탭
을 표시합니다.

10. 작업 탭에서 업데이트 작업의 진행률 및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탭에서 업데이트된 빈도 파라
미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스택 세트 업데이트
위임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때는 StackSets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call-as 파라미터를
DELEGATED_ADMIN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call-as DELEGATED_ADMIN

update-stack-set AWS CLI 명령을 실행하여 스택 세트를 변경합니다. 이 연습에서는
MaximumExecutionFrequency 파라미터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AWS Config 규칙을 생성하거나 업데이
트하기 위한 파라미터 이름 및 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I 참조의 put-config-rule을 참조하십시오. 템
플릿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려면 --parameters 파라미터를 추가합니다. --parameters의 값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API 참조의 Parameter 및 AWS CLI 명령 참조의
update-stack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여기에 나온 예제 명령에서는 --parameters를 사용하여 스택 세트를 업데이트 합니다. 특히 전송 채널 구
성의 기본 스냅샷 전송 빈도를 TwentyFour_Hours에서 Twelve_Hours로 변경합니다. 아직 현재 템플릿을 사
용하고 있기 때문에 --use-previous-template 파라미터를 추가합니다.
1.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stack set name에 스택 세트 이름 my-awsconfig-stackset를 지정합니
다.
다음 예제와 같이 FailureToleranceCount 파라미터에서 0를 MaxConcurrentCount으로 설
정하고 1를 --operation-preferences로 설정하여 내결함성 및 최대 동시 계정을 설정합니다.
FailureTolerancePercentage 또는 MaxConcurrentPercentage를 사용하여 백분율을 대신 적
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에서는 백분율이 아닌 개수를 사용합니다.

Note
MaxConcurrentCount의 값은 FailureToleranceCount의 값에 따라 결정됩니다.
MaxConcurrentCount는 FailureToleranceCount+1 이내입니다.
[자체 관리형 권한] 업데이트할 계정 ID를 대상에 제공합니다.
aws cloudformation update-stack-set --stack-set-name myawsconfig-stackset --use-previous-template --parameters
ParameterKey=MaximumExecutionFrequency,ParameterValue=TwentyFour_Hours\\,Twelve_Hours
--operation-preferences FailureToleranceCount=0,MaxConcurrentCount=1 --accounts

[서비스 관리형 권한] 업데이트할 조직(루트) ID, OU ID 또는 AWS Organizations 계정 ID를 대상에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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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 update-stack-set --stack-set-name myawsconfig-stackset --use-previous-template --parameters
ParameterKey=MaximumExecutionFrequency,ParameterValue=TwentyFour_Hours\\,Twelve_Hours
--operation-preferences FailureToleranceCount=0,MaxConcurrentCount=1 --deploymenttargets OrganizationalUnitIds='["ou-rcuk-1x5j1lwo", "ou-rcuk-slr5lh0a"]' --regions
'["eu-west-1"]'

2.

업데이트 작업 상태 및 결과를 표시하려면 describe-stack-set-operation 명령을 실행하여 스택
세트가 성공적으로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operation-id의 경우 update-stack-set 명
령에서 반환한 작업 ID를 사용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et-operation --operation-id operation_ID

스택 세트에 스택 추가
스택 세트를 생성할 때 해당 스택 세트에 대한 스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CloudFormation을 사
용하면 스택 세트를 생성한 후 언제든지 추가 계정과 리전에 대해 스택을 더 많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콘솔이나 AWS CLI에서 AWS CloudFormation 명령을 사용하여 스택 인스턴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 동안 스택 세트 생성 (p. 673)에 생성한 스택 세트의 추가 리전에 대해 스택 인스턴스를
추가합니다.
주제
•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스택 인스턴스를 스택 세트에 추가 (p. 684)
• AWS CLI를 사용하여 스택 인스턴스를 스택 세트에 추가 (p. 686)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스택 인스턴스를 스택 세
트에 추가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스택 세트를 선택합니다. 스택 세트 생성 (p. 673)에서 생성한 스택 세트를 StackSets 페
이지에서 선택합니다.

3.

스택 세트를 선택한 상태로 작업 메뉴에서 Add new stacks to StackSet(스택 세트에 새 스택 추가)를 선
택합니다.

4.

Set deployment options(배포 옵션 설정) 페이지에서 스택 세트의 스택을 배포할 계정과 리전을 입력합
니다.
리전의 배포 실패가 지정된 내결함성을 초과하지 않는 한 AWS CloudFormation은 첫 번째 리전의 지정
된 계정에 스택을 배포한 후 다음으로 이동하는 식의 과정을 계속합니다.
a.

[자체 관리형 권한] 배포 대상의 경우 계정에 스택 배포를 선택합니다. 숫자 여러 개를 쉼표로 구분
하여 대상 계정 번호를 텍스트 상자에 붙여 넣습니다.
[서비스 관리형 권한] 배포 대상의 경우 조직 내 배포 대상 계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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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에 배포를 선택하여 조직의 모든 계정에 배포합니다.

• 조직 단위(OU)에 배포를 선택하여 특정 OU의 모든 계정에 배포합니다. 다른 OU 추가를 선택한
다음, 텍스트 상자에 대상 OU ID를 붙여 넣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대상 OU에 대해 반복합니다.
StackSet은 또한 선택한 대상의 하위 OU를 대상으로 합니다.

Note
스택 세트가 이미 대상으로 하는 OU를 추가하는 경우, StackSets에서는 스택 세트의 스택
인스턴스가 아직 없는 OU의 모든 계정(예: 스택 세트가 생성되고 자동 배포가 비활성화된
후 OU에 추가된 계정)에 새 스택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b.

배포 리전의 경우 미국 서부(캘리포니아 북부)를 선택합니다. 지정한 대상에서 미국 서부(캘리포니
아 북부) 리전에 대한 새 스택을 생성합니다.
여러 리전을 추가하면 Specify regions(리전 지정) 아래의 리전 순서에 따라 배포 순서가 결정됩니
다.

c.

Deployment options(배포 옵션)의 경우:
• Maximum concurrent accounts(최대 동시 계정)의 경우 번호 및 1의 기본값을 유지하십시오.
즉, AWS CloudFormation은 한 번에 한 계정에서만 스택을 배포합니다.
• Failure tolerance(내결함성)의 경우, 번호 및 0의 기본값을 유지하십시오.
즉, AWS CloudFormation이 현재 리전에서 배포를 중단하고 나머지 리전에서 배포를 취소하기
전에 지정된 리전 중 하나에서 최대 하나의 스택 배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의
내결함성을 더욱 높이려면 이 값을 늘립니다.
[Next]를 선택합니다.

5.

Specify Overrides(재정의 설정) 페이지의 속성 값을 지정한 값으로 남겨둡니다. 생성할 스택의 속성 값
모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Next]를 선택합니다.

6.

[Review] 페이지에서 선택 사항 및 스택 세트 속성을 검토합니다. 변경하려면 속성을 변경하려는 영역에
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새 스택을 생성하려면 기능 영역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스택 세트로 생성하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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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에 새 IAM 리소스와 권한이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잠재적으로 필요한 권한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의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IAM 리소스 승인을 참조하세요. 스택 인스
턴스를 생성할 준비가 되면 제출을 선택합니다.

7.

AWS CloudFormation이 스택 인스턴스 생성을 시작합니다. 제출을 선택하면 열리는 스택 세트 세부 정
보 페이지에서 스택 세트의 스택 인스턴스 생성 진행률 및 상태를 봅니다. 완료되면 새 스택 인스턴스가
Stack instances(스택 인스턴스) 탭에 나열되어야 합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스택 인스턴스를 스택 세트에 추가
위임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때는 StackSets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call-as 파라미터를
DELEGATED_ADMIN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call-as DELEGATED_ADMIN

1.

AWS CLI을 엽니다.

2.

create-stack-instances 명령을 실행합니다.
[자체 관리형 권한] 스택 인스턴스를 생성할 계정 ID를 제공합니다.
aws cloudformation create-stack-instances --stack-set-name my-awsconfig-stackset -accounts '["account_id"]' --regions '["eu-west-1", "us-west-2"]'

[서비스 관리형 권한] 스택 인스턴스를 생성할 조직(루트) ID 또는 OU ID를 제공합니다. 이 예에서는
ou-rcuk-1x5j1lwo 및 ou-rcuk-slr5lh0a ID가 있는 OU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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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 create-stack-instances --stack-set-name StackSet-myApp --deploymenttargets OrganizationalUnitIds='["ou-rcuk-r1qi0wl7"]' --regions '["eu-west-1", "uswest-2"]'

Note
스택 세트가 이미 대상으로 하는 OU를 추가하는 경우, StackSets에서는 스택 세트의 스택 인스
턴스가 아직 없는 OU의 모든 계정(예: 스택 세트가 생성되고 자동 배포가 비활성화된 후 OU에
추가된 계정)에 새 스택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스택 인스턴스의 파라미터 재정의
특정 리전이나 계정에서 스텍 세트에 지정한 속성 값과 다른 값을 갖는 스택 인스턴스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을 개발이나 생산에 사용할지 여부에 따라 특정 파라미터의 값을 다르게 지정하고 싶을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AWS CloudFormation을 통해 계정과 리전별로 스택 인스턴스의 파라미터 값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택 인스턴스를 처음 만들 때 템플릿 파라미터 값을 재정의할 수 있고, 기존 스택 인스턴스의 파
라미터 값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스택 인스턴스에서 재정의한 파라미터만 스택 세트의 지정 값으
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계정과 리전의 스택 인스턴스에 파라미터 값 재정의를 적용합니다. 스택 세트 업데이트 동안, 스택 인
스턴스에 대해 재정의된 파라미터 값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재정의된 값이 유지됩니다.
스택 세트에서 지정한 파라미터 값만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자체를 추가 또는 삭제하려면 스택 세
트 템플릿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스택 세트 템플릿에 파라미터를 추가하려면, 스택 세트에서 지정한 새로
운 파라미터와 값으로 모든 스택 인스턴스를 먼저 업데이트해야 스택 인스턴스의 해당 파라미터 값을 재정의
할 수 있습니다. 새 파라미터로 모든 스택 인스턴스를 업데이트 한 후에는 원하는 대로 개별 스택 인스턴스의
파라미터 값을 재정의 할 수 있습니다.
스택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스택 세트 파라미터 값을 재정의하는 방법은 스택 세트에 스택 추가 (p. 684)를
참조하십시오.
주제
•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스택 인스턴스의 파라미터 재정의 (p. 687)
• AWS CLI를 사용하여 스택 인스턴스의 파라미터 재정의 (p. 690)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스택 인스턴스의 파라미
터 재정의
1.
2.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탐색 창에서 스택 세트를 선택합니다. 스택 세트 생성 (p. 673)에서 생성한 스택 세트를 StackSets 페
이지에서 선택합니다. 이 연습에서 my-awsconfig-stackset라는 스택 세트를 생성했습니다.

3.

스택 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 메뉴에서 Override StackSet parameters(스택 세트 파라미터 재정
의)를 선택하십시오.

4.

배포 옵션 설정 페이지에서 파라미터를 재정의하려는 스택 인스턴스의 계정 및 리전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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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의 배포 실패가 지정된 내결함성을 초과하지 않는 한 AWS CloudFormation은 첫 번째 리전의 지정
된 계정에 스택을 배포한 후 다음으로 이동하는 식의 과정을 계속합니다.
a.

[자체 관리형 권한] 배포 대상의 경우 계정에 스택 배포를 선택합니다. 스택 세트 생성 (p. 673)에
서 스택 세트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한 계정 ID 모두 또는 일부를 붙여 넣습니다.
[서비스 관리형 권한] 배포 대상의 경우 조직 내 배포 대상 계정을 선택합니다.
• 조직 단위(OU)에 배포를 선택합니다. 스택 세트 생성 (p. 673)에서 스택 세트를 만드는 데 사용
한 대상 OU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재정의된 파라미터 값은 현재 대상 OU와 해당 하위 OU에
있는 계정에만 적용됩니다. 나중에 대상 OU와 해당 하위 OU에 추가되는 계정은 재정의된 값이
아닌 스택 세트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 계정에 배포를 선택합니다. 스택 세트 생성 (p. 673)에서 스택 세트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한 대
상 OU ID 또는 계정 ID 모두 또는 일부를 붙여 넣습니다.

b.

Deployment regions(배포 리전)의 경우, 이 스택 세트에 대한 스택 인스턴스를 배포한 리전을 하나
이상 추가하십시오.
여러 리전을 추가하면 Specify regions(리전 지정) 아래의 리전 순서에 따라 배포 순서가 결정됩니
다.

c.

Deployment options(배포 옵션)의 경우:
• Maximum concurrent accounts(최대 동시 계정)의 경우 번호 및 1의 기본값을 유지하십시오.
즉, AWS CloudFormation은 한 번에 한 계정에서만 스택을 배포합니다.
• Failure tolerance(내결함성)의 경우, 번호 및 0의 기본값을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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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WS CloudFormation이 현재 리전에서 배포를 중단하고 나머지 리전에서 배포를 취소하기
전에 지정된 리전 중 하나에서 최대 하나의 스택 배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Next]를 선택합니다.
5.

Specify Overrides(재정의 지정) 페이지에서 빈도 파라미터를 확인한 다음 Edit StackSet value(스택 세
트 값 편집) 메뉴에서 Override StackSet value(스택 세트 값 재정의)를 선택하십시오.

6.

Override StackSet parameter values(스택 세트 파라미터 값 재정의)에서 빈도 파라미터에 대해
6hours(6시간)를 선택하고 변경 사항 저장을 선택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이 빈도 파라미터 값을
재정의하고, 지정 리전과 지정 계정의 모든 스택 인스턴스에 6시간을 사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Next]
를 선택합니다.

Note
재정의한 파라미터에 스택 세트에서 지정한 값을 사용하려면 모든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Edit
override value(재정의 값 편집) 메뉴에서 Set to StackSet value(스택 세트 값으로 설정)를 선택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스택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한 후 모든 재정의 값이 제거됩니다.
7.

[Review] 페이지에서 선택 사항을 검토합니다. 빈도 파라미터는 Override value(재정의 값) 열에 값을 표
시하여 스택 수준에서 해당 값이 재정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스택 인스턴스의 파라미터를 재정의하려면 기능 영역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스택 세트로 생성하
는 리소스에 새 IAM 리소스와 권한이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잠재적으로 필요한 권한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의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IAM 리소스 승인을 참조하세요. 준비
가 되면 제출을 선택하십시오.

8.

AWS CloudFormation이 스택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합니다. 제출을 선택하면 열리는 스택 세트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스택 인스턴스의 진행률 및 상태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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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I를 사용하여 스택 인스턴스의 파라미터 재정의
위임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때는 StackSets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call-as 파라미터를
DELEGATED_ADMIN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call-as DELEGATED_ADMIN

--parameter-overrides를 지정하여 update-stack-instances AWS CLI 명령을 실행합니다. -parameter-overrides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API 참조의 파라미터 및 AWS
CLI 명령 참조의 update-stack-instances를 참조하십시오.
여기에 나온 예제 명령에서는 지정된 스택 인스턴스에 대해 전송 채널 구성의 기본 스냅샷 전송 빈도를
TwentyFour_Hours에서 Twelve_Hours로 변경합니다.
1.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stack-set-name에 대해 스택 세트 이름 my-awsconfig-stackset을
지정합니다.
다음 예제와 같이 FailureToleranceCount 파라미터에서 0를 MaxConcurrentCount으로 설
정하고 1를 --operation-preferences로 설정하여 내결함성 및 최대 동시 계정을 설정합니다.
FailureTolerancePercentage 또는 MaxConcurrentPercentage를 사용하여 백분율을 대신 적
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에서는 백분율이 아닌 카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ote
MaxConcurrentCount의 값은 FailureToleranceCount의 값에 따라 결정됩니다.
MaxConcurrentCount는 FailureToleranceCount+1 이내입니다.
[자체 관리형 권한] 스택 인스턴스의 파라미터 값을 재정의할 계정 ID를 제공합니다.
aws cloudformation update-stack-instances --stackset-name my-awsconfig-stackset --parameter-overrides
ParameterKey=MaximumExecutionFrequency,ParameterValue=TwentyFour_Hours\\,Twelve_Hours
--operation-preferences FailureToleranceCount=0,MaxConcurrentCount=1 --accounts
'["012345678901"]' --regions '["eu-west-1", "us-west-2"]'

[서비스 관리형 권한] 스택 인스턴스에서 파라미터를 재정의할 조직 루트 ID, OU ID 또는 AWS
Organizations 계정 ID를 제공합니다. 이 예에서는 OU에 있는 모든 계정의 스택 인스턴스에 대한 파라미
터 값을 ou-rcuk-1x5j1lwo ID로 재정의합니다.
재정의된 파라미터 값은 현재 대상 OU와 해당 하위 OU에 있는 계정에만 적용됩니다. 나중에 대상 OU
와 해당 하위 OU에 추가되는 계정은 재정의된 값이 아닌 스택 세트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aws cloudformation update-stack-instances --stackset-name my-awsconfig-stackset --parameter-overrides
ParameterKey=MaximumExecutionFrequency,ParameterValue=TwentyFour_Hours\\,Twelve_Hours
--operation-preferences FailureToleranceCount=0,MaxConcurrentCount=1 --deploymenttargets OrganizationalUnitIds='["ou-rcuk-1x5j1lwo"]' --regions '["eu-west-1", "uswest-2"]'

2.

업데이트 작업의 상태와 결과를 표시하는 describe-stack-set-operation 명령을 실행하여 스
택 인스턴스에 파라미터 값이 성공적으로 재정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operation-id의 경우
update-stack-instances 명령에서 반환한 작업 ID를 사용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et-operation --operation-id operation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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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세트에서 스택 인스턴스 삭제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삭제하거나 AWS CLI에서 AWS CloudFormation 명령을 사용하여 스택 세
트에서 스택 인스턴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모든 스택을 삭제합니다.
서비스 관리형 권한이 있는 스택 세트의 경우, 최상위 조직 단위(OU)에서 스택 인스턴스를 삭제하면, 해당
OU는 스택 세트의 대상으로 제거됩니다.
주제
•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스택 인스턴스 삭제 (p. 691)
• AWS CLI를 사용하여 스택 인스턴스 삭제 (p. 692)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스택 인스턴스 삭제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스택 세트를 선택하십시오. 스택 세트 생성 (p. 673)에서 생성한 스택 세트를 StackSets
페이지에서 선택합니다.

3.

스택 세트를 선택한 상태로 작업 메뉴에서 Delete stacks from StackSet(스택 세트에서 스택 삭제)를 선
택합니다.

4.

배포 옵션 설정 페이지에서 스택 인스턴스를 삭제할 계정을 선택합니다.
a.

[자체 관리형 권한] 계정의 경우 계정에 스택 배포를 선택합니다. 숫자 여러 개를 쉼표로 구분하여
대상 계정 번호를 텍스트 상자에 붙여 넣습니다.
[서비스 관리형 권한] 계정의 경우 조직 단위에 스택 배포를 선택합니다. 스택 세트가 대상으로 하는
OU의 ID를 붙여 넣습니다.

Note
StackSets은 지정된 대상 OU의 하위 OU에서도 스택 인스턴스를 삭제합니다.

b.

Deployment regions(배포 리전)의 경우 스택 인스턴스를 삭제할 리전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지역 및 미국 서부(오레곤)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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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eployment options(배포 옵션)의 경우:
• Maximum concurrent accounts(최대 동시 계정)의 경우 번호 및 1의 기본값을 유지하십시오.
• Failure tolerance(내결함성)의 경우, 번호 및 0의 기본값을 유지하십시오.
스택 보관 영역에서 기본 설정인 비활성화를 유지합니다.
스택 세트에서 스택을 삭제할 때 스택 보관(Retain stacks) 옵션을 사용하면 스택 세트에서 스택 인
스턴스를 제거하고 스택 및 관련 리소스는 저장할 수 있습니다. 스택 보관(Retain stacks) 옵션을 선
택하여 스택 세트에서 스택을 저장하면 스택 리소스는 현재 상태로 유지되지만 스택이 더 이상 스택
세트의 일부가 아닙니다. 유지된 스택을 다시 연결하거나 저장된 기존 스택을 새로운 스택 세트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스택은 스택 세트와 영구히 독립적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전체 스택 세트를 삭
제하기 위해 모든 스택을 삭제하므로 스택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Next]를 선택합니다.

5.

검토 페이지에서 선택 사항을 검토하고 제출을 선택하십시오.

6.

스택 삭제가 완료되면 Stack instances(스택 인스턴스) 탭의 스택 세트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스택 인스
턴스가 스택 세트에서 삭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스택 인스턴스 삭제
위임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때는 StackSets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call-as 파라미터를
DELEGATED_ADMIN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call-as DELEGATED_ADMIN

1.

delete-stack-instances 명령을 실행합니다. --stack-set-name에 대해 스택 세트 이름 myawsconfig-stackset을 지정합니다.
다음 예제와 같이 FailureToleranceCount 파라미터에서 0를 MaxConcurrentCount으로 설
정하고 1를 --operation-preferences로 설정하여 내결함성 및 최대 동시 계정을 설정합니다.
FailureTolerancePercentage 또는 MaxConcurrentPercentage를 사용하여 백분율을 대신 적
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에서는 백분율이 아닌 개수를 사용합니다.

Note
MaxConcurrentCount의 값은 FailureToleranceCount의 값에 따라 결정됩니다.
MaxConcurrentCount는 FailureToleranceCount+1 이내입니다.
--retain-stacks는 delete-stack-instances의 필수 파라미터이므로 스택을 유지(저장)하지
않으려면 --no-retain-stacks를 추가합니다. 이 연습에서는 스택을 유지하지 않으므로 --noretain-stacks 파라미터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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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관리형 권한] account_ID를 스택 세트 생성 (p. 673)에서 스택 세트를 만드는 데 사용한 계정으
로 바꿉니다.
aws cloudformation delete-stack-instances --stack-set-name my-awsconfig-stackset
--accounts '["0123456789012"]' --regions '["eu-west-1"]' --operation-preferences
FailureToleranceCount=0,MaxConcurrentCount=1 --no-retain-stacks

[서비스 관리형 권한] --deployment-targets에 대해, 스택 인스턴스를 생성한 조직(루트) ID 또는
OU ID를 지정합니다.

Note
StackSets은 지정된 대상 OU의 하위 OU에서도 스택 인스턴스를 삭제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lete-stack-instances --stack-set-name my-awsconfig-stackset -deployment-targets OrganizationalUnitIds='["ou-rcuk-1x5jlwo", "ou-rcuk-slr5lh0a"]' -regions '["eu-west-1"]' --no-retain-stacks

2.

선택적으로, 스택 삭제가 완료되면 describe-stack-set-operation 명령을 실행하여 스택 삭제 작
업의 상태 및 결과를 표시해 스택 인스턴스가 스택 세트에서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operationid의 경우 delete-stack-instances 명령에서 반환한 작업 ID를 사용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et-operation --stack-set-name stackSetName -operation-id ddf16f54-ad62-4d9b-b0ab-3ed8e9example

스택 세트 삭제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시작하기 연습을 마치면 이 단원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연습 과정에서
생성한 스택 세트 및 기타 리소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스택 세트를 삭제하려면 먼저 스택 세트에 있는 스
택 인스턴스를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모든 스택 인스턴스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세트
에서 스택 인스턴스 삭제 (p. 691)를 참조하십시오.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스택 세트 삭제
1.

스택 세트 생성 (p. 673)에서 생성한 스택 세트를 스택 세트 페이지에서 선택합니다. 이 연습에서 myawsconfig-stackset라는 스택 세트를 생성했습니다.

2.

스택 세트를 선택한 상태로 작업 메뉴에서 Delete StackSet(스택 세트 삭제)를 선택합니다.

3.

스택 세트를 삭제할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스택 세트 삭제를 선택합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스택 세트 삭제
위임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때는 StackSets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call-as 파라미터를
DELEGATED_ADMIN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69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서비스 관리형 권한을 사용하여 스
택 세트에 대한 자동 배포 관리
--call-as DELEGATED_ADMIN

1.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y를 입력한 다음 Enter를 누릅니다.
aws cloudformation delete-stack-set --stack-set-name my-awsconfig-stackset

2.

list-stack-sets 명령을 실행하여 스택 세트가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list-stack-sets 명령 결과
에 스택 상태가 DELETED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 list-stack-sets

서비스 역할 삭제(선택 사항)
StackSets이 스택 세트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역할을 삭제합니다.
자체 관리형 스택 세트의 경우 이 설명서에서 연습을 위해 스택 세트 작업을 위한 사전 조건 (p. 660)의 일
부로 생성한 역할의 이름은 관리자 계정에서 AWSCloudFormationStackSetAdministrationRole이고
각 대상 계정에서 AwsCloudFormationStackSetExecutionRole로 지정됩니다.
서비스 관리형 스택 세트의 경우 StackSets에서 이 설명서의 설명을 위해 스택 세트 작업을
위한 사전 조건 (p. 660)의 일부로 자동으로 생성된 역할에는 조직 management account
에서 접두사 CloudFormationStackSetsOrgAdmin이 추가되고 각 대상 계정에서
CloudFormationStackSetsOrgMember가 추가됩니다.
역할 삭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역할 및 인스턴스 프로파일 삭제를 참조하세요.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서비스 역할을 삭제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다음 https://console.aws.amazon.com/iam/에서 IAM 콘솔을 엽
니다.

2.

탐색 창에서 역할을 선택한 다음 삭제할 역할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페이지 상단의 역할 작업 메뉴에서 역할 삭제를 선택합니다.

4.

확인 대화 상자에서 예, 삭제를 선택합니다. 확신한다면, 서비스 마지막 액세스 데이터가 로드되고 있을
때에도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WS CLI을 사용하여 서비스 역할을 삭제하려면
•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y를 입력한 다음 Enter를 누릅니다.
aws iam delete-role --role-name role name

서비스 관리형 권한을 사용하여 스택 세트에 대한 자동
배포 관리
자동 배포를 활성화한 경우, StackSets은 나중에 대상 조직 또는 조직 단위(OU)에 추가되는 계정에 자동으로
배포합니다. 스택 보관을 활성화한 경우 대상 OU에서 계정을 제거해도 계정의 스택 리소스는 유지됩니다.
스택 세트를 만들 때 지정한 자동 배포 설정은 언제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제
•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자동 배포 관리 (p.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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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CLI를 사용하여 자동 배포 관리 (p. 695)
• 자동 배포 예 (p. 696)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자동 배포 관리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스택 세트를 선택합니다.

3.

StackSets 페이지에서 서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 생성에서 생성한 스택 세트를 선택합니다.

4.

스택 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 메뉴에서 자동 배포 편집을 선택합니다. 자동 배포는 스택 세트 수준
에서 설정됩니다. OU, 계정 또는 리전의 경우 자동 배포를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5.

자동 배포 편집 모달 에서 자동 배포 및 계정 제거 동작 설정을 관리합니다.

Note
스택 보관을 선택하면 스택 인스턴스가 스택 세트에서 제거되지만 스택 및 관련 리소스는 유지
됩니다. 리소스는 현재 상태로 유지되지만 더 이상 스택 세트의 일부가 아닙니다. 스택은 기존
또는 새 스택 세트와 다시 연결될 수 없습니다.
6.

저장을 선택합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자동 배포 관리
1.

AWS CLI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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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pdate-stack-set 명령을 실행하여 서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 생성에서 생성한 스택
세트를 지정합니다. 자동 배포는 스택 세트 수준에서 설정됩니다. 스택 세트 업데이트에 --autodeployment를 지정하면 --deployment-targets 또는 --regions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aws cloudformation update-stack-set --stack-set-name StackSet_myApp --auto-deployment
Enabled=false

3.

2단계에서 update-stack-set 출력의 일부로 반환된 operation-id를 사용해 describe-stackset-operation을 실행하여 스택 세트가 성공적으로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et-operation --operation-id operation_ID

자동 배포 예
자동 배포를 활성화하면, 계정이 대상 조직 또는 OU에 추가되거나 대상 조직 또는 OU에서 제거되거나 대상
OU 간에 이동될 때 이 기능이 트리거됩니다.
예를 들어 스택 세트 StackSet1은 us-east-1 리전에서 OU OU1를 대상으로 합니다. 스택 세트
StackSet2는 us-east-1 리전에서 OU OU2를 대상으로 합니다. OU1에는 AccountA 계정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자동 배포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AccountA를 OU1에서 OU2로 이동하면, StackSets이 자동으로 삭제 작업을
실행하여 AccountA에서 StackSet1 인스턴스를 제거하고, AccountA에 StackSet2 인스턴스를 추가하
는 생성 작업을 대기열에 추가합니다. StackSet1 인스턴스가 삭제된 후 StackSet2 인스턴스가 생성됩니
다.

AWS CloudFormation StackSets에서 대상 계정 게
이트 구성
계정 게이트는 옵션 기능으로, AWS Lambda 함수를 지정하여 AWS CloudFormation StackSets가 해당 계정
에서 스택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 계정이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 게이트
의 일반적인 예는 대상 계정에 활성 상태이거나 해결되지 않은 CloudWatch 경보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
다. StackSets는 대상 계정에서 스택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함수를 호출하며, 함수가 SUCCEEDED 코드를 반
환하는 경우에만 계속합니다. Lambda 함수가 FAILED 상태를 반환하면, StackSets는 요청된 작업을 계속하
지 않습니다. Lambda 함수가 구성된 계정 게이트가 없는 경우 StackSets는 확인을 건너뛰고 작업을 계속합
니다.
대상 계정에서 계정 게이트 확인에 실패하면 실패한 작업은 지정된 내결함성 수 또는 스택 비율에 반영됩니
다. 내결함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세트 작업 옵션 (p. 658)을 확인하십시오.
계정 게이트는 StackSets 작업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StackSets 외부의 다른 AWS
CloudFormation 작업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정 요구 사항
다음 목록에는 계정 게이트에 대한 설정 요구 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StackSets 계정 게이트 기능을 사용하려면 Lambda 함수의 이름을
AWSCloudFormationStackSetAccountGate로 지정해야 합니다.
• AWSCloudFormationStackSetExecutionRole에는 Lambda 함수를 호출할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권
한이 없으면 에서는 계정 게이트 확인을 건너뛰고 스택 작업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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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 게이트가 작동하려면 대상 계정에 Lambda InvokeFunction 권한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대상 계정
신뢰 정책에 관리자 계정과의 신뢰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Lambda invokefunction 권한을 부
여하는 정책 설명의 예입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lambda:InvokeFunction"
],
"Resource": "*"
}
]

샘플 Lambda 계정 게이트 함수
다음 샘플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은 Lambda AWSCloudFormationStackSetAccountGate 함수를 생성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템플릿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새 스택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이 설명서의 스택 생성을 참조하세요.
템플릿 위치

설명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stackset-templates-us-east-1/cloudformation-stackset-accountgate-succeeded.template

SUCCEEDED 상태를 반환하는 Lambda 계정 게이트
함수를 구현하는 스택을 생성합니다.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stackset-templates-us-east-1/cloudformation-stackset-accountgate-failed.template

FAILED 상태를 반환하는 Lambda 계정 게이트 함수
를 구현하는 스택을 생성합니다.

스택 세트에서 비관리형 구성 변경 감지
CloudFormation을 통해 스택과 스택에 포함된 리소스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CloudFormation 외부
에서 이러한 리소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리소스를 생성하는 기본 서비스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직접 편집할 수 있습니다. 스택 세트에 대해 드리프트 감지를 수행하여 해당 스택 세트에 속하는 스택 인스턴
스가 예상 구성과 다른지, 아니면 트리프트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이 스택 세트에서 드리프트 감지를 수
행하는 방법
CloudFormation은 스택 세트에서 드리프트 감지를 수행할 때 스택 세트의 각 스택 인스턴스와 연결되는 스
택에 대해 드리프트 감지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의 각 리소스의 현재 상태를
스택의 템플릿 및 지정된 입력 파라미터에 정의된 대로 해당 리소스의 예상 상태와 비교합니다. 리소스의 현
재 상태가 예상 상태와 다를 경우 해당 리소스가 드리프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스택에서 하나 이상의 리소
스가 드리프트되면 스택 자체가 드리프트된 것으로 간주되고 스택과 연결된 스택 인스턴스도 드리프트된 것
으로 간주됩니다. 스택 세트에서 하나 이상의 스택 인스턴스가 드리프트되면 스택 세트 자체가 드리프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드리프트 감지는 비괸리형 변경, 즉 CloudFormation 외부의 스택에 대한 변경을 식별합니다. 스택 세트 수준
에서가 아니라 직접 CloudFormation를 통해 스택을 변경하는 것은 드리프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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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스택 세트의 스택 인스턴스와 연결된 스택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CloudFormation를 사용하여 다른 템플
릿을 사용하도록 해당 스택을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택에 스택 세트에 속하는 다른 스택과 다른 템
플릿이 있더라도 드리프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스택이 CloudFormation의 예상 템플릿 및 파라미터 구성과
여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CloudFormation이 스택에서 드리프트 감지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및 리소스에 대한
비관리형 구성 변경 감지 (p. 170) 섹션을 참조하세요.
CloudFormation은 각 스택에 대해 개별적으로 드리프트 감지를 수행하므로 스택이 드리프트되었는지 여부
를 결정할 때 재정의된 파라미터 값을 고려합니다. 스택 인스턴스의 템플릿 파라미터 재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인스턴스의 파라미터 재정의 (p. 68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스택 인스턴스와 연결된 스택에서 직접 드리프트 감지를 수행하는 경우 StackSets 콘솔 페이지에서 이러한
드리프트 결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스택 세트에서 드리프트를 감지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3.

스택 세트 페이지에서 드리프트 감지를 수행할 스택 세트를 선택합니다.
작업 메뉴에서 Detect drifts(드리프트 감지)를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에는 선택한 스택 세트에 대해 드리프트 감지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 표시줄을
표시됩니다.

4.

선택 사항: 드리프트 감지 작업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스택 세트 이름을 선택하여 [스택 세트 세부 정보(Stackset details)]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b.

작업 탭을 선택하고 드리프트 감지 작업을 선택한 다음, View drift details(드리프트 세부 정보 보
기)를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에 [작업 세부 정보(Operation details)]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5.

CloudFormation에서 드리프트 감지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드리프트 감지 작업이 완료되면
CloudFormation은 스택 세트의 드리프트 상태 및 Last drift check time(마지막 드리프트 확인 시간)을 업
데이트합니다. 이러한 필드는 선택한 스택 세트에 대한 StackSet details(스택 세트 세부 정보) 페이지의
개요 탭에 나열됩니다.
드리프트 감지 작업은 스택 세트에 포함된 스택 인스턴스의 수와 스택 세트에 포함된 리소스 수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해당 스택에서 한번에 하나의 드리프트 감지 작업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 표시줄을 무시한 후에도 CloudFormation은 드리프트 감지 작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6.

7.

스택 세트의 스택 인스턴스에 대한 드리프트 감지 결과를 검토하려면 Stack instances(스택 인스턴스)
탭을 선택합니다.
스택 이름 열에는 각 스택 인스턴스와 연결된 스택의 이름이 나열되고 드리프트 상태 열에는 해당 스택
의 드리프트 상태가 나열됩니다. 스택은 하나 이상의 리소스가 드리프트된 경우 드리프트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특정 스택 인스턴스와 연결된 스택에 대한 드리프트 감지 결과를 검토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스택 인스턴스의 AWS 계정, 스택 이름 및 AWS 리전을 확인합니다.
2.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스택 인스턴스가 포함된 AWS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3. 스택 인스턴스가 포함된 AWS 리전을 선택합니다.
4. 왼쪽 탐색 창에서 스택을 선택합니다.
5. 보려는 스택을 선택한 다음 Drifts(드리프트)를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에는 지정된 스택 인스턴스와 연결된 스택에 대한 Drifts(드리프트) 페이지가 표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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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드리프트 상태 섹션에서 CloudFormation은 각 스택 리소스, 드리프트 상태 및 리소스에서 드리
프트 감지가 개시된 마지막 시간을 나열합니다. 각 리소스의 논리적 ID 및 물리적 ID가 표시되어 식별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상태가 MODIFIED인 리소스의 경우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 드리프트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드리프트 상태 열을 사용하여 드리프트 상태에 따라 리소스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

수정된 리소스의 세부 정보를 보려면
•

수정된 리소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View drift details(드리프트 세부 정보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CloudFormation은 해당 리소스에 대한 드리프트 세부 정보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이 페이지는
리소스의 예상 및 현재 속성 값, 그리고 둘 사이의 차이를 나열합니다.
차이를 강조 표시하려면 차이 섹션에서 속성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 추가된 속성은 세부 정보 섹션의 현재 열에 녹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 삭제된 속성은 세부 정보 섹션의 Expected 열에 붉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 값이 변경된 속성의 경우 예상 및 현재 열 모두에서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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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I를 사용하여 스택 세트에서 드리프트를 감지하려면
AWS CLI를 사용하여 전체 스택의 드리프트를 감지하려면 aws cloudformation 명령을 사용합니다.
• detect-stack-set-drift를 사용하여 스택에서 드리프트 감지 작업을 시작합니다.
• describe-stack-set-operation를 사용하여 스택 드리프트 감지 작업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 드리프트 감지 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원하는 드리프트 정보를 반환합니다.
• describe-stack-set을 사용하여 스택 세트에서 마지막으로 완료된 드리프트 작업에 대한 자세한 정
보를 포함하여 스택 세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반환합니다. (진행 중인 드리프트 작업에 대한 정보는 포
함되지 않습니다.)
• list-stackinstances을 사용하여 각 인스턴스의 드리프트 상태 및 마지막으로 확인된 드리프트 시
간을 포함하여 스택 세트에 속하는 스택 인스턴스의 목록을 반환합니다.
• describe-stack-instance을 사용하여 드리프트 상태 및 마지막으로 확인된 드리프트 시간을 포함
하여 특정 스택 인스턴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반환합니다.
1.

detect-stack-set-drift을 사용하여 전체 스택 세트 및 관련 스택 인스턴스에서 드리프트를 감지
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스택 세트 stack-set-drift-example에서 드리프트 감지를 시작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tect-stack-set-drift --stack-set-name stack-set-drift-example
{
}

2.

"OperationId": "c36e44aa-3a83-411a-b503-cb611example"

스택 드리프트 감지 작업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describe-stack-set-operation를 사용하여
드리프트 감지 작업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이 명령은 detect-stack-set-drift 명령에서 반환
된 스택 드리프트 감지 ID를 가져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이전 예제의 작업 ID를 사용하여 스택 세트 드리프트 감지 작업에 대한 정보를 반환합
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계속 실행 중입니다. 이 스택 세트와 연결된 7개의 스택 인스턴스 중
에서 스택 인스턴스 1개는 이미 드리프트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개의 인스턴스는 동기화 중이며, 나머
지 4개의 스택 인스턴스에 대한 드리프트 감지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나의 인스턴스가 드리프트되었
으므로 스택 세트 자체의 드리프트 상태는 이제 DRIFTED입니다.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et-operation --stack-set-name stack-set-driftexample --operation-id c36e44aa-3a83-411a-b503-cb611example
{

"StackSetOperation": {
"Status": "RUNNING",
"AdministrationRoleARN": "arn:aws:iam::012345678910:role/
AWSCloudFormationStackSetAdministrationRole",
"OperationPreferences": {
"RegionOrder": []
},
"ExecutionRoleName": "AWSCloudFormationStackSetExecutionRole",
"StackSetDriftDetectionDetails": {
"DriftedStackInstancesCount": 1,
"TotalStackInstancesCount": 7,
"LastDriftCheckTimestamp": "2019-12-04T20:34:28.543Z",
"InSyncStackInstancesCount": 2,
"InProgressStackInstancesCount": 4,
"DriftStatus": "DRIFTED",
"FailedStackInstancesCount": 0
},
"Action": "DETECT_DRIFT",
"CreationTimestamp": "2019-12-04T20:33:13.67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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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ckSetId": "stack-set-drift-example:bd1f4017-d4f9-432e-a73f-8c22example",
"OperationId": "c36e44aa-3a83-411a-b503-cb611example"

이 예제에서는 나중에 동일한 명령을 수행하여 일단 드리프트 감지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반환되는 정보
를 보여줍니다. 이 스택 세트와 연결된 총 7개의 스택 인스턴스 중 2개가 드리프트되어 스택 세트 자체의
드리프트 상태를 DRIFTED로 렌더링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et-operation --stack-set-name stack-set-driftexample --operation-id c36e44aa-3a83-411a-b503-cb611example
{

"StackSetOperation": {
"Status": "SUCCEEDED",
"AdministrationRoleARN": "arn:aws:iam::012345678910:role/
AWSCloudFormationStackSetAdministrationRole",
"OperationPreferences": {
"RegionOrder": []
}
"ExecutionRoleName": "AWSCloudFormationStackSetExecutionRole",
"EndTimestamp": "2019-12-04T20:37:32.829Z",
"StackSetDriftDetectionDetails": {
"DriftedStackInstancesCount": 2,
"TotalStackInstancesCount": 7,
"LastDriftCheckTimestamp": "2019-12-04T20:36:55.612Z",
"InSyncStackInstancesCount": 5,
"InProgressStackInstancesCount": 0,
"DriftStatus": "DRIFTED",
"FailedStackInstancesCount": 0
},
"Action": "DETECT_DRIFT",
"CreationTimestamp": "2019-12-04T20:33:13.673Z",
"StackSetId": "stack-set-drift-example:bd1f4017-d4f9-432e-a73f-8c22example",
"OperationId": "c36e44aa-3a83-411a-b503-cb611example"
}
}

3.

스택 세트 드리프트 감지 작업이 완료되면 describe-stack-set, list-stackinstances 및
describe-stack-instance 명령을 사용하여 결과를 검토합니다.
describe-stack-set 명령에는 describe-stack-set-operation 명령에서 반환된 것과 동일한
상세 드리프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et --stack-set-name stack-set-drift-example
{
"StackSet": {
"Status": "ACTIVE",
"Description": "Demonstration of drift detection on stack sets.",
"Parameters": [],
"Tags": [
{
"Value": "Drift detection",
"Key": "Feature"
}
],
"ExecutionRoleName": "AWSCloudFormationStackSetExecutionRole",
"Capabilities": [],
"AdministrationRoleARN": "arn:aws:iam::012345678910:role/
AWSCloudFormationStackSetAdministrationRole",
"StackSetDriftDetectionDetails": {
"DriftedStackInstancesCou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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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StackInstancesCount": 7,
"LastDriftCheckTimestamp": "2019-12-04T20:36:55.612Z",
"InProgressStackInstancesCount": 0,
"DriftStatus": "DRIFTED",
"DriftDetectionStatus": "COMPLETED",
"InSyncStackInstancesCount": 5,
"FailedStackInstancesCount": 0

},
"StackSetARN": "arn:aws:cloudformation:us-east-1:012345678910:stackset/stackset-drift-example:bd1f4017-d4f9-432e-a73f-8c22example",
"TemplateBody": [details omitted],
"StackSetId": "stack-set-drift-example:bd1f4017-d4f9-432e-a73f-8c22ebexample",
"StackSetName": "stack-set-drift-example"
}
}

list-stack-instances 명령을 사용하여 각 스택 인스턴스의 드리프트 상태를 포함하여 스택 세트
와 연결된 스택 인스턴스에 대한 요약 정보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의 예제 스택 세트에서 list-stack-instances를 실행하면 드리프트 상태가 DRIFTED인 두
스택 인스턴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list-stack-instances --stack-set-name stack-set-drift-example
{

"Summaries": [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apnortheast-1:012345678910:stack/StackSet-stack-set-drift-example-29168cdde587-4709-8a1f-90f752ec65e1/1a8a98f0-16d4-11ea-9844-060a5example",
"Status": "CURRENT",
"Account": "012345678910",
"Region": "ap-northeast-1",
"LastDriftCheckTimestamp": "2019-12-04T20:36:18.481Z",
"DriftStatus": "IN_SYNC",
"StackSetId": "stack-set-drift-example:bd1f4017-d4f9-432ea73f-8c22eexample"
},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eu-west-1:012345678910:stack/
StackSet-stack-set-drift-example-b0fb6083-60c0-4e39af15-2f071e0db90c/0e4f0940-16d4-11ea-93d8-0641cexample",
"Status": "CURRENT",
"Account": "012345678910",
"Region": "eu-west-1",
"LastDriftCheckTimestamp": "2019-12-04T20:37:32.687Z",
"DriftStatus": "DRIFTED",
"StackSetId": "stack-set-drift-example:bd1f4017-d4f9-432e-a73f-8c22eexample
},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012345678910:stack/
StackSet-stack-set-drift-example-b7fde68e-e541-44c2-b33def2e2988071a/008e6030-16d4-11ea-8090-12f89example",
"Status": "CURRENT",
"Account": "012345678910",
"Region": "us-east-1",
"LastDriftCheckTimestamp": "2019-12-04T20:34:28.275Z",
"DriftStatus": "DRIFTED",
"StackSetId": "stack-set-drift-example:bd1f4017-d4f9-432ea73f-8c22eexample"
},
[additional stack instances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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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describe-stack-instance 명령은 아래 예제와 같이 단일 스택 인스턴스에 대해서도 이 정보
를 반환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instance --stack-set-name stack-set-drift-example -stack-instance-account 012345678910 --stack-instance-region us-east-1
{

"StackInstance":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012345678910:stack/
StackSet-stack-set-drift-example-b7fde68e-e541-44c2-b33def2e2988071a/008e6030-16d4-11ea-8090-12f89example",
"Status": "CURRENT",
"Account": "012345678910",
"Region": "us-east-1",
"ParameterOverrides": [],
"DriftStatus": "DRIFTED",
"LastDriftCheckTimestamp": "2019-12-04T20:34:28.275Z",
"StackSetId": "stack-set-drift-example:bd1f4017-d4f9-432e-a73f-8c22eexample"
}
}

4.

어떤 스택 인스턴스가 드리프트되었는지 확인한 후에는 list-stack-instances 또는 describestack-instance 명령에 의해 반환되는 스택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describe-stackresource-drifts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스택의 어떤 리소스가 드리프트되었는지에 대한 자세
한 정보를 반환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위 예제에서 list-stack-instances 명령으로 반환된 드리프트 스택 중 하나의 스
택 ID를 사용하여 CloudFormation 외부에서 수정 또는 삭제된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반환합니
다. 이 스택에서는 AWS::SQS::Queue 리소스 DelaySeconds 및 maxReceiveCount에 대한 두 개의
속성이 수정되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resource-drifts --stack-name
arn:aws:cloudformation:us-east-1:012345678910:stack/StackSet-stack-set-drift-exampleb7fde68e-e541-44c2-b33d-ef2e2988071a/008e6030-16d4-11ea-8090-12f89example --stackresource-drift-status-filters "MODIFIED" "DELETED"
{

"StackResourceDrifts": [
{
"Stack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012345678910:stack/
StackSet-stack-set-drift-example-b7fde68e-e541-44c2-b33def2e2988071a/008e6030-16d4-11ea-8090-12f8925a37c4",
"ActualProperties": "{\"DelaySeconds\":10,\"RedrivePolicy\":
{\"deadLetterTargetArn\":\"arn:aws:sqs:us-east-1:012345678910:StackSet-stack-set-driftexample-b7fde68e-e541-44c2-b33d-ef2e2-DLQ-1H0SQCOKALBDJ\",\"maxReceiveCount\":20},
\"VisibilityTimeout\":60}",
"ResourceType": "AWS::SQS::Queue",
"Timestamp": "2019-12-04T20:33:57.261Z",
"PhysicalResourceId": "https://sqs.us-east-1.amazonaws.com/012345678910/
StackSet-stack-set-drift-example-b7fde68e-e541-44c2-b33d-ef2-Queue-6FNDEY4AUEPV",
"StackResourceDriftStatus": "MODIFIED",
"ExpectedProperties": "{\"DelaySeconds\":20,\"RedrivePolicy\":
{\"deadLetterTargetArn\":\"arn:aws:sqs:us-east-1:012345678910:StackSet-stack-set-driftexample-b7fde68e-e541-44c2-b33d-ef2e2-DLQ-1H0SQCOKALBDJ\",\"maxReceiveCount\":10},
\"VisibilityTimeout\":60}",
"PropertyDifferences": [
{
"PropertyPath": "/DelaySeconds",
"Actual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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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pectedValue": "20",
"DifferenceType": "NOT_EQUAL"
"PropertyPath": "/RedrivePolicy/maxReceiveCount",
"ActualValue": "20",
"ExpectedValue": "10",
"DifferenceType": "NOT_EQUAL"

}
],
"LogicalResourceId": "Queue"

스택 세트에서 드리프트 감지 중지
스택 세트에서의 드리프트 감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스택 세트에서 현재 실행 중인 드리프트 감
지 작업을 중지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를 사용하여 스택 세트에서 드리프트 감지를 중지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스택 세트 페이지에서 스택 세트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에는 선택한 스택 세트에 대한 [스택 세트 세부 정보(StackSets details)] 페이지가 표시
됩니다.

3.

StackSets details(스택 세트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작업 탭을 선택한 다음, 드리프트 감지 작업을 선택
합니다.

4.

Stop operation(중지 작업)을 선택합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스택 세트에서 드리프트 감지를 중지하려면
•

stop-stack-set-operation 명령을 사용합니다. 드리프트 감지 스택 세트 작업의 스택 세트 이름과
작업 ID를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 stop-stack-set-operation --stack-set-name stack-set-drift-example -operation-id 624af370-311a-11e8-b6b7-500cexample

AWS CloudFormation StackSets으로 스택 가져오기
AWS CloudFormation 스택 가져오기 작업은 기존 스택을 새 스택 세트 또는 기존 스택 세트로 가져올 수 있
으므로 한 번의 작업으로 기존 스택을 스택 세트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StackSets은 스택의 기능을
확장하므로 한 번의 작업으로 여러 계정 및 리전에 걸쳐 스택을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
져올 스택의 스택 ID를 지정하여 소스 스택과 동일한 계정 또는 다른 관리자 계정 및 리전에 있는 새 스택 세
트로 최대 10개의 스택을 가져오려면 스택 가져오기 작업을 사용합니다. 스택 가져오기는 StackSets이 지원
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ackSets 리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tackSets 리전 지원을 참
조하세요.
예를 들어 여러 계정에서 관리자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을 지정하는 스택이 있는
경우 해당 스택을 스택 세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택 가져오기를 사용하면 리소스를 삭제하거나 다시 생
성하지 않고도 다운타임과 중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택을 스택 세트로 가져오면 원래 스택은 새로 생성
된 스택 세트의 스택 인스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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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스택을 스택 세트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을 참조하세요.
• 스택 가져오기 요구 사항 (p. 705)
• 스택 세트로 스택 가져오기(콘솔) (p. 705)
• 스택을 스택 세트로 가져오기(AWS CLI) (p. 706)
• 스택 가져오기 작업 되돌리기 (p. 707)

스택 가져오기 요구 사항
스택을 스택 세트로 가져오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 스택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택 세트를 생성하는 관리자 계정과 스택이 포함된 대상 계정이 필요합
니다.
• 대상 계정에는 스택 ID 또는 ARN 입력과 함께 GetTemplate 작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자 계정에 AWSCloudFormationStackSetsAdminstration 또는
AWSCloudFormationStackSetsExectionRole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스택은 하나의 스택 세트에만 속할 수 있습니다.
• 스택 가져오기 작업에서 태그를 파라미터로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스택 세트에 스택 태그를 구현할 수 있습
니다.
• 가져오기 작업 중에 스택의 사용자 지정 파라미터 재정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스택 가져오기 작업은 자체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StackSets 할당량 및 스택 인스턴스는 스택을 가져올 때 적용됩니다. 할당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스택 세트로 스택 가져오기(콘솔)
스택을 새 스택 세트로 가져오기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스택을 새 스택 세트로 가져오기
기존 스택을 스택 세트로 가져오려면 가져올 리소스가 포함된 스택을 식별합니다.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다음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스택 세트를 선택합니다.
3. 스택 세트 페이지의 상단에서 Create StackSet(스택 세트 만들기)를 선택하십시오.
4. [템플릿 선택(Choose a template)]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템플릿을 지정하고 [다음
(Next)]을 선택합니다.
• Amazon S3 URL을 선택하고 텍스트 상자에 템플릿의 URL을 지정합니다.
• [템플릿 파일 업로드(Upload a template file)]를 선택한 다음 템플릿을 찾습니다.
• [스택 ID에서(From stack ID)]를 선택하고 스택 ID를 입력합니다.
5. [StackSet 세부 정보 지정(Specify StackSet details)] 페이지에서 만들려는 스택 세트의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선택 사항) 스택 세트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6. [StackSet 옵션 구성(Configure StackSet options)] 페이지에서 선택 항목을 검토하고 [다음(Next)]을 선택
합니다.
7. [배치 옵션 설정 페이지(Set deployment options)]에서 [스택 세트로 스택 가져오기(Import stacks to stack
set)]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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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져올 스택(Stacks to import)] 필드에 가져올 스택의 스택 ID를 입력합니다. 예:
arn:123456789101:us-east-1:StackToImport.
(선택 사항) [다른 스택 ID 추가(Add another stack ID)]를 선택하고 가져올 다른 스택의 스택 ID를 입력합
니다. 스택 가져오기 작업당 최대 10개의 스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9. 배포 옵션을 검토하고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10.[Review] 페이지에서 선택 사항 및 스택 세트 속성을 검토합니다. 스택을 스택 세트로 가져올 준비가 되면
[제출(Submit)]을 선택합니다.
결과: 가져온 스택이 이제 지정된 스택 세트의 스택 인스턴스가 됩니다. 스택 가져오기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세트 및 스택 인스턴스 상태 코드를 참조하세요.

스택을 기존 스택 세트로 가져오기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스택을 기존 스택 세트로 가져오기
기존 스택을 스택 세트로 가져오려면 가져올 리소스가 포함된 스택을 식별합니다.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다음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스택 세트를 선택합니다.
3. [StackSets] 페이지에서 스택을 가져올 스택 세트를 선택합니다.
4. 스택 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Actions)] 메뉴에서 [StackSet에 스택 추가(Add stacks to StackSet)]를
선택합니다.
5. [배치 옵션 설정(Set deployment options)] 페이지에서 [스택 세트로 스택 가져오기(Import stacks to
stack set)]를 선택하고 [가져올 스택(Stacks to import)] 필드에 가져올 스택의 스택 ID를 입력합니다. 예:
arn:123456789101:us-east-1:StackToImport.
(선택 사항) [다른 스택 ID 추가(Add another stack ID)]를 선택하고 가져올 다른 스택의 스택 ID를 입력합
니다. 스택 가져오기 작업당 최대 10개의 스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6. [Next]를 선택합니다.
7. [재정의 지정(Specify overrides)] 페이지에서 선택 항목을 검토하고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8. [Review] 페이지에서 선택 사항 및 스택 세트 속성을 검토합니다. 스택 세트를 생성할 준비가 되면 [제출
(Submit)]을 선택합니다.
결과: 가져온 스택이 이제 지정된 스택 세트의 스택 인스턴스가 됩니다. 스택 가져오기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세트 및 스택 인스턴스 상태 코드를 참조하세요.

스택을 스택 세트로 가져오기(AWS CLI)
스택을 스택 세트로 가져오기
기존 스택을 스택 세트로 가져오려면 가져올 리소스가 포함된 스택을 식별합니다. 이 예에서는 가져올 스택
이 arn:123456789101:us-east-1:StackToImport입니다.
1. 스택 ID에서 스택 세트를 만듭니다.
create-stackset --stack-id "arn:123456789101:us-east-1:StackToImport" --stackSetName
"SingleStackSetName" --permission-model "SELF_MANAGED" --administration-role-arn
"AdminRole" --execution-role-name "ExecutionRole"

2. 지정된 스택을 스택 세트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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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stack-to-stackset --stack-ids "arn:123456789101:us-east-1:StackToImport" -stackSet "SingleStackSetName" --mutate --permission-model SELF_MANAGED --administrationrole-arn "AdminRole" --execution-role-name "ExecutionRole"

3. 가져온 스택을 다른 리전 및 계정에 복제합니다.
create-stack-instances --stack-set-name "StackSetToWhichStackimported" --accounts
"123556789101" --regions "us-east-1"

스택을 스택 세트로 가져오기
기존 스택을 스택 세트로 가져오려면 가져올 리소스가 포함된 스택을 식별합니다. 이 예에서 가져
올 스택은 arn:123456789101:us-east-1:StackToImport1 및 arn:123456789101:useast-1:StackToImport2입니다.
1. 스택 ID에서 스택 세트를 만듭니다.
create-stackset --stack-id "arn:123456789101:us-east-1:StackToImport" --stackSetName
"StackSetName" --permission-model "SELF_MANAGED" --administration-role-arn "AdminRole"
--execution-role-name "ExecutionRole"

2. 지정된 스택을 스택 세트로 가져옵니다.
import-stacks-to-stackset --stack-ids "arn:123456789101:useast-1:StackToImport1, arn:123456789101:us-east-1:StackToImport2" --stackSet
"StackSetName" --permission-model SELF_MANAGED --administration-role-arn "AdminRole" -execution-role-name "ExecutionRole"

3. 가져온 스택을 다른 리전 및 계정에 복제합니다.
create-stack-instances --stack-set-name "StackSetName" --accounts "123456789012" -regions "us-east-1"

스택 가져오기 작업 되돌리기
스택 가져오기 작업을 되돌리려면 다음 태스크를 완료합니다.
1. 스택 인스턴스가 삭제된 후 유지하려는 각 리소스에 Retain의 DeletionPolicy 속성을 지정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가져오기 작업 되돌리기를 참조하세요.
2. 스택 세트에서 스택 인스턴스 삭제 자세한 내용은 스택 세트에서 스택 인스턴스 삭제를 참조하세요.
3. 스택 세트를 삭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택 세트 삭제를 참조하세요.
결과: 되돌리기 작업에서 스택 인스턴스가 삭제되고 스택의 리소스가 유지됩니다.

모범 사례
주제
• 템플릿 정의 (p. 708)
• 스택 생성 또는 스택 세트에 추가 (p. 708)
• 스택 세트에서 스택 업데이트 (p.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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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 모범 사례를 검토합니다.

템플릿 정의
• 여러 리전 내의 여러 계정에서 표준화하려는 템플릿을 정의합니다.
• 템플릿을 생성할 때 동일한 계정의 둘 이상의 리전에서 글로벌 리소스(예: IAM 역할 및 Amazon S3 버킷)
가 생성될 경우 해당 리소스에 이름 충돌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스택 세트에 단일 템플릿 및 파라미터 세트가 있습니다. 스택 세트와 연결된 모든 계정에 동일한 스택이 생
성됩니다. 템플릿을 작성할 때 제어와 표준화가 적절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충분히 세분화하십시오.
• 템플릿을 Amazon S3 버킷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택 생성 또는 스택 세트에 추가
• 더 많은 수의 스택 인스턴스를 스택 세트에 추가하기 전에 초기 스택 세트에 스택 인스턴스를 추가할 수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 사용 사례에 맞는 배포(롤아웃)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더 보수적인 배포의 경우 최대 동시 계정을 1로 설정하고, 내결함성을 0으로 설정합니다. 영향력이 가장
낮은 리전이 리전 순서(Region Order) 목록의 첫 번째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리전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 더 빠른 배포의 경우 필요에 따라 최대 동시 계정 및 내결함성의 값을 늘립니다.
• 스택 세트의 작업은 관련된 스택 인스턴스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스택 세트에서 스택 업데이트
• 기본적으로 스택 세트 업데이트 시 모든 스택 인스턴스가 업데이트됩니다. 두 리전 각각에 20개의 계정이
있는 경우 40개의 스택 인스턴스가 있으며, 스택 세트를 업데이트하면 모든 스택 인스턴스가 업데이트됩
니다.
다량의 스택 인스턴스가 포함된 스택 세트의 경우 템플릿의 업데이트된 버전을 테스트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스택 인스턴스 업데이트 전에 몇 개의 테스트 계정에 있는 스택 인스턴스를 선택적으로 업데이트합니
다.
• 스택 세트 내에서 개별 스택 업데이트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어하려면 여러 스택 세트의 생성을 계획하십시
오.
• 대량의 스택이 있는 스택 세트를 업데이트할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릴리스에서 스택 세
트에 대해 한 번에 작업 하나만 허용됩니다. 스택 세트에 대해 다른 작업의 수행이 차단되지 않도록 업데이
트를 계획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샘플 템플릿
이 단원에는 기업에서 AWS CloudFormation StackSets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부 샘플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원에 나열된 템플릿은 AWS CloudTrail 또는
AWS Config 및 내부의 규칙을 활성화합니다.

샘플 템플릿
설명

S3 링크

AWS CloudTrail 활성화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stackset-sample-templates-us-east-1/
EnableAWSCloudtrail.y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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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S3 링크

AWS Config 활성화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stackset-sample-templates-us-east-1/
EnableAWSConfig.yml

중앙 로깅으로 AWS Config 활성화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stackset-sample-templates-us-east-1/
EnableAWSConfigForOrganizations.yml

CloudTrail이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AWS
Config 규칙 구성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stackset-sample-templates-us-east-1/
ConfigRuleCloudtrailEnabled.yml

루트 MFA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AWS
Config 규칙 구성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stackset-sample-templates-us-east-1/
ConfigRuleRootAccountMFAEnabled.yml

EIP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AWS Config 규
칙 구성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stackset-sample-templates-us-east-1/
ConfigRuleEipAttached.yml

EBS 볼륨이 암호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AWS
Config 규칙 구성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stackset-sample-templates-us-east-1/
ConfigRuleEncryptedVolumes.yml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문제 해결
이 주제에는 몇 가지 일반적인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문제와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제
• 일반적인 스택 작업 실패 이유 (p. 709)
• 실패한 스택 생성 또는 업데이트 작업 재시도 (p. 710)
• 스택 인스턴스 삭제 실패 (p. 710)

일반적인 스택 작업 실패 이유
문제: 스택 작업이 실패하고 스택 인스턴스 상태가 OUTDATED입니다.
원인: 스택 작업이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 템플릿에 지정된 리소스를 만들기 위한 대상 계정의 권한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서 템플릿을 확인하고 스택 세트를 만들기 전
에 오류를 수정합니다.
• 템플릿은 S3 버킷과 같이 고유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글로벌 리소스를 생성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대상 계정 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법사의 배포 옵션 설정(Set deployment options) 페이지에
서 지정한 대상 계정 번호를 확인합니다.
• 관리자 계정과 대상 계정의 신뢰 관계가 없습니다.
• 템플릿에 지정된 최대 리소스 수가 이미 대상 계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 계정에서 허용된 IAM 역할
한도에 도달해도 템플릿이 IAM 역할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 스택 세트에 허용되는 최대 스택 수에 도달했습니다. 스택 세트당 최대 스택 수는 AWS CloudFormation 제
한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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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스택 세트를 생성하기 전에 대상 및 관리자 계정에 필요한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세트
작업에 대한 기본 권한 설정 (p. 66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실패한 스택 생성 또는 업데이트 작업 재시도
문제: 스택 생성 또는 업데이트 작업이 실패하고 스택 인스턴스 상태가 OUTDATED입니다. 스택 생성 또는 업
데이트가 실패한 이유를 해결하려면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열고 DELETED(생성 작업 실패의 경우) 또
는 FAILED(업데이트 작업 실패의 경우) 상태의 스택 이벤트를 봅니다. 스택 이벤트를 찾아보고 상태 사유 열
을 찾습니다. 상태 사유 값이 스택 작업이 실패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스택 생성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스택을 생성할 준비가 되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해결 방법: 스택 작업을 재시도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콘솔에서 작업이 실패한 스택이 포함된 스택 세트를 선택합니다.

2.

작업 메뉴에서 Edit StackSet details(스택 세트 세부 정보 편집)를 선택하여 스택 생성 또는 업데이트를
다시 시도하십시오.

3.

Specify template(템플릿 지정) 페이지에서 동일한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기본 옵
션인 현재 템플릿 사용을 유지합니다. 템플릿이 변경되어 스택 작업이 실패하고 수정된 템플릿을 업로드
하려는 경우 Amazon S3에 템플릿 업로드를 선택한 다음 찾아보기를 선택하여 업데이트된 템플릿을 선
택합니다. 수정된 템플릿 업로드가 완료되면 다음을 선택합니다.

4.
5.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템플릿 관련 파라미터를 변경하지 않으려면 다음을 선택합니다.
원한다면 배포 설정 옵션(Set deployment options) 페이지에서 최대 동시 계정 및 내결함성의 기본값을
변경합니다. 이러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세트 작업 옵션 (p. 65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검토 페이지에서 선택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란을 선택하여 필요한 IAM 기능을 승인합니다. [Submit]을
선택합니다.

6.
7.

스택이 성공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 스택 생성에 방해가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스택 인스턴스 삭제 실패
문제: 스택 삭제가 실패했습니다.
원인: 종료 방지 기능이 활성화된 모든 스택에 대해 스택 삭제가 실패합니다.
솔루션: 스택에 종료 방지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종료 방지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비활
성화한 다음 스택 인스턴스 삭제를 다시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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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 사
용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를 사용하여 CloudFormation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및 프라이빗 확장
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및 프라이빗 확장
• 퍼블릭 확장은 모든 CloudFormation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레지스트리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확장입
니다. 여기에는 Amazon과 서드 파티 게시자가 게시한 모든 확장이 포함됩니다.
퍼블릭 확장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Amazon 퍼블릭 확장
Amazon에서 게시한 확장은 항상 공개되고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므로 계정에서 사용하기 전에 어떤 작
업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Amazon이 확장의 버전 관리를 제어하므로 항상 사용 가능한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드 파티 퍼블릭 확장
이러한 확장은 Amazon 이외의 게시자에 의해 일반적인 용도로 제공되는 확장입니다.
퍼블릭 확장을 사용하려면 먼저 계정 및 리전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퍼블릭 서드 파티 확장을 활성화
하면 CloudFormation이 계정의 확장 레지스트리에 프라이빗 확장으로 활성화된 확장에 대한 항목을 만
듭니다. 사용자는 계정에서 확장이 활성화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장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
다.
• 퍼블릭 서드 파티 확장 이름 대신 사용할 별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별칭은 서드 파티 확장 간의 명
명 충돌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새 마이너 버전 또는 패치 버전이 제공될 때 확장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퍼블릭 확장 사용을 참조하세요.
자체 서드 파티 확장을 게시하여 일반 CloudFormation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명령줄 인터페이스 사용 설명서에서 확장 게시를 참조하세요.
• 프라이빗 확장은 AWS 계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활성화한 서드 파티의 확장입니다.
프라이빗 확장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활성화된 프라이빗 확장
계정 및 리전에 대해 활성화한 서드 파티 확장의 로컬 복사본입니다. 서드 파티 퍼블릭 확장을 활성화하
면 CloudFormation이 계정 레지스트리에 해당 확장의 로컬 복사본을 생성합니다.
• 등록된 프라이빗 확장
퍼블릭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에 나열되지 않은 프라이빗 확장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
한 확장은 사용자가 직접 생성한 확장이거나 조직 또는 기타 서드 파티가 사용자와 공유한 확장일 수 있
습니다. 계정에서 이러한 프라이빗 확장을 사용하려면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확장을 등록하면 계정의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에 복사본이 업로드되고 활성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라이빗 확장 사용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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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프라이빗 확장 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명령줄 인터페이스 사용 설명서에서
리소스 유형 생성을 참조하세요.

Note
프라이빗 확장 및 서드 파티 게시자의 활성화된 퍼블릭 확장은 생성, 읽기, 업데이트, 나열 및 삭제
작업 중에 실행되는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loudFormation 스택에서 이러한
확장을 사용하면 계정에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생성된 리소스에 대해 발생한 모든 비용에 추가적
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요금을 참조하세요.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를 통한 확장 관리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를 사용하여 다음을 포함한 계정의 확장을 관리합니다.
• 사용 가능한 확장과 활성화된 확장을 봅니다.
• 프라이빗 확장을 등록합니다.
• 퍼블릭 확장을 활성화합니다.

CloudFormation 콘솔에서 확장을 보려면
1.

AWS CloudFormation 콘솔 내 CloudFormation 탐색 창의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CloudFormation
registry)]에서 보려는 확장 범주를 선택합니다.
• [퍼블릭 확장(Public extensions)]에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확장이 표시됩니다.
[필터(Filter)] 옵션을 사용하여 보려는 확장을 추가로 선택합니다.
• [활성화된 확장(Activated extensions)]에는 계정에서 활성화된 퍼블릭 및 프라이빗 확장이 표시됩니
다.
[필터(Filter)]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보려는 확장을 추가로 선택합니다.
• [AWS]는 Amazon에서 게시한 확장을 나열합니다. Amazon에서 게시한 확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
됩니다.
• [서드 파티(Third-party)]는 Amazon 외 게시자의 퍼블릭 확장 중에서 사용자가 이 계정에서 활성화
한 퍼블릭 확장을 나열합니다.
• [등록됨(Registered)]은 사용자가 이 계정에서 활성화한 프라이빗 확장을 나열합니다.
• [게시자(Publisher)]는 사용자가 이 계정을 사용하여 게시한 퍼블릭 확장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장 개발에 대한 CFN-CLI 사용 설명서에서 확장 게시를 참조하세요.

2.

확장 세부 정보를 보려면 확장 이름을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 프라이빗 확장 사용
프라이빗 확장은 AWS 계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활성화한 서드 파티의 확장입니다.
프라이빗 확장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활성화된 프라이빗 확장
계정 및 리전에 대해 활성화한 서드 파티 확장의 로컬 복사본입니다. 서드 파티 퍼블릭 확장을 활성화하면
CloudFormation이 계정 레지스트리에 해당 확장의 로컬 복사본을 생성합니다.
• 등록된 프라이빗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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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에 나열되지 않은 프라이빗 확장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확
장은 사용자가 직접 생성한 확장이거나 조직 또는 기타 서드 파티가 사용자와 공유한 확장일 수 있습니다.
계정에서 이러한 프라이빗 확장을 사용하려면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자체 프라이빗 확장 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명령줄 인터페이스 사용 설명서에서 리
소스 유형 생성을 참조하세요.

프라이빗 확장 등록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에 나열되지 않은 프라이빗 확장(직접 개발한 확장 또는 공유 확장)을 사용
하려면 먼저 사용하려는 계정 리전에서 CloudFormation에 등록해야 합니다. 확장을 등록하면 계정의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에 복사본이 업로드되고 활성화됩니다. 프라이빗 확장을 등록하면 해당 계정과
리전의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에 표시되고, 스택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AWS CLI의 register-type 명령을 사용하거나 CloudFormation CLI의 submit 명령을 사용하여 확장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 CLI를 사용하여 프라이빗 확장을 등록하려면 CloudFormation CLI 사용 설
명서에서 확장 등록을 참조하세요.

프라이빗 확장 등록을 위한 IAM 권한
프라이빗 확장을 등록할 때는 확장 프로젝트 패키지가 포함된 S3 버킷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패키지에는 등
록하려는 확장에 필요한 모든 소스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확장을 등록하는 사용자는 해당 S3 버킷의 프로젝
트 패키지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에게 확장 패키지에 대한 GetObject 권한이 있어야 합니
다.
AWS CLI의 register-type 명령을 사용하든 CloudFormation CLI의 submit 명령을 사용하든 관계없이 적용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S3에 사용되는 작업, 리소
스 및 조건 키를 참조하세요.

AWS CLI를 사용하여 리소스 유형을 등록하려면
1.

계정에서 등록하려는 프라이빗 확장의 프로젝트 패키지가 포함된 S3 버킷을 찾습니다.

2.

register-type 명령을 사용하여 계정에서 확장을 등록합니다.
RegisterType는 비동기식 작업으로, 등록 요청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등록 토큰
을 반환합니다.

Note
확장에서 확장 기능의 일부로 AWS API를 호출하는 경우 이러한 AWS API를 호출하는 데 필요
한 권한이 있는 IAM 실행 역할을 생성하고 이 실행 역할을 계정에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execution-role-arn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이 실행 역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 CloudFormation은 해당 실행 역할을 수임하여 리소스 유형에 적절한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
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은 현재 AWS 계정에 My::Resource::Example 리소스 유형을 등록합니다.
aws cloudformation register-type --type-name My::Resource::Example --schema-handlerpackage [s3 object path] --type RESOURCE
{
}

"RegistrationToken": "f5525280-104e-4d35-bef5-8f1f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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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 사항: 등록 토큰을 describe-type-registration 명령과 함께 사용하여 등록 요청의 진행 상
황을 추적합니다.
CloudFormation이 등록 요청을 완료하면 요청의 진행 상태를 COMPLETE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위의 RegisterType 명령에서 반환한 등록 토큰을 사용하여 등록 상태 정보를 반환합니
다.
aws cloudformation describe-type-registration --registration-token f5525280-104e-4d35bef5-8f1fexample
{

"ProgressStatus": "COMPLETE",
"TypeArn": "arn:aws:cloudformation:us-east-1:012345678910:type/resource/MyResource-Example",
"Description": "Deployment is currently in DEPLOY_STAGE of status COMPLETED; ",
"TypeVersionArn": "arn:aws:cloudformation:us-east-1:012345678910:type/resource/MyResource-Example/00000001"
}

계정 수준에서 확장 구성
확장에는 지정된 계정 및 리전에 있는 확장의 모든 인스턴스에 적용되는 구성 속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장에서 서드 파티 웹 서비스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 확장 작성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
격 증명을 지정할 수 있는 속성을 확장 구성 정의에 포함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성 속성을 설정하면
CloudFormation은 이 정보를 계정 및 리전 수준에서 저장합니다. 이후 CloudFormation은 계정 및 리전에서
해당 확장의 인스턴스와 관련된 작업 중에 이러한 구성 속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은 명
시적으로 스택 템플릿과 관련된 작업만이 아닌 모든 확장 작업 중에 이 방식으로 구성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CloudFormation은 명시적으로 스택 템플릿과 관련되지 않은 read 및 list 이벤트 중에 구
성 속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확장의 구성 속성에 필수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정 및 리전에서 확장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해당 속성
을 지정해야 합니다.
확장 개발 시 구성 데이터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CLI 사용 설명서에서 확장의 계정 수
준 구성 정의를 참조하세요.

CloudFormation 콘솔에서 확장의 구성 속성을 지정하려면
1.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를 사용하여 확장을 찾습니다.

2.

[작업(Actions)]에서 [편집(Edit)]을 선택한 다음 [구성 편집(Edit configuration)]을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에 [확장 구성(Configure extension)]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확장의 현재 구성 스키마를
보려면 [구성 스키마 보기(View configuration schema)]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3.

[구성 JSON(Configuration JSON)] 텍스트 상자에 이 확장에 지정하려는 구성 스키마를 나타내는 JSON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4.

[확장 구성(Configure extension)]을 선택합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확장의 구성 속성을 지정하려면
•

set-type-configuration 명령을 사용하여 이 계정 및 리전에서 확장에 사용할 구성 설정을 지정합
니다. 구성 속성을 지정하기 위해 전달하는 JSON은 확장 스키마의 TypeConfiguration 요소에 정의된 스
키마에 대한 검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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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ormation 콘솔에서 확장의 현재 구성 데이터를 보려면
1.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를 사용하여 확장을 찾습니다.

2.

확장 세부 정보를 보려면 확장 이름을 선택합니다.

3.

확장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구성(Configuration)] 탭을 선택합니다.

AWS CLI에서 확장의 현재 구성 데이터를 보려면
•

describe-type 명령을 사용하여 확장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반환합니다. ConfigurationSchema 요소에
는 지정된 계정 및 리전에 있는 확장의 현재 구성 속성이 포함됩니다.

사용할 프라이빗 확장의 버전 지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일한 확장의 여러 버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 작업에 사용할 확장의
버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확장 버전 지정
•

set-type-default-version 명령을 사용하여 계정의 CloudFormation 작업에서 사용할 확장 버전
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은 현재 계정에서 My::Resource::Example 리소스 유형의 기본 버전을
00000003로 설정합니다.
aws cloudformation set-type-default-version --type RESOURCE --type-name
My::Resource::Example --version-id 00000003

AWS Config에서 리소스 유형 기록
AWS Config가 프라이빗 리소스 유형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해당 리소스의 변경 내용을 구성 항목으로 기록
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러한 프라이빗 리소스 유형에 대한 구성 기록을 볼 수 있을 뿐 아
니라 AWS Config Rules 규칙을 작성하여 구성 모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S Config가 프라이빗 리소스 유형을 자동으로 추적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 CloudFormation을 통해 리소스를 관리합니다. 여기에는 CloudFormation을 통한 모든 리소스 생성, 업데이
트 및 삭제 작업이 포함됩니다.

Note
IAM 역할을 사용하여 스택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IAM 역할에 다음 AWS Config 작업을 호출
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PutResourceConfig
• DeleteResourceConfig
• 모든 리소스 유형을 기록하도록 AWS Config를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nfig 개발자 안내서의
타사 리소스에 대한 구성 기록을 참조하세요.

Note
AWS Config는 필수 및 쓰기 전용으로 정의된 속성을 포함하는 프라이빗 리소스의 기록을 지원하
지 않습니다.
설계상, 쓰기 전용으로 정의된 리소스 속성은 AWS Config 구성 항목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스
키마에서 반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쓰기 전용과 필수로 정의된 속성을 포함하면 필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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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으므로 구성 항목 생성에 실패합니다. 구성 항목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스키마를 보려면
DescribeType 작업의 schema 속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성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nfig 개발자 안내서의 구성 항목을 참조하세요.

구성 항목에 민감한 속성이 기록되지 않도록 방지
리소스 유형에는 구성 항목의 일부로 기록하지 않으려는 암호, 시크릿 또는 기타 민감한 데이터와 같은 민감
한 정보를 고려하는 속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성 항목에 속성이 기록되지 않도록 하려면 리소스 유형 스
키마의 writeOnlyproperties 목록에 해당 속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writeOnlyproperties로 나열
된 리소스 속성은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지만 read 또는 list 요청에 의해 반환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명령줄 인터페이스 사용 설명서의 리소스 공급자 스키마를 참조하십시오.

CloudFormation에서 퍼블릭 확장 사용
퍼블릭 확장은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를 통해 템플릿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CloudFormation 확
장(예: 리소스 유형)입니다. 퍼블릭 확장은 Amazon과 서드 파티 게시자에 의해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
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Note
프라이빗 확장과 마찬가지로 서드 파티 게시자의 퍼블릭 확장은 리소스 생성, 읽기, 업데이트, 나열
및 삭제 스택 작업 중에 실행되는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loudFormation 스
택에서 이러한 확장을 사용하면 계정에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성된 리소스에 대해 발
생한 모든 비용에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요금을 참조하세
요.
퍼블릭 확장은 모든 CloudFormation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레지스트리에 공개적으로 게시되는 리소스
유형 또는 모듈과 같은 CloudFormation 확장입니다. 여기에는 Amazon에서 게시한 모든 확장이 포함됩니다.
서드 파티도 퍼블릭 확장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확장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Amazon 퍼블릭 확장
Amazon에서 게시한 확장은 항상 공개되고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므로 계정에서 사용하기 전에 어떤 작업
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Amazon이 확장의 버전 관리를 제어하므로 항상 사용 가능한 최신 버전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드 파티 퍼블릭 확장
이러한 확장은 Amazon 이외의 게시자에 의해 일반적인 용도로 제공되는 확장입니다. 퍼블릭 확장을 사용
하려면 먼저 계정 및 리전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체 서드 파티 확장을 게시하여 일반 CloudFormation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명령줄 인터페이스 사용 설명서에서 확장 게시를 참조하세요.

계정에서 사용할 퍼블릭 확장 활성화
템플릿에서 퍼블릭 서드 파티 확장을 사용하려면 먼저 사용할 계정 및 리전에 대해 확장을 활성화해야 합니
다. 확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활성화된 계정 및 리전의 스택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서드 파
티 확장을 활성화하면 CloudFormation이 계정의 확장 레지스트리에 프라이빗 확장으로 활성화된 확장에 대
한 항목을 만듭니다. 사용자는 계정에서 확장이 활성화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장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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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릭 서드 파티 확장 이름 대신 사용할 별칭을 지정합니다. 별칭은 서드 파티 확장 간의 명명 충돌을 방
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새 마이너 버전 또는 패치 버전이 제공될 때 확장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CloudFormation에서 확장을 활성화할 때 사용할 실행 역할을 지정하고 확장에 대한 로깅을 구성합니다.
퍼블릭 서드 파티 확장을 활성화할 때 확장에 포함된 구성 속성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성 속성은 지정된
계정 및 리전에 대해 확장이 구성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정 수준에서 확장 구성을 참조하
세요.

새 버전의 확장을 자동으로 사용하도록 CloudFormation 설정
확장을 활성화할 때 확장 게시자가 새 마이너 버전을 릴리스할 때마다 CloudFormation에서 새 마이너 버전
을 사용하도록 자동으로 업데이트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장에 자동 업데이트를 지
정했고 확장을 활성화한 후 게시자가 새 마이너 버전을 릴리스한다고 가정합시다. 다음에 이 확장이 포함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 생성 또는 업데이트와 같은 스택 작업을 수행하면 CloudFormation에 새 마이너 버
전이 사용됩니다.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새 확장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경우 스택에 이미 프로비저닝된 확장 인스턴스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마이너 버전 업데이트에만 적용됩니다. CloudFormation은 확장의 메이저 버전 업데이트에 호환성을 손
상시키는 변경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메이저 버전 업데이트의 경우 사용자가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mazon에서 게시한 퍼블릭 확장은 사용 가능한 모든 계정 및 리전에 대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며 항상 각
리전에서 사용 가능한 최신 버전을 사용합니다.

Important
사용자는 활성화된 퍼블릭 확장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지 여부와 시기를 제어할 수 있으므로
여러 계정 및 리전에 배포된 동일한 확장의 버전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확장이
포함된 동일한 템플릿을 이러한 계정 및 리전에서 사용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확장 참조를 위한 별칭 지정
지정된 계정 및 리전에서 동일한 이름이 지정된 둘 이상의 확장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 게시자가 확장
이름이 동일한 퍼블릭 확장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CloudFormation에서는 서드 파티 퍼블릭 확장을 활성화할
때 별칭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확장의 별칭을 지정하는 경우 CloudFormation은 이 별칭을 계정 및 리전 내에서 확장 유형 이름으로 처리합
니다. 템플릿, API 호출 및 CloudFormation 콘솔에서 확장을 참조할 때는 별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확장 별칭은 지정된 계정 및 리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유형 이름 별칭을 사용하여 동일한 계
정 및 리전에서 동일한 퍼블릭 리소스를 여러 번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확장 별칭은 지정된 계정 및 리전에서만 고유하면 되지만, 계정 및 리전 전체의 여러 서드 파티 퍼블
릭 확장에 동일한 별칭을 할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계정 또는 리전에서 확장
별칭이 포함된 템플릿을 사용할 때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장을 활성화할 때 실행 역할 지정
리소스를 활성화할 때 CloudFormation이 계정 및 리전에서 해당 확장을 호출할 때 수임할 IAM 실행 역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이 실행 역할을 수임하려면 역할에 CloudFormation으로 정의된 신뢰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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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resources.cloudformation.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사용 설명서에서 역할 신뢰 정책 수정을 참조하세요.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계정에서 사용할 퍼블릭 확장을 활성화하려면
1.

CloudFormation 콘솔 내 CloudFormation 탐색 창의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CloudFormation
registry)]에서 [퍼블릭 확장(Public extensions)]을 선택합니다.
레지스트리에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확장이 표시됩니다.

2.

[필터(Filter)]를 사용하여 확장 유형을 선택하고 [서드 파티(Third party)]를 선택합니다. (Amazon에서 게
시한 확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3.

확장을 선택한 다음 [활성화(Activate)]를 선택합니다.

Note
여러 버전의 확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버전(Version)] 메뉴를 사용하여 활성화할 확장 버전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최신 버전입니다.
4.

[확장 활성화(Activate extension)] 페이지의 옵션을 사용하여 이 계정에서 확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사
용자 지정합니다.
• 확장 유형 별칭을 사용하여 확장을 활성화하려면:
1. [기본값 재정의(Override default)]를 선택합니다.
2. 이 확장에 사용할 확장 유형 별칭을 입력합니다. 별칭이 확장 유형에 권장되는 형식을 따르는지 확
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장 참조를 위한 별칭 지정을 참조하세요.
• 프라이빗 리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확장을 호출할 때 CloudFormation이 수임할 IAM 역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장을 활성화할 때 실행 역할 지정을 참조하세요.
• 원하는 경우 [로깅 구성(Logging config)]에서 확장에 대한 로깅 구성 정보를 지정합니다.
logRoleArn 및 logGroupName 키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예:
{
}

"logRoleArn": "arn:aws:iam::account:role/rolename",
"logGroupName": "log-group-name"

• [버전 관리(Versioning)] 아래의 옵션을 사용하여 새 마이너 버전이 게시될 때 CloudFormation에서 이
계정 리전의 확장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버전의 확장을 자동
으로 사용하도록 CloudFormation 설정을 참조하세요.
5.

필요한 경우 구성 데이터를 지정합니다(선택 사항).
확장에 계정 및 리전 수준의 추가 구성이 필요한 경우 CloudFormation의 [확장 활성화(Activate
extension)] 페이지에 [구성(Configuration)] 섹션이 포함됩니다. 지금 구성 데이터를 지정하거나 확장이
활성화된 후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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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동안 구성 데이터를 지정하려면:
1. [지금 구성(Configure now)]을 선택한 다음 [확장 활성화 및 계속(Activate extension and continue)]
을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에 [확장 구성(Configure extension)]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확장의 현재 구성 스키
마를 보려면 [구성 스키마 보기(View configuration schema)]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2. [구성 JSON(Configuration JSON)] 텍스트 상자에 이 확장에 지정하려는 구성 스키마를 나타내는
JSON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3. [확장 구성(Configure extension)]을 선택합니다.
• 나중에 구성 데이터를 지정하려면:
• [나중에 구성(Configure later)]을 선택한 다음 [확장 활성화(Activate extension)]를 선택합니다.
이미 활성화된 확장에 대한 구성 데이터를 지정하려면 계정 수준에서 확장 구성을 참조하세요.
확장에 구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성(Configuration)] 섹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확장 활성화
(Activate extension)]를 선택합니다.
확장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면 CloudFormation에 해당 확장에 대한 세부 정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계정에서 활성화된 퍼블릭 확장을 업데이트하려면
계정 및 리전에서 확장을 활성화한 후에는 해당 확장이 활성화될 때 다음과 같은 확장 속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구성 스키마
• 자동 버전 업데이트 활성화 여부
• 프라이빗 등록 확장의 경우 사용할 실행 역할
• 로깅 구성 정보
1.
2.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를 사용하여 확장을 찾습니다.
[작업(Actions)] 메뉴에서 [편집(Edit)]을 선택한 다음 해당하는 편집 옵션을 선택합니다.
• 구성 스키마를 업데이트하려면 CloudFormation 콘솔에서 확장의 구성 속성을 지정하려면을 참조하세
요.
• 자동 업데이트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려면:
1. [자동 업데이트 편집(Edit automatic updates)]을 선택합니다.
2. [켜기(On)] 또는 [끄기(Off)]를 선택한 다음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
• 실행 역할을 업데이트하려면:
1. [실행 역할 편집(Edit execution role)]을 선택합니다.
2. CloudFormation에서 이 확장을 호출할 때 사용할 IAM 역할의 ARN을 지정한 다음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
• 로깅 구성을 업데이트하려면:
1. [로깅 구성 편집(Edit logging config)]을 선택합니다.
2. 로깅 구성 JSON을 편집한 다음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계정에서 퍼블릭 확장을 비활성화하려면
1.
2.
3.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를 사용하여 확장을 찾습니다.
[작업(Actions)] 메뉴에서 [비활성화(Deactivate)]를 선택합니다.
[비활성화(Deactivate)]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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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I를 사용하여 계정에서 사용할 퍼블릭 확장을 활성화하려면
•

activate-type을 사용하여 확장을 활성화하고 새 마이너 버전의 확장이 게시될 때마다 확장을 자동
으로 업데이트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아래 예제에서는 이 계정에 대해 활성화할 퍼블릭 확장의 공개 ARN을 지정합니다. 또한 새 마이너 버전
이 게시될 때마다 CloudFormation에서 확장을 자동 업데이트하도록 지정합니다. CloudFormation은 이
계정 및 리전에 대해 활성화된 확장의 Amazon 리소스 번호(ARN)를 반환합니다.
PROMPT> aws cloudformation activate-type --public-type-arn public_extension_ARN --autoupdate-activated
{
"Arn": "624af370-311a-11e8-b6b7-500cexample"
}

AWS CLI를 사용하여 퍼블릭 확장의 버전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려면
•

activate-type을 사용하여 확장을 다시 활성화합니다. --version-update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확장을 최신 메이저 버전으로 업데이트할지, 최신 마이너 버전으로 업데이트할지,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ctivateType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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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참조
이 단원에서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사용되는 지원되는 리소스, 유형 이름, 내장 함수 및 가상 파
라미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제
• AWS 리소스 및 속성 유형 참조 (p. 721)
• AWS CloudFormation 리소스 사양 (p. 6483)
• CloudFormation 리소스 공급자 스키마 (p. 6493)
• 리소스 속성 참조 (p. 6494)
• 내장 함수 참조 (p. 6519)
• 가상 파라미터 참조 (p. 6563)
• 변환 참조 (p. 6566)
• CloudFormation 헬퍼 스크립트 참조 (p. 6575)

AWS 리소스 및 속성 유형 참조
이 섹션에는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하는 모든 AWS 리소스 및 속성 유형에 대한 참조 정보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리소스 유형 식별자는 항상 다음 형식을 사용합니다.

service-provider::service-name::data-type-name

서비스 리소스 유형
• AWS Private Certificate Authority 리소스 유형 참조 (p. 725)
• AWS Amplify 콘솔 리소스 유형 참조 (p. 771)
• Amazon API Gateway 리소스 유형 참조 (p. 789)
• Amazon API Gateway V2 리소스 유형 참조 (p. 889)
• AWS AppConfig 리소스 유형 참조 (p. 949)
• Amazon AppFlow 리소스 유형 참조 (p. 974)
• Amazon AppIntegrations 리소스 유형 참조 (p. 1058)
• Application Auto Scaling 리소스 유형 참조 (p. 1063)
• AWS App Mesh 리소스 유형 참조 (p. 1089)
• AWS App Runner 리소스 유형 참조 (p. 1214)
• Amazon AppStream 2.0 리소스 유형 참조 (p. 1233)
• AWS AppSync 리소스 유형 참조 (p. 1261)
• Alexa Skills Kit 리소스 유형 참조 (p. 1306)
• Amazon Athena 리소스 유형 참조 (p. 1312)
• AWS Audit Manager 리소스 유형 참조 (p. 1331)
• AWS Auto Scaling 리소스 유형 참조 (p. 1343)
• AWS Backup 리소스 유형 참조 (p.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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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Batch 리소스 유형 참조 (p. 1374)
•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Budgets 리소스 유형 참조 (p. 1422)
• AWS Certificate Manager 리소스 유형 참조 (p. 1445)
• AWS Chatbot 리소스 유형 참조 (p. 1451)
• AWS Cloud9 리소스 유형 참조 (p. 1454)
• AWS CloudFormation 리소스 유형 참조 (p. 1458)
• Amazon CloudFront 리소스 유형 참조 (p. 1505)
• AWS Cloud Map 리소스 유형 참조 (p. 1586)
• AWS CloudTrail 리소스 유형 참조 (p. 1612)
• Amazon CloudWatch 리소스 유형 참조 (p. 1622)
• Amazon CloudWatch Application Insights 리소스 유형 참조 (p. 1654)
• Amazon CloudWatch Logs 리소스 유형 참조 (p. 1677)
• Amazon CloudWatch Synthetics 리소스 유형 참조 (p. 1692)
• AWS CodeArtifact 리소스 유형 참조 (p. 1706)
• AWS CodeBuild 리소스 유형 참조 (p. 1716)
• AWS CodeCommit 리소스 유형 참조 (p. 1768)
• AWS CodeDeploy 리소스 유형 참조 (p. 1775)
• Amazon CodeGuru Profiler 리소스 유형 참조 (p. 1819)
• Amazon CodeGuru Reviewer 리소스 유형 참조 (p. 1823)
• AWS CodePipeline 리소스 유형 참조 (p. 1829)
• AWS CodeStar 리소스 유형 참조 (p. 1861)
• AWS CodeStar Connections 리소스 유형 참조 (p. 1866)
• AWS CodeStar 알림 리소스 유형 참조 (p. 1869)
• Amazon Cognito 리소스 유형 참조 (p. 1873)
• AWS Config 리소스 유형 참조 (p. 1958)
• Amazon Connect 리소스 유형 참조 (p. 2017)
• Amazon Connect Customer Profiles 리소스 유형 참조 (p. 2022)
• AWS Cost Explorer 리소스 유형 참조 (p. 2048)
• AWS 비용 및 사용 보고서 리소스 유형 참조 (p. 2062)
• AWS Glue DataBrew 리소스 유형 참조 (p. 2065)
• Amazon Data Lifecycle Manager 리소스 유형 참조 (p. 2134)
• AWS Data Pipeline 리소스 유형 참조 (p. 2157)
• AWS DataSync 리소스 유형 참조 (p. 2172)
• DynamoDB Accelerator 리소스 유형 참조 (p. 2212)
• Amazon Detective 리소스 유형 참조 (p. 2224)
• Amazon DevOps Guru 리소스 유형 참조 (p. 2228)
• AWS Directory Service 리소스 유형 참조 (p. 2236)
•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리소스 유형 참조 (p. 2244)
• Amazon DocumentDB 리소스 유형 참조 (p. 2285)
• Amazon DynamoDB 리소스 유형 참조 (p. 2300)
•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리소스 유형 참조 (p. 2346)
• Amazon EC2 Auto Scaling 리소스 유형 참조 (p. 2676)
• Amazon ECR 리소스 유형 참조 (p. 2751)
• Amazon ECS 리소스 유형 참조 (p. 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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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Elastic File System 리소스 유형 참조 (p. 2880)
• Amazon Elastic Kubernetes Service 리소스 유형 참조 (p. 2905)
• Amazon ElastiCache 리소스 유형 참조 (p. 2930)
• AWS Elastic Beanstalk 리소스 유형 참조 (p. 2976)
• Elastic Load Balancing 리소스 유형 참조 (p. 3005)
• Elastic Load Balancing V2 리소스 유형 참조 (p. 3021)
• Amazon EMR 리소스 유형 참조 (p. 3103)
• Amazon EMR on EKS 리소스 유형 참조 (p. 3197)
• Amazon OpenSearch Service 리소스 유형 참조 (p. 3202)
• Amazon EventBridge 리소스 유형 참조 (p. 3225)
• Amazon EventBridge 스키마 리소스 유형 참조 (p. 3273)
• Amazon FinSpace 스키마 리소스 유형 참조 (p. 3285)
• AWS Fault Injection Simulator 리소스 유형 참조 (p. 3290)
• AWS Firewall Manager 리소스 유형 참조 (p. 3297)
• Amazon Fraud Detector 리소스 유형 참조 (p. 3315)
• Amazon FSx 리소스 유형 참조 (p. 3350)
• Amazon GameLift 리소스 유형 참조 (p. 3372)
• AWS Global Accelerator 리소스 유형 참조 (p. 3430)
• AWS Glue 리소스 유형 참조 (p. 3443)
• AWS Ground Station 리소스 유형 참조 (p. 3544)
• Amazon GuardDuty 리소스 유형 참조 (p. 3582)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리소스 유형 참조 (p. 3600)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ccess Analyzer 리소스 유형 참조 (p. 3644)
• EC2 Image Builder 리소스 유형 참조 (p. 3649)
• AWS Systems Manager Incident Manager 리소스 유형 참조 (p. 3701)
• Incident Manager 연락처 (p. 3711)
• Amazon Inspector 리소스 유형 참조 (p. 3718)
• AWS IoT 리소스 유형 참조 (p. 3725)
• AWS IoT 1-Click 리소스 유형 참조 (p. 3826)
• AWS IoT Analytics 리소스 유형 참조 (p. 3836)
• Device Advisor 리소스 유형 참조 (p. 3901)
• AWS IoT Events 리소스 유형 참조 (p. 3904)
• Fleet Hub for AWS IoT Device Management 리소스 유형 참조 (p. 3944)
• AWS IoT Greengrass 리소스 유형 참조 (p. 3946)
• AWS IoT Greengrass Version 2 리소스 유형 참조 (p. 4062)
• AWS IoT SiteWise 리소스 유형 참조 (p. 4075)
• AWS IoT Things Graph 리소스 유형 참조 (p. 4109)
• AWS IoT Wireless 리소스 유형 참조 (p. 4110)
• Amazon IVS 리소스 유형 참조 (p. 4143)
• Amazon Kendra 리소스 유형 참조 (p. 4157)
• Amazon Keyspaces (for Apache Cassandra) 리소스 유형 참조 (p. 4226)
• Amazon Kinesis 리소스 유형 참조 (p. 4239)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리소스 유형 참조 (p. 4246)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V2 리소스 유형 참조 (p. 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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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리소스 유형 참조 (p. 4333)
• AWS Key Management Service 리소스 유형 참조 (p. 4393)
• AWS Lake Formation 리소스 유형 참조 (p. 4415)
• AWS Lambda 리소스 유형 참조 (p. 4425)
• AWS License Manager 리소스 유형 참조 (p. 4478)
• Amazon Location Service 리소스 유형 참조 (p. 4489)
• Amazon Lookout for Equipment 리소스 유형 참조 (p. 4502)
• Amazon Lookout for Metrics 리소스 유형 참조 (p. 4506)
• Amazon Lookout for Vision 리소스 유형 참조 (p. 4526)
• Amazon Macie 리소스 유형 참조 (p. 4528)
• Amazon Managed Blockchain 리소스 유형 참조 (p. 4537)
• AWS Elemental MediaConnect 리소스 유형 참조 (p. 4553)
• AWS Elemental MediaConvert 리소스 유형 참조 (p. 4578)
• AWS Elemental MediaLive 리소스 유형 참조 (p. 4592)
• AWS Elemental MediaPackage 리소스 유형 참조 (p. 4784)
• AWS Elemental MediaStore 리소스 유형 참조 (p. 4829)
• Amazon MQ 리소스 유형 참조 (p. 4835)
• Amazon Managed Streaming for Apache Kafka 리소스 유형 참조 (p. 4860)
• Amazon Managed Workflows for Apache Airflow 리소스 유형 참조 (p. 4908)
• Amazon Neptune 리소스 유형 참조 (p. 4918)
• AWS Network Firewall 리소스 유형 참조 (p. 4934)
• AWS Network Manager 리소스 유형 참조 (p. 4978)
• Amazon Nimble Studio 리소스 유형 참조 (p. 4999)
• AWS OpsWorks 리소스 유형 참조 (p. 5017)
• AWS OpsWorks CM 리소스 유형 참조 (p. 5078)
• Amazon Pinpoint 리소스 유형 참조 (p. 5090)
• Amazon Pinpoint 이메일 리소스 유형 참조 (p. 5162)
• Amazon QLDB 리소스 유형 참조 (p. 5179)
• Amazon QuickSight 리소스 유형 참조 (p. 5188)
• AWS Resource Access Manager 리소스 유형 참조 (p. 5300)
•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리소스 유형 참조 (p. 5304)
• Amazon Redshift 리소스 유형 참조 (p. 5402)
• AWS Resource Groups 리소스 유형 참조 (p. 5427)
• AWS RoboMaker 리소스 유형 참조 (p. 5441)
• Amazon Route 53 리소스 유형 참조 (p. 5462)
• Amazon Route 53 복구 제어 리소스 유형 참조 (p. 5513)
• Amazon Route 53 복구 준비 상태 리소스 유형 참조 (p. 5523)
• Amazon Route 53 Resolver 리소스 유형 참조 (p. 5533)
•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리소스 유형 참조 (p. 5560)
•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객체 Lambda 리소스 유형 참조 (p. 5696)
• Outposts 리소스 유형 참조의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p. 5701)
• Amazon SageMaker 리소스 유형 참조 (p. 5722)
• AWS Secrets Manager 리소스 유형 참조 (p. 5934)
• AWS Service Catalog 리소스 유형 참조 (p. 5971)
• AWS Service Catalog 앱 레지스트리 리소스 유형 참조 (p. 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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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Security Hub 리소스 유형 참조 (p. 6017)
• Amazon Simple Email Service 리소스 유형 참조 (p. 6018)
• AWS Signer 리소스 유형 참조 (p. 6053)
• Amazon SimpleDB 리소스 유형 참조 (p. 6056)
•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리소스 유형 참조 (p. 6057)
• Amazon Simple Queue Service 리소스 유형 참조 (p. 6068)
•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리소스 유형 참조 (p. 6078)
• AWS Step Functions 리소스 유형 참조 (p. 6089)
• AWS Systems Manager 리소스 유형 참조 (p. 6102)
• Amazon Timestream 리소스 유형 참조 (p. 6227)
• AWS Transfer Family 리소스 유형 참조 (p. 6231)
• AWS WAF 리소스 유형 참조 (p. 6250)
• AWS WAF Regional 리소스 유형 참조 (p. 6293)
• AWS WAF V2 리소스 유형 참조 (p. 6347)
• Amazon WorkSpaces 리소스 유형 참조 (p. 6459)
• AWS X-Ray 리소스 유형 참조 (p. 6465)
• 공유 속성 유형 참조 (p. 6479)

AWS Private Certificate Authority 리소스 유형 참조
ACM Private CA is not available in the China (Beijing) Region or China (Ningxia) Region.
리소스 유형
• AWS::ACMPCA::Certificate (p. 725)
•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p. 744)
•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Activation (p. 769)

AWS::ACMPCA::Certificate
AWS::ACMPCA::Certificate 리소스는 사설 인증 기관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발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세한 내용은 IssueCertificate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CMPCA::Certificate",
"Properties" : {
"ApiPassthrough" : ApiPassthrough (p. 728),
"CertificateAuthorityArn" : String,
"CertificateSigningRequest" : String,
"SigningAlgorithm" : String,
"TemplateArn" : String,
"Validity" : Validity (p. 743),
"ValidityNotBefore" : Validity (p. 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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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ACMPCA::Certificate
Properties:
ApiPassthrough:
ApiPassthrough (p. 728)
CertificateAuthorityArn: String
CertificateSigningRequest: String
SigningAlgorithm: String
TemplateArn: String
Validity:
Validity (p. 743)
ValidityNotBefore:
Validity (p. 743)

Properties
ApiPassthrough
발급된 인증서에 포함할 X.509 인증서 정보를 지정합니다. APIPassthrough 또는
APICSRPassthrough 템플릿 변형을 선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파라미터는 무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piPassthrough (p. 72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ertificateAuthorityArn
인증서를 발행하는 데 사용한 사설 CA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ertificateSigningRequest
인증서에 대한 인증서 서명 요청(CSR)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igningAlgorithm
발행할 인증서에 서명하는 데 사용할 알고리즘의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CreateCertificateAuthority 작업에서 CSR에 서명하는 데 사용되는
SigningAlgorithm 파라미터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HA256WITHECDSA | SHA256WITHRSA | SHA384WITHECDSA | SHA384WITHRSA |
SHA512WITHECDSA | SHA512WITHRSA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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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Arn
인증서를 발행할 때 사용할 사용자 지정 구성 템플릿을 지정합니다.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ACM 사설 CA가 EndEntityCertificate/V1 템플릿으로 기본 설정됩니다. ACM 사설 CA 템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idity
인증서가 유효한 기간입니다.
Required: 예
Type: 유효성 (p. 74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idityNotBefore
인증서 유효 기간의 시작을 설명하는 정보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인증서의 “이후(Not Before)” 날짜를 설
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할 때 ACM Private CA는 “이후(Not Before)” 날짜를 발급 시간에서
60분을 뺀 값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컴퓨터 시스템 간의 클록 불일치가 보완됩니다. 이
ValidityNotBefore 파라미터는 “이후(Not Before)” 값을 사용자 지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Validity 파라미터와 달리 ValidityNotBefore 파라미터는 선택 사항입니다.
ValidityNotBefore 값은 Validity 유형 값 ABSOLUTE를 사용하여 명시적인 날짜 및 시간으로 표
현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유효성 (p. 74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참조는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AWS::ACMPCA::Certificate.Arn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식별하고 AWS::ACMPCA::Certificate.CertificateAuthorityArn을 사용하여
인증 기관을 식별합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발행된 인증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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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발행된 Base64 PEM 인코딩된 인증서입니다.

AWS::ACMPCA::Certificate ApiPassthrough
발급된 인증서에 넣을 X.509 인증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APIPassthrough 또는 APICSRPassthrough
템플릿 변형을 선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파라미터는 무시됩니다.
다른 소스에서 충돌하거나 중복된 인증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ACM Private CA는 작업 규칙 순서를 적용하
여 사용할 정보를 결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tensions" : Extensions (p. 730),
"Subject" : Subject (p. 739)

YAML
Extensions:
Extensions (p. 730)
Subject:
Subject (p. 739)

Properties
Extensions
인증서에 대한 X.509 확장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xtensions (p. 73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ject
인증서 주체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인증서의 주체 필드는 인증서의 공개 키를 소유하거나 제어
하는 엔티티를 식별합니다. 엔티티는 사용자, 컴퓨터, 장치 또는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주체는 X.500 고
유 이름(DN) 을 포함해야 합니다. DN은 상대 고유 이름(RDN) 의 시퀀스입니다. RDN은 인증서에서 쉼
표로 구분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ubject (p. 73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ACMPCA::Certificate EdiPartyName
RFC 5280의 주체 대체 이름에 정의된 대로 EDI (전자 데이터 교환) 엔티티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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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Assigner" : String,
"PartyName" : String

YAML
NameAssigner: String
PartyName: String

Properties
NameAssigner
이름 지정자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rtyName
파티 이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ACMPCA::Certificate ExtendedKeyUsage
KeyUsage 확장에 표시된 기본 용도 이외에 인증된 공개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용도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tendedKeyUsageObjectIdentifier" : String,
"ExtendedKeyUsageTyp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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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ExtendedKeyUsageObjectIdentifier: String
ExtendedKeyUsageType: String

Properties
ExtendedKeyUsageObjectIdentifier
OID(객체 식별자)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ExtendedKeyUsage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64
Pattern: ^([0-2])\.([0-9]|([0-3][0-9]))((\.([0-9]+)){0,12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tendedKeyUsageType
RFC 5280에 정의된 대로 표준 ExtendedKeyUsage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ERTIFICATE_TRANSPARENCY | CLIENT_AUTH | CODE_SIGNING |
DOCUMENT_SIGNING | EMAIL_PROTECTION | OCSP_SIGNING | SERVER_AUTH |
SMART_CARD_LOGIN | TIME_STAMPING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ACMPCA::Certificate 확장
인증서에 대한 X.509 확장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Policies" : [ PolicyInformation (p. 737), ... ],
"ExtendedKeyUsage" : [ ExtendedKeyUsage (p. 729), ... ],
"KeyUsage" : KeyUsage (p. 734),
"SubjectAlternativeNames" : [ GeneralName (p. 731), ... ]

YAML
CertificatePolicies:
- PolicyInformation (p. 737)
ExtendedKey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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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ndedKeyUsage (p. 729)
KeyUsage:
KeyUsage (p. 734)
SubjectAlternativeNames:
- GeneralName (p. 731)

Properties
CertificatePolicies
개체 식별자(OID) 와 선택적 한정자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정책 정보 용어의 시퀀스를 포함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NIST의 OID (개체 식별자)정의를 참조하십시오.
최종 엔티티 인증서에서 이 용어는 인증서가 발급된 정책과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는 목적을 나타냅니
다. CA 인증서에서 이러한 용어는 이 인증서를 포함하는 인증 경로에 대한 정책 집합을 제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olicyInformation (p. 737) 목록
Maximum: 2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tendedKeyUsage
KeyUsage 확장에 표시된 기본 용도 이외에 인증된 공개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용도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xtendedKeyUsage (p. 729) 목록 (p. 729)
Maximum: 2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yUsage
인증서에 포함된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나 이상 정의합니다. 각 옵션의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eyUsage (p. 73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jectAlternativeNames
주체 대체 이름 확장명을 사용하면 자격 증명을 인증서 주체에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ID는 인증
서의 제목 필드에 ID 외에 또는 ID 대신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eneralName (p. 731) 목록
Maximum: 2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ACMPCA::Certificate GeneralName
RFC 5280에 정의된 대로 ASN.1 X.400 GeneralName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이름 지정 옵션 중 하나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옵션을 제공하면 InvalidArgsException 오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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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rectoryName" : Subject (p. 739),
"DnsName" : String,
"EdiPartyName" : EdiPartyName (p. 728),
"IpAddress" : String,
"OtherName" : OtherName (p. 736),
"RegisteredId" : String,
"Rfc822Name" : String,
"UniformResourceIdentifier" : String

YAML
DirectoryName:
Subject (p. 739)
DnsName: String
EdiPartyName:
EdiPartyName (p. 728)
IpAddress: String
OtherName:
OtherName (p. 736)
RegisteredId: String
Rfc822Name: String
UniformResourceIdentifier: String

Properties
DirectoryName
인증서 주체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해당 인증서는 개인 CA (인증 기관) 에서 발급한 인증서이거
나 개인 CA 인증서일 수 있습니다. 인증서의 주체 필드는 인증서의 공개 키를 소유하거나 제어하는 엔
티티를 식별합니다. 엔티티는 사용자, 컴퓨터, 장치 또는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주체는 X.500 고유 이름
(DN) 을 포함해야 합니다. DN은 상대 고유 이름(RDN) 의 시퀀스입니다. RDN은 인증서에서 쉼표로 구
분됩니다. DN은 각 엔티티에 대해 고유해야 하지만 개인 CA는 동일한 엔티티에 대해 동일한 DN을 가진
둘 이상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ubject (p. 73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nsName
GeneralName를 DNS 이름으로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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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PartyName
GeneralName를 EdiPartyName 객체로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diPartyName (p. 72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pAddress
GeneralName를 IPv4 또는 IPv6 주소로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3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therName
GeneralName를 OtherName 객체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therName (p. 73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gisteredId
GeneralName를 개체 식별자 (OID)로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64
Pattern: ^([0-2])\.([0-9]|([0-3][0-9]))((\.([0-9]+)){0,12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fc822Name
GeneralName를 RFC 822 전자 메일 주소로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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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ormResourceIdentifier
GeneralName를 URI로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ACMPCA::Certificate KeyUsage
인증서에 포함된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한 가지 이상 정의합니다. 각 옵션의 기본값은 false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RLSign" : Boolean,
"DataEncipherment" : Boolean,
"DecipherOnly" : Boolean,
"DigitalSignature" : Boolean,
"EncipherOnly" : Boolean,
"KeyAgreement" : Boolean,
"KeyCertSign" : Boolean,
"KeyEncipherment" : Boolean,
"NonRepudiation" : Boolean

YAML
CRLSign: Boolean
DataEncipherment: Boolean
DecipherOnly: Boolean
DigitalSignature: Boolean
EncipherOnly: Boolean
KeyAgreement: Boolean
KeyCertSign: Boolean
KeyEncipherment: Boolean
NonRepudiation: Boolean

Properties
CRLSign
키는 CRL 서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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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Encipherment
키는 데이터 해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cipherOnly
키는 데이터 해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igitalSignature
키는 디지털 서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cipherOnly
키는 데이터 암호화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yAgreement
키는 키-계약 프로토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yCertSign
키는 인증서 서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yEncipherment
키는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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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onRepudiation
키는 부인 방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ACMPCA::Certificate OtherName
객체 식별자(OID) 및 값을 사용하여 사용자 ASN.1 X.400 GeneralName을 정의합니다. OID는 아래 표시된
정규 표현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IST의 객체 식별자(OID)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Id" : String,
"Value" : String

YAML
TypeId: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TypeId
OID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64
Pattern: ^([0-2])\.([0-9]|([0-3][0-9]))((\.([0-9]+)){0,12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ue
OID 값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API 버전 2010-05-15
73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Private CA

최소: 0
Maximum: 25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ACMPCA::Certificate PolicyInformation
X.509 CertificatePolicies 확장자를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PolicyId" : String,
"PolicyQualifiers" : [ PolicyQualifierInfo (p. 738), ... ]

YAML
CertPolicyId: String
PolicyQualifiers:
- PolicyQualifierInfo (p. 738)

Properties
CertPolicyId
인증서가 발급된 인증서 정책의 OID(개체 식별자)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IST의 객체 식별자
(OID)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64
Pattern: ^([0-2])\.([0-9]|([0-3][0-9]))((\.([0-9]+)){0,12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licyQualifiers
한정자와 함께 주어진 CertPolicyId를 수정합니다. ACM 프라이빗 CA는 CPS (인증 사례문) 한정자
를 지원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olicyQualifierInfo (p. 738) 목록
Maximum: 2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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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CMPCA::Certificate PolicyQualifierInfo
한정자를 사용하여 CertPolicyId 개체의 PolicyInformation를 수정합니다. ACM 프라이빗 CA는
CPS (인증 사례문) 한정자를 지원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olicyQualifierId" : String,
"Qualifier" : Qualifier (p. 738)

YAML
PolicyQualifierId: String
Qualifier:
Qualifier (p. 738)

Properties
PolicyQualifierId
CertPolicyId를 수정하는 한정자를 식별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P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Qualifier
한정자 유형을 정의합니다. ACM 전용 CA는 이 필드에서 CPS 한정자에 대한 URI 사용을 지원합니다.
Required: 예
Type: Qualifier (p. 73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ACMPCA::Certificate Qualifier
PolicyInformation 한정자를 정의합니다. ACM 개인 CA는 RFC 5280에 정의된 CPS (인증 사례문) 한정
자를 지원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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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sUri" : String

YAML
CpsUri: String

Properties
CpsUri
CA에서 게시한 CPS (인증 사례문) 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ACMPCA::Certificate 주체
인증서 주체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인증서의 Subject 필드는 인증서의 공개 키를 소유하거나 제
어하는 엔티티를 식별합니다. 엔티티는 사용자, 컴퓨터, 장치 또는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Subject 에는
X.500 DN(고유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DN은 상대 고유 이름 (RDN) 의 시퀀스입니다. RDN은 인증서에서 쉼
표로 구분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monName" : String,
"Country" : String,
"DistinguishedNameQualifier" : String,
"GenerationQualifier" : String,
"GivenName" : String,
"Initials" : String,
"Locality" : String,
"Organization" : String,
"OrganizationalUnit" : String,
"Pseudonym" : String,
"SerialNumber" : String,
"State" : String,
"Surname" : String,
"Title" : String

YAML
CommonName: String
Country: String
DistinguishedNameQualifier: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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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Qualifier: String
GivenName: String
Initials: String
Locality: String
Organization: String
OrganizationalUnit: String
Pseudonym: String
SerialNumber: String
State: String
Surname: String
Title: String

Properties
CommonName
개인 PKI의 CA 및 최종 엔터티 인증서의 경우 CN(일반 이름) 은 길이 제한 내의 모든 문자열일 수 있습
니다.
참고: 공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의 경우 일반 이름은 인증서 주체와 연결된 정규화된 도메인 이
름(FQDN)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untry
인증서 주체가 위치한 국가를 지정하는 2자리 코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
Maximum: 2
Pattern: [A-Za-z]{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istinguishedNameQualifier
인증서 주체에 대한 모호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64
Pattern: [a-zA-Z0-9'()+-.?:/=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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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Qualifier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름에 추가되는 한정자입니다. 예: 하급을 뜻하는 Jr., 상급을 뜻하는 Sr., 세 번째를
뜻하는 III.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ivenName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itials
일반적으로 GivenName의 첫 글자, 중간 이름의 첫 글자(있는 경우), Surname의 첫 글자를 포함하는 연
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cality
인증서 주체가 있는 지역(예: 도시 또는 마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2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rganization
인증서 주체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상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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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0
Maximum: 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rganizationalUnit
인증서 주체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하위 부서 또는 단위(예: 영업 또는 재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seudonym
일반적으로 GivenName의 단축 버전입니다. 예를 들어, Jonathan은 종종 John으로 단축됩니다.
Elizabeth는 종종 Beth, Liz 또는 Eliza로 단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2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rialNumber
인증서 일련 번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64
Pattern: [a-zA-Z0-9'()+-.?:/=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te
인증서 주체가 있는 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2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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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name
성.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에서는 개인의 성을 마지막으로 나열합니다.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을 먼저 나열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4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itle
Mr. 또는 Ms. 와 같은 제목으로, 인증서 주체를 공식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이름 앞에 붙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ACMPCA::Certificate Validity
프라이빗 인증 기관(CA)에서 발급한 인증서 또는 프라이빗 CA 자체의 기간(일, 월 또는 연)이 유효합니다.
IssueCertificate 작업을 호출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String,
"Value" : Double

YAML
Type: String
Value: Double

Properties
Type
Value 파라미터로 일, 월 또는 연을 나타낼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API 버전 2010-05-15
74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Private CA

허용된 값: ABSOLUTE | DAYS | END_DATE | MONTHS | YEAR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ue
아래의 Type 값에 따라 해석되는 긴 정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리소스를 사용하여 사설 CA를 생성합니다. CA가 존재하면
AWS::ACMPCA::Certificate 리소스를 사용하여 새 CA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프레미스
CA를 사용하여 CA 인증서를 발행한 다음,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Activation 리소
스를 사용하여 새 CA 인증서를 가져오고 CA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Note
CloudFormation 스택에서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리소스를 제거하기 전에 영
향을 받는 CA를 비활성화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작업이 실패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 연
결된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Activation 리소스를 제거하여 CA를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Properties" : {
"CsrExtensions" : CsrExtensions (p. 758),
"KeyAlgorithm" : String,
"KeyStorageSecurityStandard" : String,
"RevocationConfiguration" : RevocationConfiguration (p. 766),
"SigningAlgorithm" : String,
"Subject" : Subject (p. 767),
"Tags" : [ Tag, ... ],
"Type" : String
}

YAML
Type: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Properties:
CsrExtensions:
CsrExtensions (p. 758)
KeyAlgorithm: String
KeyStorageSecurityStandard: String
RevocationConfiguration:
RevocationConfiguration (p. 766)
SigningAlgorithm: String
Subject:
Subject (p.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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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Tag
Type: String

Properties
CsrExtensions
인증서 서명 요청(CSR)의 확장 섹션에 추가할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srExtensions (p. 75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yAlgorithm
CA가 인증서를 발행할 때 만드는 키 페어의 퍼블릭 키 알고리즘의 유형과 크기(비트)입니다. 하위 CA를
만들 때는 상위 CA에서 지원하는 키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C_prime256v1 | EC_secp384r1 | RSA_2048 | RSA_409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yStorageSecurityStandard
CA 키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키 규정 관리 준수 표준을 지정합니다.
기본값: FIPS_140_2_LEVEL_3_OR_HIGHER
참고: FIPS_140_2_LEVEL_3_OR_HIGHER은(는) ap-northeast-3 리전에서는 지원되지 않습
니다. ap-northeast-3에서 CA를 생성할 때 KeyStorageSecurityStandard에 대한 인수로
FIPS_140_2_LEVEL_2_OR_HIGHER을(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지정된 보안 표준으
로 이 리전에서 인증 기관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InvalidArgsException이(가)
나타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IPS_140_2_LEVEL_2_OR_HIGHER | FIPS_140_2_LEVEL_3_OR_HIGHER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vocationConfiguration
사설 CA에서 만들고 유지하는 인증서 취소 목록(CRL)에 대한 정보입니다. CreateCertificateAuthority
및 UpdateCertificateAuthority 작업에 사용되는 인증서 취소 정보입니다. 인증 기관은 인증서 취소 목록
(CRL)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CRL에는 취소된 인증서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vocationConfiguration (p. 76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gningAlgorithm
사설 CA에서 인증서 요청에 서명하는 데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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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라미터는 인증서 발행 시 인증서에 서명하는 데 사용되는 SigningAlgorithm 파라미터와 혼동해
서는 안 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HA256WITHECDSA | SHA256WITHRSA | SHA384WITHECDSA | SHA384WITHRSA |
SHA512WITHECDSA | SHA512WITHRSA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ject
사설 CA에 대한 X.500 고유 이름 정보가 포함된 구조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제목 (p. 76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새로운 사설 CA에 연결될 키-값 페어입니다. 사설 CA에 태그를 최대 50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IAM
과 태그를 사용한 권한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태그를 사용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사설 CA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ROOT | SUBORDINAT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인증 기관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인증서를 발행한 사설 CA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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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SigningRequest
인증 기관 인증서에 대한 Base64 PEM 인코딩 인증서 서명 요청(CSR)입니다.

예제
다음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CA 계층 구조를 설정합니다. 이 예에서는
AWS::ACMPCA::Certificate,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및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Activation 리소스의 사용을 보여줍니다.

사설 CA 계층 구조 선언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2010-09-09",
"Description":"Cloudformation template to setup CA.",
"Resources":{
"RootCA":{
"Type":"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Properties":{
"Type":"ROOT",
"KeyAlgorithm":"RSA_2048",
"SigningAlgorithm":"SHA256WITHRSA",
"Subject":{
"Country":"US",
"Organization":"string",
"OrganizationalUnit":"string",
"DistinguishedNameQualifier":"string",
"State":"string",
"CommonName":"123",
"SerialNumber":"string",
"Locality":"string",
"Title":"string",
"Surname":"string",
"GivenName":"string",
"Initials":"DG",
"Pseudonym":"string",
"GenerationQualifier":"DBG"
},
"RevocationConfiguration":{
"CrlConfiguration":{
"Enabled":false
}
}
}
},
"RootCACertificate":{
"Type":"AWS::ACMPCA::Certificate",
"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
"Ref":"RootCA"
},
"CertificateSigningRequest":{
"Fn::GetAtt":[
"RootCA",
"CertificateSigningRequest"
]
},
"SigningAlgorithm":"SHA256WITHRSA",
"TemplateArn":"arn:aws:acm-pca:::template/RootCACertificate/V1",
"Validity":{
"Type":"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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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100

}
},
"RootCAActivation":{
"Type":"AWS::ACMPCA::CertificateAuthorityActivation",
"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
"Ref":"RootCA"
},
"Certificate":{
"Fn::GetAtt":[
"RootCACertificate",
"Certificate"
]
},
"Status":"ACTIVE"
}
},
"SubordinateCAOne":{
"Type":"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Properties":{
"Type":"SUBORDINATE",
"KeyAlgorithm":"RSA_2048",
"SigningAlgorithm":"SHA256WITHRSA",
"Subject":{
"Country":"US",
"Organization":"string",
"OrganizationalUnit":"string",
"DistinguishedNameQualifier":"string",
"State":"string",
"CommonName":"Sub1",
"SerialNumber":"string",
"Locality":"string",
"Title":"string",
"Surname":"string",
"GivenName":"string",
"Initials":"DG",
"Pseudonym":"string",
"GenerationQualifier":"DBG"
},
"RevocationConfiguration":{
},
"Tags":[
}

V1",

]

},
"SubordinateCAOneCACertificate":{
"DependsOn":"RootCAActivation",
"Type":"AWS::ACMPCA::Certificate",
"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
"Ref":"RootCA"
},
"CertificateSigningRequest":{
"Fn::GetAtt":[
"SubordinateCAOne",
"CertificateSigningRequest"
]
},
"SigningAlgorithm":"SHA256WITHRSA",
"TemplateArn":"arn:aws:acm-pca:::template/SubordinateCACertificate_PathLen3/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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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DAYS",
"Value":90

},
"SubordinateCAOneActivation":{
"Type":"AWS::ACMPCA::CertificateAuthorityActivation",
"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
"Ref":"SubordinateCAOne"
},
"Certificate":{
"Fn::GetAtt":[
"SubordinateCAOneCACertificate",
"Certificate"
]
},
"CertificateChain":{
"Fn::GetAtt":[
"RootCAActivation",
"CompleteCertificateChain"
]
},
"Status":"ACTIVE"
}
},
"SubordinateCATwo":{
"Type":"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Properties":{
"Type":"SUBORDINATE",
"KeyAlgorithm":"RSA_2048",
"SigningAlgorithm":"SHA256WITHRSA",
"Subject":{
"Country":"US",
"Organization":"string",
"OrganizationalUnit":"string",
"DistinguishedNameQualifier":"string",
"State":"string",
"SerialNumber":"string",
"Locality":"string",
"Title":"string",
"Surname":"string",
"GivenName":"string",
"Initials":"DG",
"Pseudonym":"string",
"GenerationQualifier":"DBG"
},
"Tags":[
{
"Key":"Key1",
"Value":"Value1"
},
{
"Key":"Key2",
"Value":"Value2"
}
]
}
},
"SubordinateCATwoCACertificate":{
"DependsOn":"SubordinateCAOneActivation",
"Type":"AWS::ACMPCA::Certificate",
"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
"Ref":"SubordinateCA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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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CertificateSigningRequest":{
"Fn::GetAtt":[
"SubordinateCATwo",
"CertificateSigningRequest"
]
},
"SigningAlgorithm":"SHA256WITHRSA",
"TemplateArn":"arn:aws:acm-pca:::template/SubordinateCACertificate_PathLen2/
"Validity":{
"Type":"DAYS",
"Value":80
}

}
},
"SubordinateCATwoActivation":{
"Type":"AWS::ACMPCA::CertificateAuthorityActivation",
"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
"Ref":"SubordinateCATwo"
},
"Certificate":{
"Fn::GetAtt":[
"SubordinateCATwoCACertificate",
"Certificate"
]
},
"CertificateChain":{
"Fn::GetAtt":[
"SubordinateCAOneActivation",
"CompleteCertificateChain"
]
}
}
},
"EndEntityCertificate":{
"DependsOn":"SubordinateCATwoActivation",
"Type":"AWS::ACMPCA::Certificate",
"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
"Ref":"SubordinateCATwo"
},
"CertificateSigningRequest":{
"Fn::Join":[
"\n",
[
"-----BEGIN CERTIFICATE REQUEST-----",
"MIICvDCCAaQCAQAwdzELMAkGA1UEBhMCVVMxDTALBgNVBAgMBFV0YWgxDzANBgNV",
"BAcMBkxpbmRvbjEWMBQGA1UECgwNRGlnaUNlcnQgSW5jLjERMA8GA1UECwwIRGln",
"aUNlcnQxHTAbBgNVBAMMFGV4YW1wbGUuZGlnaWNlcnQuY29tMIIBIjANBgkqhkiG",
"9w0BAQEFAAOCAQ8AMIIBCgKCAQEA8+To7d+2kPWeBv/orU3LVbJwDrSQbeKamCmo",
"wp5bqDxIwV20zqRb7APUOKYoVEFFOEQs6T6gImnIolhbiH6m4zgZ/CPvWBOkZc+c",
"1Po2EmvBz+AD5sBdT5kzGQA6NbWyZGldxRthNLOs1efOhdnWFuhI162qmcflgpiI",
"WDuwq4C9f+YkeJhNn9dF5+owm8cOQmDrV8NNdiTqin8q3qYAHHJRW28glJUCZkTZ",
"wIaSR6crBQ8TbYNE0dc+Caa3DOIkz1EOsHWzTx+n0zKfqcbgXi4DJx+C1bjptYPR",
"BPZL8DAeWuA8ebudVT44yEp82G96/Ggcf7F33xMxe0yc+Xa6owIDAQABoAAwDQYJ",
"KoZIhvcNAQEFBQADggEBAB0kcrFccSmFDmxox0Ne01UIqSsDqHgL+XmHTXJwre6D",
"hJSZwbvEtOK0G3+dr4Fs11WuUNt5qcLsx5a8uk4G6AKHMzuhLsJ7XZjgmQXGECpY",
"Q4mC3yT3ZoCGpIXbw+iP3lmEEXgaQL0Tx5LFl/okKbKYwIqNiyKWOMj7ZR/wxWg/",
"ZDGRs55xuoeLDJ/ZRFf9bI+IaCUd1YrfYcHIl3G87Av+r49YVwqRDT0VDV7uLgqn",
"29XI1PpVUNCPQGn9p/eX6Qo7vpDaPybRtA2R7XLKjQaF9oXWeCUqy1hvJac9QFO2",
"97Ob1alpHPoZ7mWiEuJwjBPii6a9M9G30nUo39lBi1w=",
"-----END CERTIFICATE REQUES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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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igningAlgorithm":"SHA256WITHRSA",
"Validity":{
"Type":"DAYS",
"Value":70
}

},
"Outputs":{
"CompleteCertificateChain":{
"Value":{
"Fn::GetAtt":[
"SubordinateCATwoActivation",
"CompleteCertificateChain"
]
}
},
"CertificateArn":{
"Value":{
"Fn::GetAtt":[
"EndEntityCertificate",
"Arn"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loudformation template to setup CA.
Resources:
RootCA:
Type: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Properties:
Type: ROOT
KeyAlgorithm: RSA_2048
SigningAlgorithm: SHA256WITHRSA
Subject:
Country: US
Organization: string
OrganizationalUnit: string
DistinguishedNameQualifier: string
State: string
CommonName: '123'
SerialNumber: string
Locality: string
Title: string
Surname: string
GivenName: string
Initials: DG
Pseudonym: string
GenerationQualifier: DBG
RevocationConfiguration:
CrlConfiguration:
Enabled: false
RootCACertificate:
Type: AWS::ACMPCA::Certificate
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
Ref: RootCA
CertificateSigning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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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 RootCA
- CertificateSigningRequest
SigningAlgorithm: SHA256WITHRSA
TemplateArn: arn:aws:acm-pca:::template/RootCACertificate/V1
Validity:
Type: DAYS
Value: 100
RootCAActivation:
Type: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Activation
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
Ref: RootCA
Certificate:
Fn::GetAtt:
- RootCACertificate
- Certificate
Status: ACTIVE
SubordinateCAOne:
Type: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Properties:
Type: SUBORDINATE
KeyAlgorithm: RSA_2048
SigningAlgorithm: SHA256WITHRSA
Subject:
Country: US
Organization: string
OrganizationalUnit: string
DistinguishedNameQualifier: string
State: string
CommonName: Sub1
SerialNumber: string
Locality: string
Title: string
Surname: string
GivenName: string
Initials: DG
Pseudonym: string
GenerationQualifier: DBG
RevocationConfiguration: {}
Tags: []
SubordinateCAOneCACertificate:
DependsOn: RootCAActivation
Type: AWS::ACMPCA::Certificate
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
Ref: RootCA
CertificateSigningRequest:
Fn::GetAtt:
- SubordinateCAOne
- CertificateSigningRequest
SigningAlgorithm: SHA256WITHRSA
TemplateArn: arn:aws:acm-pca:::template/SubordinateCACertificate_PathLen3/V1
Validity:
Type: DAYS
Value: 90
SubordinateCAOneActivation:
Type: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Activation
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
Ref: SubordinateCAOne
Certificate:
Fn::GetAtt:
- SubordinateCAOneCACertificate
- Certificate
Certificate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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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 RootCAActivation
- CompleteCertificateChain
Status: ACTIVE
SubordinateCATwo:
Type: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Properties:
Type: SUBORDINATE
KeyAlgorithm: RSA_2048
SigningAlgorithm: SHA256WITHRSA
Subject:
Country: US
Organization: string
OrganizationalUnit: string
DistinguishedNameQualifier: string
State: string
SerialNumber: string
Locality: string
Title: string
Surname: string
GivenName: string
Initials: DG
Pseudonym: string
GenerationQualifier: DBG
Tags:
- Key: Key1
Value: Value1
- Key: Key2
Value: Value2
SubordinateCATwoCACertificate:
DependsOn: SubordinateCAOneActivation
Type: AWS::ACMPCA::Certificate
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
Ref: SubordinateCAOne
CertificateSigningRequest:
Fn::GetAtt:
- SubordinateCATwo
- CertificateSigningRequest
SigningAlgorithm: SHA256WITHRSA
TemplateArn: arn:aws:acm-pca:::template/SubordinateCACertificate_PathLen2/V1
Validity:
Type: DAYS
Value: 80
SubordinateCATwoActivation:
Type: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Activation
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
Ref: SubordinateCATwo
Certificate:
Fn::GetAtt:
- SubordinateCATwoCACertificate
- Certificate
CertificateChain:
Fn::GetAtt:
- SubordinateCAOneActivation
- CompleteCertificateChain
EndEntityCertificate:
DependsOn: SubordinateCATwoActivation
Type: AWS::ACMPCA::Certificate
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
Ref: SubordinateCATwo
CertificateSigningRequest:
Fn::Join: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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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GIN CERTIFICATE REQUEST-----"
- MIICvDCCAaQCAQAwdzELMAkGA1UEBhMCVVMxDTALBgNVBAgMBFV0YWgxDzANBgNV
- BAcMBkxpbmRvbjEWMBQGA1UECgwNRGlnaUNlcnQgSW5jLjERMA8GA1UECwwIRGln
- aUNlcnQxHTAbBgNVBAMMFGV4YW1wbGUuZGlnaWNlcnQuY29tMIIBIjANBgkqhkiG
- 9w0BAQEFAAOCAQ8AMIIBCgKCAQEA8+To7d+2kPWeBv/orU3LVbJwDrSQbeKamCmo
- wp5bqDxIwV20zqRb7APUOKYoVEFFOEQs6T6gImnIolhbiH6m4zgZ/CPvWBOkZc+c
- 1Po2EmvBz+AD5sBdT5kzGQA6NbWyZGldxRthNLOs1efOhdnWFuhI162qmcflgpiI
- WDuwq4C9f+YkeJhNn9dF5+owm8cOQmDrV8NNdiTqin8q3qYAHHJRW28glJUCZkTZ
- wIaSR6crBQ8TbYNE0dc+Caa3DOIkz1EOsHWzTx+n0zKfqcbgXi4DJx+C1bjptYPR
- BPZL8DAeWuA8ebudVT44yEp82G96/Ggcf7F33xMxe0yc+Xa6owIDAQABoAAwDQYJ
- KoZIhvcNAQEFBQADggEBAB0kcrFccSmFDmxox0Ne01UIqSsDqHgL+XmHTXJwre6D
- hJSZwbvEtOK0G3+dr4Fs11WuUNt5qcLsx5a8uk4G6AKHMzuhLsJ7XZjgmQXGECpY
- Q4mC3yT3ZoCGpIXbw+iP3lmEEXgaQL0Tx5LFl/okKbKYwIqNiyKWOMj7ZR/wxWg/
- ZDGRs55xuoeLDJ/ZRFf9bI+IaCUd1YrfYcHIl3G87Av+r49YVwqRDT0VDV7uLgqn
- 29XI1PpVUNCPQGn9p/eX6Qo7vpDaPybRtA2R7XLKjQaF9oXWeCUqy1hvJac9QFO2
- 97Ob1alpHPoZ7mWiEuJwjBPii6a9M9G30nUo39lBi1w=
- "-----END CERTIFICATE REQUEST-----"
SigningAlgorithm: SHA256WITHRSA
Validity:
Type: DAYS
Value: 70
Outputs:
CompleteCertificateChain:
Value:
Fn::GetAtt:
- SubordinateCATwoActivation
- CompleteCertificateChain
CertificateArn:
Value:
Fn::GetAtt:
- EndEntityCertificate
- Arn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AccessDescription
RFC 5280에 설명된 authorityInfoAccess 및 subjectInfoAccess 확장에서 사용하는 액세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essLocation" : GeneralName (p. 760),
"AccessMethod" : AccessMethod (p. 755)

YAML
AccessLocation:
GeneralName (p. 760)
AccessMethod:
AccessMethod (p. 755)

Properties
AccessLocation
AccessDescription 정보의 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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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GeneralName (p. 76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ccessMethod
AccessDescription 정보의 유형 및 형식입니다.
Required: 예
Type: AccessMethod (p. 75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AccessMethod
확장 액세스의 유형 및 형식을 설명합니다. CustomObjectIdentifier 또는 AccessMethodType 중 하
나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두 결과를 모두 InvalidArgsException에서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essMethodType" : String,
"CustomObjectIdentifier" : String

YAML
AccessMethodType: String
CustomObjectIdentifier: String

Properties
AccessMethodType
AccessMethod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A_REPOSITORY | RESOURCE_PKI_MANIFEST | RESOURCE_PKI_NOTIFY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ustomObjectIdentifier
AccessMethod를 지정하는 객체 식별자(OID) 입니다. OID는 아래 표시된 정규 표현식을 충족해야 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NIST의 객체 식별자(OID)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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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0
Maximum: 64
Pattern: ^([0-2])\.([0-9]|([0-3][0-9]))((\.([0-9]+)){0,12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CrlConfiguration
인증서 취소 목록(CRL)에 대한 구성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설 인증 기관(CA)은 기본 CRL을 만듭니다. 델타
CRL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활성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하여 신규 또는 기존 사설 CA의 CRL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사설 CA는 S3BucketName 파라미터에 지정한 S3 버킷에 CRL을 씁니다. CustomCname 파라
미터 값을 지정하여 버킷의 이름을 숨길 수 있습니다. 사설 CA는 발행하는 각 인증서의 CRL 배포 지점 확장
으로 CNAME 또는 S3 버킷 이름을 복사합니다. S3 버킷 정책은 ACM 사설 CA에 쓰기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
다.
Amazon S3에 저장된 ACM 사설 CA 자산은 암호화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RL 암호화를 참
조하십시오.
사설 CA는 ExpirationInDays 파라미터의 값을 사용하여 CRL의 nextUpdate 필드를 계산합니다. 이 CRL은
다음 업데이트가 1/2 진행된 시점 또는 인증서가 취소될 때 새로 고쳐집니다. 인증서가 취소되면 생성된 다음
CRL 및 다음 감사 보고서에 기록됩니다. 시간이 유효한 인증서가 CRL에 나열됩니다. 만료된 인증서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인증서가 취소되고 약 30분 후에 CRL이 업데이트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CRL 업데이트가 실패하면
ACM Private CA는 15분마다 업데이트를 추가로 시도합니다.
CRL에는 다음 필드가 있습니다.
• 버전: RFC 5280에 정의된 현재 버전 번호는 V2입니다. 정수 값은 0x1입니다.
• 서명 알고리즘: CRL에 서명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이름입니다.
• 발행자: CRL을 발행한 사설 CA의 X.500 고유 이름입니다.
• 마지막 업데이트: 이 CRL의 발행 날짜 및 시간입니다.
• 다음 업데이트: 다음 CRL이 발행될 날짜와 시간입니다.
• 취소된 인증서: 취소된 인증서 목록입니다. 각 목록 항목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일련 번호: 취소된 인증서의 일련 번호(16진수 형식) 입니다.
• 취소 날짜: 인증서가 취소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 CRL 항목 확장: CRL 항목에 대한 선택적 확장입니다.
• X509v3 CRL 사유 코드: 인증서가 취소된 이유입니다.
• CRL 확장: CRL에 대한 선택적 확장입니다.
• X509v3 기관 키 식별자: 인증서에 서명하는 데 사용되는 프라이빗 키와 연결된 퍼블릭 키를 식별합니다.
• X509v3 CRL 번호:: CRL에 대한 10진수 시퀀스 번호입니다.
• 서명 알고리즘: 사설 CA에서 CRL에 서명하는 데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 서명 값: CRL을 통해 계산된 서명입니다.
ACM 사설 CA에서 작성한 인증서 취소 목록은 DER로 인코딩됩니다. 다음 OpenSSL 명령을 사용하여 CRL
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openssl crl -inform DER -text -in crl_path -noout
자세한 내용은 AWS Private Certificate Authority(PCA) 사용 설명서에서 인증서 취소 목록(CRL) 계획을 참
조하십시오.
API 버전 2010-05-15
75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Private CA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ustomCname" : String,
"Enabled" : Boolean,
"ExpirationInDays" : Integer,
"S3BucketName" : String,
"S3ObjectAcl" : String

YAML
CustomCname: String
Enabled: Boolean
ExpirationInDays: Integer
S3BucketName: String
S3ObjectAcl: String

Properties
CustomCname
CRL 배포 지점에 별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CRL 배포 지점 확장에 삽입된 이름입니다. S3
버킷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려면 이 값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인증서 취소 목록(CRL)을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하는 부울 값입니다. 이 값을 사
용하여 새 CA(CreateCertificateAuthority 작업 호출 시) 또는 기존 CA(
UpdateCertificateAuthority 작업 호출 시)에 대한 인증서 해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pirationInDays
CRL의 유효 기간 (일).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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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BucketName
CRL이 포함되어 있는 S3 버킷 이름입니다. CustomCname 인수에 대한 값을 제공하지 않으면 S3 버
킷의 이름이 발행된 인증서의 CRL 배포 지점 확장에 배치됩니다. UpdateCertificateAuthority 작업을 호
출하여 버킷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CM 사설 CA에서 버킷에 CRL을 쓰도록 허용하는 버킷 정
책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ObjectAcl
CRL을 공개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할지, CRL Amazon S3 버킷에 비공개로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PUBLIC_READ를 선택하면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 CRL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BUCKET_OWNER_FULL_CONTROL을 선택하면 CRL S3 버킷의 소유자만 CRL에 액세스할 수 있으
며, PKI 클라이언트에 다른 액세스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PUBLIC_READ입니다.
참고: 이 기본값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상황에서 CA 생성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S3 계정에서 퍼블
릭 액세스 차단(BPA) 기능을 사용한 경우 이 파라미터의 값을 BUCKET_OWNER_FULL_CONTROL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S3에서 BPA를 사용 중지한 경우
BUCKET_OWNER_FULL_CONTROL 또는 PUBLIC_READ를 값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3 버킷에 대한 퍼블릭 액세스 차단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CsrExtensions
인증서 서명 요청(CSR)에 추가할 인증서 확장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Usage" : KeyUsage (p. 762),
"SubjectInformationAccess" : [ AccessDescription (p. 754), ... ]

YAML
KeyUsage:
KeyUsage (p.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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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InformationAccess:
- AccessDescription (p. 754)

Properties
KeyUsage
인증서의 용도와 인증서에 포함된 키의 용도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eyUsage (p. 7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jectInformationAccess
CA 인증서의 경우 해지 및 정책과 같은 CA와 관련된 추가 정보에 대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RFC 5280의 주체 정보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AccessDescription (p. 754)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EdiPartyName
RFC 5280의 주체 대체 이름에 정의된 대로 EDI (전자 데이터 교환) 엔티티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Assigner" : String,
"PartyName" : String

YAML
NameAssigner: String
PartyName: String

Properties
NameAssigner
이름 지정자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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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rtyName
파티 이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GeneralName
RFC 5280에 정의된 대로 ASN.1 X.400 GeneralName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이름 지정 옵션 중 하나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옵션을 제공하면 InvalidArgsException 오류가 발생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rectoryName" : Subject (p. 767),
"DnsName" : String,
"EdiPartyName" : EdiPartyName (p. 759),
"IpAddress" : String,
"OtherName" : OtherName (p. 765),
"RegisteredId" : String,
"Rfc822Name" : String,
"UniformResourceIdentifier" : String

YAML
DirectoryName:
Subject (p. 767)
DnsName: String
EdiPartyName:
EdiPartyName (p. 759)
IpAddress: String
OtherName:
OtherName (p. 765)
RegisteredId: String
Rfc822Name: String
UniformResourceIdentifier: String

Properties
DirectoryName
인증서 주체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해당 인증서는 개인 CA (인증 기관) 에서 발급한 인증서이거
나 개인 CA 인증서일 수 있습니다. 인증서의 주체 필드는 인증서의 공개 키를 소유하거나 제어하는 엔
티티를 식별합니다. 엔티티는 사용자, 컴퓨터, 장치 또는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주체는 X.500 고유 이름
(DN) 을 포함해야 합니다. DN은 상대 고유 이름(RDN) 의 시퀀스입니다. RDN은 인증서에서 쉼표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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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됩니다. DN은 각 엔티티에 대해 고유해야 하지만 개인 CA는 동일한 엔티티에 대해 동일한 DN을 가진
둘 이상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ubject (p. 76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nsName
GeneralName를 DNS 이름으로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diPartyName
GeneralName를 EdiPartyName 객체로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diPartyName (p. 75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pAddress
GeneralName를 IPv4 또는 IPv6 주소로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3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therName
GeneralName를 OtherName 객체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therName (p. 76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gisteredId
GeneralName를 개체 식별자 (OID)로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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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64
Pattern: ^([0-2])\.([0-9]|([0-3][0-9]))((\.([0-9]+)){0,12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fc822Name
GeneralName를 RFC 822 전자 메일 주소로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niformResourceIdentifier
GeneralName를 URI로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KeyUsage
인증서에 포함된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한 가지 이상 정의합니다. 각 옵션의 기본값은 false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RLSign" : Boolean,
"DataEncipherment" : Boolean,
"DecipherOnly" : Boolean,
"DigitalSignature" : Boolean,
"EncipherOnly" : Boolean,
"KeyAgreement" : Boolean,
"KeyCertSign" : Boolean,
"KeyEncipherment" : Boolean,
"NonRepudiation" : Boolean

YAML
CRLSign: Boolean
DataEncipherment: Boolean
DecipherOnly: Boolean
DigitalSignature: Boolean

API 버전 2010-05-15
76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Private CA
EncipherOnly: Boolean
KeyAgreement: Boolean
KeyCertSign: Boolean
KeyEncipherment: Boolean
NonRepudiation: Boolean

Properties
CRLSign
키는 CRL 서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ataEncipherment
키는 데이터 해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cipherOnly
키는 데이터 해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igitalSignature
키는 디지털 서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cipherOnly
키는 데이터 암호화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yAgreement
키는 키-계약 프로토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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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yCertSign
키는 인증서 서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yEncipherment
키는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onRepudiation
키는 부인 방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OcspConfiguration
인증서 취소 상태의 유효성을 검사하기 위해 OCSP(온라인 인증서 상태 프로토콜)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구성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OcspCustomCname" : String

YAML
Enabled: Boolean
OcspCustomCname: String

Properties
Enabled
인증서 취소 상태의 유효성을 검사하기 위해 OCSP(온라인 인증서 상태 프로토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래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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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cspCustomCname
기본적으로 ACM Private CA는 OCSP(온라인 인증서 상태 프로토콜)에서 유효성을 검사 중인 인증서
에 Amazon 도메인을 삽입합니다. 또는 이 객체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된 OCSP 도메인을 지정하는
CNAME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CNAME 값에는 'http://' 또는 'https://'와 같은 프로토콜 접두사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OtherName
객체 식별자(OID) 및 값을 사용하여 사용자 ASN.1 X.400 GeneralName을 정의합니다. OID는 아래 표시된
정규 표현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IST의 객체 식별자(OID)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Id" : String,
"Value" : String

YAML
TypeId: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TypeId
OID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64
Pattern: ^([0-2])\.([0-9]|([0-3][0-9]))((\.([0-9]+)){0,12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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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OID 값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RevocationConfiguration
CreateCertificateAuthority 및 UpdateCertificateAuthority 작업에 사용되는 인증서 취소 정보입니다. Private
Certificate Authority(CA)는 OCSP(온라인 인증서 상태 프로토콜) 지원을 구성하거나 CRL(인증서 취소 목록)
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OCSP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정보를 반환하고 CRL에
는 CA에서 취소한 업데이트된 인증서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evokeCertificate를 참조하
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rlConfiguration" : CrlConfiguration (p. 756),
"OcspConfiguration" : OcspConfiguration (p. 764)

YAML
CrlConfiguration:
CrlConfiguration (p. 756)
OcspConfiguration:
OcspConfiguration (p. 764)

Properties
CrlConfiguration
사설 CA에서 유지 관리하는 인증서 취소 목록(CRL)의 구성(있는 경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rlConfiguration (p. 7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cspConfiguration
사설 CA에서 유지 관리하는 OCSP(온라인 인증서 상태 프로토콜) 지원 구성(있는 경우)
Required: 아니요
Type: OcspConfiguration (p. 7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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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Subject
인증 기관의 ASN1 주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monName" : String,
"Country" : String,
"DistinguishedNameQualifier" : String,
"GenerationQualifier" : String,
"GivenName" : String,
"Initials" : String,
"Locality" : String,
"Organization" : String,
"OrganizationalUnit" : String,
"Pseudonym" : String,
"SerialNumber" : String,
"State" : String,
"Surname" : String,
"Title" : String

YAML
CommonName: String
Country: String
DistinguishedNameQualifier: String
GenerationQualifier: String
GivenName: String
Initials: String
Locality: String
Organization: String
OrganizationalUnit: String
Pseudonym: String
SerialNumber: String
State: String
Surname: String
Title: String

Properties
CommonName
인증서 주체와 연결된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untry
인증서 주체가 위치한 국가를 지정하는 2자리 코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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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DistinguishedNameQualifier
인증서 주체에 대한 모호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enerationQualifier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름에 추가되는 한정자입니다. 예: 하급을 뜻하는 Jr., 상급을 뜻하는 Sr., 세 번째를
뜻하는 III.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ivenName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itials
일반적으로 GivenName의 첫 글자, 중간 이름의 첫 글자(있는 경우), SurName의 첫 글자를 포함하는 연
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cality
인증서 주체가 있는 지역(예: 도시 또는 마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rganization
인증서 주체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상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rganizationalUnit
인증서 주체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하위 부서 또는 단위(예: 영업 또는 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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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seudonym
일반적으로 GivenName의 단축 버전입니다. 예를 들어, Jonathan은 종종 John으로 단축됩니다.
Elizabeth는 종종 Beth, Liz 또는 Eliza로 단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rialNumber
인증서 일련 번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te
인증서 주체가 있는 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rname
성.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itle
Mr.와 같은 호칭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Activation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Activation 리소스는 CA에 CA 인증서를 만들고 설치합니
다. 상태를 지정하지 않으면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Activation 리소스 상태는 기본
적으로 ACTIVE로 설정됩니다. CA에 CA 인증서가 설치되면 리소스를 사용하여 CA 상태 필드를 ACTIVE와
DISABLED 사이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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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Activation",
"Properties" : {
"Certificate" : String,
"CertificateAuthorityArn" : String,
"CertificateChain" : String,
"Status" : String
}

YAML
Type: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Activation
Properties:
Certificate: String
CertificateAuthorityArn: String
CertificateChain: String
Status: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
Base64 PEM 인코딩된 인증 기관 인증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ertificateAuthorityArn
사설 CA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ertificateChain
사설 CA 인증서에 서명하는 데 사용한 루트 CA 인증서로 연결되는, Base64 PEM 인코딩된 인증서 체인
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
사설 CA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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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인증 기관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ompleteCertificateChain
인증 기관 인증서를 포함하여 Base64 PEM 인코딩된 전체 인증서 체인입니다.

AWS Amplify 콘솔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Amplify::App (p. 771)
• AWS::Amplify::Branch (p. 781)
• AWS::Amplify::Domain (p. 786)

AWS::Amplify::App
AWS::Amplify::App 리소스는 Amplify 콘솔에 앱을 생성합니다. 앱은 브랜치의 모음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mplify::App",
"Properties" : {
"AccessToken" : String,
"AutoBranchCreationConfig" : AutoBranchCreationConfig (p. 775),
"BasicAuthConfig" : BasicAuthConfig (p. 778),
"BuildSpec" : String,
"CustomHeaders" : String,
"CustomRules" : [ CustomRule (p. 779), ... ],
"Description" : String,
"EnableBranchAutoDeletion" : Boolean,
"EnvironmentVariables" : [ EnvironmentVariable (p. 780), ... ],
"IAMServiceRole" : String,
"Name" : String,
"OauthToke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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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pository" : String,
"Tags" : [ Tag, ... ]

YAML
Type: AWS::Amplify::App
Properties:
AccessToken: String
AutoBranchCreationConfig:
AutoBranchCreationConfig (p. 775)
BasicAuthConfig:
BasicAuthConfig (p. 778)
BuildSpec: String
CustomHeaders: String
CustomRules:
- CustomRule (p. 779)
Description: String
EnableBranchAutoDeletion: Boolean
EnvironmentVariables:
- EnvironmentVariable (p. 780)
IAMServiceRole: String
Name: String
OauthToken: String
Repository: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ccessToken
webhook 및 읽기 전용 배포 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Amplify 앱용 서드 파티 소스 제어 시스템의 개
인 액세스 토큰입니다. 토큰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55.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oBranchCreationConfig
자동 브랜치 생성에 대한 구성을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toBranchCreationConfig (p. 77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asicAuthConfig
Amplify 앱의 기본 인증을 위한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asicAuthConfig (p. 7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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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Spec
Amplify 앱에 대한 빌드 사양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5,000입니다.
패턴: (?s).+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Headers
Amplify 앱에 대한 사용자 지정 HTTP 헤더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0입니다. 최대 길이는 25,000입니다.
패턴: (?s).*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Rules
Amplify 앱의 사용자 지정 다시 쓰기 및 리디렉션 규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ustomRule (p. 77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Amplify 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길이 제약: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s).*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BranchAutoDeletion
Git 리포지토리에서 브랜치를 삭제할 때 Amplify 콘솔에서 브랜치의 연결을 자동으로 해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vironmentVariables
Amplify 앱의 환경 변수 맵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77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plify 콘솔

Required: 아니요
Type: EnvironmentVariable (p. 78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AMServiceRole
Amplify 앱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에 대한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서비스
역할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0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s).*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Amplify 앱의 이름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55.
패턴: (?s).+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authToken
Amplify 앱의 서드 파티 소스 제어 시스템에 대한 OAuth 토큰입니다. OAuth 토큰은 웹후크 및 읽기 전용
배포 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OAuth 토큰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길이 제약: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s).*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ository
Amplify 앱의 리포지토리입니다.
패턴: (?s).*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Amplify 앱의 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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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Fn::GetAtt
AppId
Amplify 앱의 고유 ID입니다.
AppName
Amplify 앱의 이름입니다.
Arn
Amplify 앱의 ARN입니다.
DefaultDomain
Amplify 앱의 기본 도메인입니다.

AWS::Amplify::App AutoBranchCreationConfig
AutoBranchCreationConfig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특정 패턴과 일치하는 브랜치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oBranchCreationPatterns" : [ String, ... ],
"BasicAuthConfig" : BasicAuthConfig (p. 778),
"BuildSpec" : String,
"EnableAutoBranchCreation" : Boolean,
"EnableAutoBuild" : Boolean,
"EnablePerformanceMode" : Boolean,
"EnablePullRequestPreview" : Boolean,
"EnvironmentVariables" : [ EnvironmentVariable (p. 780), ... ],
"PullRequestEnvironmentName" : String,
"Stage" : String

YAML
AutoBranchCreationPatterns:
- String
BasicAuthConfig:
BasicAuthConfig (p. 778)
BuildSpec: String
EnableAutoBranchCreation: Boolean
EnableAutoBuild: Boolean
EnablePerformanceMode: Boolean
EnablePullRequestPreview: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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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Variables:
- EnvironmentVariable (p. 780)
PullRequestEnvironmentName: String
Stage: String

Properties
AutoBranchCreationPatterns
Amplify 앱에 대한 자동 브랜치 생성 glob 패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asicAuthConfig
자동 생성된 브랜치에 대한 암호 보호를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asicAuthConfig (p. 7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ildSpec
자동 생성된 브랜치에 대한 빌드 사양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5,00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AutoBranchCreation
Amplify 앱에 대해 자동 브랜치 생성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AutoBuild
자동 생성된 브랜치에 대해 자동 빌드를 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PerformanceMode
브랜치에 대한 성능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성능 모드는 더 긴 간격 동안 엣지에 콘텐츠를 캐시된 유지하여 호스팅 성능을 가속화하도록 최적화합니
다. 성능 모드가 활성화된 경우 호스팅 구성 또는 코드 변경을 롤아웃하는 데 최대 10분이 걸릴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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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PullRequestPreview
Amplify 콘솔이 앱에 대해 자동으로 생성하는 각 브랜치에서 풀 요청 미리 보기를 사용할지 여부를 설정
합니다. Amplify 콘솔은 브랜치에 대한 풀 요청이 열릴 때마다 고유 URL에 앱을 배포하여 미리 보기를
생성합니다. 개발 및 QA 팀은 이 미리 보기를 사용하여 프로덕션 또는 통합 분기에 병합하기 전에 풀 요
청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에 대한 백엔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Amplify 콘솔은 풀 요청이 닫힐 때 삭제하는 임
시 백엔드 환경을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합니다. 미리 보기에 전용 백엔드 환경을 지정하려면
PullRequestEnvironmentName 속성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Amplify 콘솔 사용 설명서에서 웹 미리 보기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vironmentVariables
자동 생성된 브랜치의 환경 변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vironmentVariable (p. 78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ullRequestEnvironmentName
풀 요청 미리 보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 속성을 사용하여 미리 보기에 대한 전용 백엔드 환경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mplify CLI를 통해 초기화한 prod, test 또는 dev라는 이름의 환경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풀 요청 미리 보기를 활성화하려면 EnablePullRequestPreview 속성을 true로 설정합니다.
환경을 지정하지 않으면 Amplify 콘솔은 임시 백엔드 환경을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하여 각 미리 보기에
대한 백엔드 지원을 제공합니다. 풀 요청이 닫히면 Amplify 콘솔이 환경을 삭제합니다.
백엔드 환경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Amplify 콘솔 사용 설명서에서 기능 브랜치 배포 및 팀 워
크플로를 참조하세요.
길이 제약: 최대 길이는 20입니다.
패턴: (?s).*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ge
자동 생성된 브랜치의 단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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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mplify::App BasicAuthConfig
BasicAuthConfig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모든 브랜치에 대해 앱 수준에서 암호 보호를 설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BasicAuth" : Boolean,
"Password" : String,
"Username" : String

YAML
EnableBasicAuth: Boolean
Password: String
Username: String

Properties
EnableBasicAuth
Amplify 앱의 브랜치에 대한 기본 권한 부여를 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ssword
기본 권한 부여의 암호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55.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
기본 권한 부여를 위한 사용자 이름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55.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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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mplify::App CustomRule
CustomRule 속성 유형을 사용하면 리디렉션, 다시 쓰기 및 역방향 프록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디렉션
을 사용하면 웹 앱이 하나의 URL에서 다른 URL로 경로를 다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dition" : String,
"Source" : String,
"Status" : String,
"Target" : String

YAML
Condition: String
Source: String
Status: String
Target: String

Properties
Condition
URL 다시 쓰기 또는 리디렉션 규칙의 조건입니다(예: 국가 코드).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0입니다. 최대 길이 2048.
패턴: (?s).*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
URL 다시 쓰기 또는 리디렉션 규칙의 소스 패턴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
패턴: (?s).+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
URL 다시 쓰기 또는 리디렉션 규칙의 상태 코드입니다.
200
200 다시 쓰기 규칙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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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301(영구 이동됨) 리디렉션 규칙을 나타냅니다. 이 요청과 이후의 모든 요청은 대상 URL로 전달되
어야 합니다.
302
302 임시 리디렉션 규칙을 나타냅니다.
404
404 리디렉션 규칙을 나타냅니다.
404-200
404 다시 쓰기 규칙을 나타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 3. 최대 길이는 7입니다.
패턴: .{3,7}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
URL 다시 쓰기 또는 리디렉션 규칙의 대상 패턴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
패턴: (?s).+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mplify::App EnvironmentVariable
환경 변수는 빌드 시 사용 가능한 키 - 값 쌍입니다. 앱의 모든 브랜치에 대한 환경 변수를 설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 : String

YAML
Name: String
Valu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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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Name
환경 변수 이름입니다.
길이 제약: 최대 길이는 255입니다.
패턴: (?s).*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환경 변수 값입니다.
길이 제약: 최대 길이는 5,500입니다.
패턴: (?s).*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mplify::Branch
AWS::Amplify::Branch 리소스는 앱 내에 새 브랜치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mplify::Branch",
"Properties" : {
"AppId" : String,
"BasicAuthConfig" : BasicAuthConfig (p. 785),
"BranchName" : String,
"BuildSpec" : String,
"Description" : String,
"EnableAutoBuild" : Boolean,
"EnablePerformanceMode" : Boolean,
"EnablePullRequestPreview" : Boolean,
"EnvironmentVariables" : [ EnvironmentVariable (p. 785), ... ],
"PullRequestEnvironmentName" : String,
"Stag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Amplify::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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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ppId: String
BasicAuthConfig:
BasicAuthConfig (p. 785)
BranchName: String
BuildSpec: String
Description: String
EnableAutoBuild: Boolean
EnablePerformanceMode: Boolean
EnablePullRequestPreview: Boolean
EnvironmentVariables:
- EnvironmentVariable (p. 785)
PullRequestEnvironmentName: String
Stag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ppId
Amplify 앱의 고유 ID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입니다.
패턴: d[a-z0-9]+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asicAuthConfig
Amplify 앱의 브랜치에 대한 기본 인증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asicAuthConfig (p. 78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ranchName
브랜치의 이름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55.
패턴: (?s).+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uildSpec
브랜치에 대한 빌드 사양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5,000입니다.
패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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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Amplify 앱의 일부인 브랜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길이 제약: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s).*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AutoBuild
브랜치 자동 빌드를 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PerformanceMode
브랜치에 대한 성능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성능 모드는 더 긴 간격 동안 엣지에 콘텐츠를 캐시된 유지하여 호스팅 성능을 가속화하도록 최적화합니
다. 성능 모드가 활성화된 경우 호스팅 구성 또는 코드 변경을 롤아웃하는 데 최대 10분이 걸릴 수 있습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PullRequestPreview
Amplify 콘솔에서 이 브랜치에 대해 생성된 각 풀 요청에 대해 미리 보기를 생성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이 속성이 사용된 경우, Amplify 콘솔은 각 풀 요청을 연 후 고유한 미리 보기 URL에 앱을 배포합니다. 개
발 및 QA 팀은 이 미리 보기를 사용하여 프로덕션 또는 통합 분기에 병합하기 전에 풀 요청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에 대한 백엔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Amplify 콘솔은 풀 요청이 닫힐 때 삭제하는 임
시 백엔드 환경을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합니다. 미리 보기에 전용 백엔드 환경을 지정하려면
PullRequestEnvironmentName 속성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Amplify 콘솔 사용 설명서에서 웹 미리 보기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vironmentVariables
브랜치에 대한 환경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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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EnvironmentVariable (p. 78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ullRequestEnvironmentName
이 분기에 대해 풀 요청 미리 보기가 활성화된 경우, 이 속성을 사용하여 미리 보기를 위한 전용 백엔
드 환경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mplify CLI를 통해 초기화하고 이 브랜치에 매핑한 환경을
prod, test 또는 dev이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풀 요청 미리 보기를 활성화하려면 EnablePullRequestPreview 속성을 true로 설정합니다.
환경을 지정하지 않으면 Amplify 콘솔은 임시 백엔드 환경을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하여 각 미리 보기에
대한 백엔드 지원을 제공합니다. 풀 요청이 닫히면 Amplify 콘솔이 환경을 삭제합니다.
백엔드 환경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Amplify 콘솔 사용 설명서에서 기능 브랜치 배포 및 팀 워
크플로를 참조하세요.
길이 제약: 최대 길이는 20입니다.
패턴: (?s).*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ge
브랜치의 현재 스테이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유효한 값: PRODUCTION | BETA | DEVELOPMENT | EXPERIMENTAL | PULL_REQUEST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브랜치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Fn::GetAtt
Arn
Amplify 앱의 일부인 브랜치의 ARN입니다.
BranchName
Amplify 앱의 일부인 브랜치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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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mplify::Branch BasicAuthConfig
BasicAuthConfig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특정 브랜치에 대해 암호 보호를 설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BasicAuth" : Boolean,
"Password" : String,
"Username" : String

YAML
EnableBasicAuth: Boolean
Password: String
Username: String

Properties
EnableBasicAuth
브랜치의 기본 권한 부여를 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ssword
기본 권한 부여의 암호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55.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
기본 권한 부여를 위한 사용자 이름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55.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mplify::Branch EnvironmentVariable
EnvironmentVariable 속성 유형은 특정 브랜치에 대한 환경 변수를 설정합니다. 환경 변수는 빌드 시 사용 가
능한 키 - 값 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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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 : String

YAML
Nam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Name
환경 변수 이름입니다.
길이 제약: 최대 길이는 255입니다.
패턴: (?s).*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환경 변수 값입니다.
길이 제약: 최대 길이는 5,500입니다.
패턴: (?s).*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mplify::Domain
AWS::Amplify::Domain 리소스를 사용하면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앱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mplify::Domain",
"Proper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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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Id" : String,
"AutoSubDomainCreationPatterns" : [ String, ... ],
"AutoSubDomainIAMRole" : String,
"DomainName" : String,
"EnableAutoSubDomain" : Boolean,
"SubDomainSettings" : [ SubDomainSetting (p. 789), ... ]

YAML
Type: AWS::Amplify::Domain
Properties:
AppId: String
AutoSubDomainCreationPatterns:
- String
AutoSubDomainIAMRole: String
DomainName: String
EnableAutoSubDomain: Boolean
SubDomainSettings:
- SubDomainSetting (p. 789)

Properties
AppId
Amplify 앱의 고유 ID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입니다.
패턴: d[a-z0-9]+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utoSubDomainCreationPatterns
자동 하위 도메인 생성을 위한 브랜치 패턴을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oSubDomainIAMRole
하위 도메인을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 Amazon 리소스 이름(ARN)에 필요한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서비스 역할입니다.
길이 제약: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arn:aws:iam::\d{12}:ro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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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Name
도메인 연결의 도메인 이름입니다.
길이 제약: 최대 길이는 255입니다.
패턴: ^(((?!-)[A-Za-z0-9-]{0,62}[A-Za-z0-9])\.)+((?!-)[A-Za-z0-9-]{1,62}[A-Za-z0-9])(\.)?$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ableAutoSubDomain
분기에 대한 하위 도메인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DomainSettings
하위 도메인의 설정입니다.
Required: 예
Type: SubDomainSetting (p. 78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Fn::GetAtt
Arn
도메인 연결의 ARN입니다.
AutoSubDomainCreationPatterns
자동으로 생성된 하위 도메인의 브랜치 패턴입니다.
AutoSubDomainIAMRole
하위 도메인에 대한 IAM 서비스 역할입니다.
CertificateRecord
인증서 확인을 위한 DNS 레코드입니다.
DomainName
도메인의 이름입니다.
DomainStatus
도메인 연결의 상태입니다.
EnableAutoSubDomain
브랜치에 대한 하위 도메인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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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Reason
도메인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AWS::Amplify::Domain SubDomainSetting
SubDomainSetting 속성 유형을 사용하면 하위 도메인(예: example.exampledomain.com)을 특정 브랜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ranchName" : String,
"Prefix" : String

YAML
BranchName: String
Prefix: String

Properties
BranchName
하위 도메인의 브랜치 이름 설정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55.
패턴: (?s).+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하위 도메인의 접두사 설정입니다.
길이 제약: 최대 길이는 255입니다.
패턴: (?s).*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API Gateway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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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ApiGateway::Account (p. 790)
• AWS::ApiGateway::ApiKey (p. 792)
• AWS::ApiGateway::Authorizer (p. 797)
• AWS::ApiGateway::BasePathMapping (p. 801)
• AWS::ApiGateway::ClientCertificate (p. 803)
• AWS::ApiGateway::Deployment (p. 804)
• AWS::ApiGateway::DocumentationPart (p. 817)
• AWS::ApiGateway::DocumentationVersion (p. 821)
• AWS::ApiGateway::DomainName (p. 825)
• AWS::ApiGateway::GatewayResponse (p. 834)
• AWS::ApiGateway::Method (p. 838)
• AWS::ApiGateway::Model (p. 852)
• AWS::ApiGateway::RequestValidator (p. 855)
• AWS::ApiGateway::Resource (p. 858)
• AWS::ApiGateway::RestApi (p. 860)
• AWS::ApiGateway::Stage (p. 870)
• AWS::ApiGateway::UsagePlan (p. 879)
• AWS::ApiGateway::UsagePlanKey (p. 885)
• AWS::ApiGateway::VpcLink (p. 886)

AWS::ApiGateway::Account
AWS::ApiGateway::Account 리소스는 Amazon API Gateway가 API 로그를 Amazon CloudWatch Logs
에 쓰는 데 사용하는 IAM 역할을 지정합니다.

Important
AWS account에서 API Gateway 리소스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 다른 API Gateway 리소스(예:
AWS::ApiGateway::RestApi 또는 AWS::ApiGateway::ApiKey 리소스)에 대한 종속성을 추가해야 합
니다.
API Gateway 리소스가 AWS account에서 생성된 경우에는 리소스가 삭제되었더라도 어떠한 종속
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iGateway::Account",
"Properties" : {
"CloudWatchRoleArn" : String
}

YAML
Type: AWS::ApiGateway::Account
Properties:
CloudWatchRole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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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loudWatchRoleArn
계정에서 CloudWatch Logs에 대한 쓰기 액세스 권한을 가진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리소스의 ID(예: mysta-accou-01234b567890example)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
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계정과 IAM 역할 연결
다음 예에서는 API Gateway에서 CloudWatch Logs에 로그를 푸시하기 위해 맡을 수 있는 IAM 역할을 생성
합니다. 이 예에서는 해당 역할을 AWS::ApiGateway::Account resource와 연결합니다.

JSON
{

"CloudWatch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apigateway.amazonaws.com"
]
},
"Action": "sts:AssumeRole"
}
]
},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AmazonAPIGatewayPushToCloudWatchLogs"
]
}
},
"Account": {
"Type": "AWS::ApiGateway::Account",
"Properties": {
"CloudWatchRoleArn": {
"Fn::GetAtt": [
"CloudWatch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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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Arn"

YAML
CloudWatch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apigateway.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AmazonAPIGatewayPushToCloudWatchLogs
Account:
Type: 'AWS::ApiGateway::Account'
Properties:
CloudWatchRoleArn: !GetAtt
- CloudWatchRole
- Ar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account:update

AWS::ApiGateway::ApiKey
AWS::ApiGateway::ApiKey 리소스는 API 키가 필요한 API Gateway Method 리소스를 실행하는 클라이
언트에 배포할 수 있는 고유한 키를 생성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사용해야 할 API 키를 지정하려면 키가 필요
한 메서드가 포함되어 있는 RestApi 및 Stage 리소스를 사용해 API 키를 매핑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piGateway::ApiKey",
"Properties" : {
"CustomerId" : String,
"Description" : String,
"Enabled" : Boolean,
"GenerateDistinctId" : Boolean,
"Name" : String,
"StageKeys" : [ StageKey (p. 796), ... ],
"Tags" : [ Tag, ... ],
"Value" :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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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AWS::ApiGateway::ApiKey
Properties:
CustomerId: String
Description: String
Enabled: Boolean
GenerateDistinctId: Boolean
Name: String
StageKeys:
- StageKey (p. 796)
Tags:
- Tag
Value: String

Properties
CustomerId
AWS SaaS Marketplace와 통합할 때 사용하는 AWS Marketplace 사용자 지정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API 키의 용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클라이언트에서 API 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enerateDistinctId
키 식별자가 생성한 API 키 값과 다른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API 키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 고유한 물리적 ID를 생성하고
API 키 이름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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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
의 또는 전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바꿔야 한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geKeys
API 키와 연결되는 단계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ageKey (p. 79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API 키와 연결할 임의 태그(키-값 페어)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API 키의 값입니다. 20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API 키 ID(예: m2m1k7sybf)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
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PIKeyId
API 키의 ID입니다. 예: abc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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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API 키
다음 예에서는 API 키를 생성해 Test 배포의 TestAPIDeployment 단계와 연결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API 키보다 먼저 단계 및 배포(동일한 템플릿의 다른 부분에서 선언됨)를 생성
하도록 이 예에서는 배포 및 단계에 대한 명시적 종속성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종속성이 없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는 API 키를 먼저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포 및 단계가 없기 때문에 연결에 실패
합니다.

JSON
{

}

"ApiKey": {
"Type": "AWS::ApiGateway::ApiKey",
"DependsOn": [
"TestAPIDeployment",
"Test"
],
"Properties": {
"Name": "TestApiKey",
"Description": "CloudFormation API Key V1",
"Enabled": true,
"StageKeys": [
{
"RestApiId": {
"Ref": "RestApi"
},
"StageName": "Test"
}
]
}
}

YAML
ApiKey:
Type: 'AWS::ApiGateway::ApiKey'
DependsOn:
- TestAPIDeployment
- Test
Properties:
Name: TestApiKey
Description: CloudFormation API Key V1
Enabled: true
StageKeys:
- RestApiId: !Ref RestApi
StageName: Test

고객 ID
다음 템플릿을 사용하면 API 키를 생성하고, 사용자 지정 ID와 고유 ID를 생성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JSON
{

"Parameters": {
"apiKey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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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tring"
},
"customerId": {
"Type": "String"
},
"generateDistinctId": {
"Type": "String"
}

}

},
"Resources": {
"ApiKey": {
"Type": "AWS::ApiGateway::ApiKey",
"Properties": {
"CustomerId": {
"Ref": "customerId"
},
"GenerateDistinctId": {
"Ref": "generateDistinctId"
},
"Name": {
"Ref": "apiKeyName"
}
}
}
}

YAML
Parameters:
apiKeyName:
Type: String
customerId:
Type: String
generateDistinctId:
Type: String
Resources:
ApiKey:
Type: AWS::ApiGateway::ApiKey
Properties:
CustomerId: !Ref customerId
GenerateDistinctId: !Ref generateDistinctId
Name: !Ref apiKeyName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apikey:create

AWS::ApiGateway::ApiKey StageKey
StageKey는 API 키와 연결할 단계를 지정하는 AWS::ApiGateway::ApiKey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이 연결은
해당 키를 가진 클라이언트만 해당 단계에서 메서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PI 버전 2010-05-15
79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PI Gateway

}

"RestApiId" : String,
"StageName" : String

YAML
RestApiId: String
StageName: String

Properties
RestApiId
API 키를 연결할 단계를 포함하는 RestApi 리소스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geName
API 키를 연결할 단계의 이름입니다. 단계는 RestApi 속성에 지정된 RestApiId 리소스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stageKeys

AWS::ApiGateway::Authorizer
AWS::ApiGateway::Authorizer 리소스는 권한 부여를 활성화한 메서드에 대해 API Gateway가 활성화
되는 권한 부여 계층을 생성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메서드를 호출하면 API Gateway는 권한 부여자를
활성화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piGateway::Authorizer",
"Properties" : {
"AuthorizerCredentials" : String,
"AuthorizerResultTtlInSeconds" : Integer,
"AuthorizerUri" : String,
"AuthType" : String,
"IdentitySource" : String,
"IdentityValidationExpression" : String,
"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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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viderARNs" : [ String, ... ],
"RestApiId" : String,
"Type" : String

YAML
Type: AWS::ApiGateway::Authorizer
Properties:
AuthorizerCredentials: String
AuthorizerResultTtlInSeconds: Integer
AuthorizerUri: String
AuthType: String
IdentitySource: String
IdentityValidationExpression: String
Name: String
ProviderARNs:
- String
RestApiId: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AuthorizerCredentials
권한 부여자에 대해 필요한 자격 증명입니다. API Gateway에서 수임하는 IAM 역할을 지정하려면 역할
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합니다. Lambda 함수에서 리소스 기반 권한을 사용하려면 null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orizerResultTtlInSeconds
API Gateway가 권한 부여자 결과를 캐싱하는 기간을 지정하는 TTL(Time to Live) 기간(초)입니다. 0보
다 큰 값을 지정한 경우 API Gateway에서 권한 부여자 응답을 캐싱합니다. 기본적으로 API Gateway는
이 속성을 300으로 설정합니다. 최대 값은 3600 또는 1시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orizerUri
권한 부여자의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입니다. 권한 부여자의 TOKEN 속성에 대해 Type을 지
정한 경우 Lambda 함수 URI를 arn:aws:apigateway:region:lambda:path/path 형식으로 지정
합니다. 이 경로는 일반적으로 /2015-03-31/functions/LambdaFunctionARN/invocations 형식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Type
기능적 영향 없이 OpenApi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에 선택 사항으로 사용되는 고객 정의 필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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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entitySource
수신되는 요청에서 자격 증명의 소스입니다.
Type 속성에 대해 TOKEN 또는 COGNITO_USER_POOLS를 지정한 경우
method.request.header.name 양식을 사용하여 헤더 매핑 표현식을 지정합니다. 여기에서 name은
클라이언트 요청의 일부로 제출된 사용자 지정 권한 부여 헤더의 이름입니다.
Type 속성에 대해 REQUEST를 지정한 경우 method.request.parameter.name 양식을 사용하여 지
정된 요청 파라미터에서 쉼표로 분리된 하나 이상의 매핑 표현식을 지정합니다. 지원되는 파라미터 유형
의 경우 API Gateway 개발자 안내서의 API 게이트웨이 콘솔을 사용한 Lambda 권한 부여자 구성을 참조
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entityValidationExpression
수신되는 자격 증명에 대한 확인 표현식입니다. 권한 부여자의 TOKEN 속성에 대해 Type을 지정한 경우
정규식을 지정합니다. API Gateway에서는 표현식을 사용하여 수신되는 클라이언트 토큰을 일치시키고
토큰이 일치할 경우 계속 진행합니다. 토큰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API Gateway는 401(무단 요청) 오류
코드로 응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권한 부여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viderARNs
이 권한 부여자에 연결할 Amazon Cognito 사용자 풀 Amazon 리소스 이름(ARN)의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 Gateway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Cognito 사용자 풀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tApiId
API Gateway에서 권한 부여자를 생성하는 RestApi 리소스의 ID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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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
권한 부여자의 유형. 유효한 값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TOKEN: Lambda 함수를 사용하는 사용자 지정 권한 부여자입니다.
• COGNITO_USER_POOLS: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을 사용하는 권한 부여자입니다.
• REQUEST: 수신 요청 파라미터로 Lambda 함수를 사용하는 권한 부여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권한 부여자의 ID(예: abcde1)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
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권한 부여자 생성
다음 예에서는 AWS Lambda 함수인 사용자 지정 권한 부여자를 생성합니다.

JSON
{

"Authorizer": {
"Type": "AWS::ApiGateway::Authorizer",
"Properties": {
"AuthorizerCredentials": {
"Fn::GetAtt": [
"LambdaInvocationRole",
"Arn"
]
},
"AuthorizerResultTtlInSeconds": "300",
"AuthorizerUri": {
"Fn::Join": [
"",
[
"arn:aws:apigateway:",
{
"Ref": "AWS::Region"
},
":lambda:path/2015-03-31/functions/",
{
"Fn::GetAtt": [
"LambdaAuthorizer",
"A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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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invocations"

},
"Type": "TOKEN",
"IdentitySource": "method.request.header.Auth",
"Name": "DefaultAuthorizer",
"RestApiId": {
"Ref": "RestApi"
}

YAML
Authorizer:
Type: 'AWS::ApiGateway::Authorizer'
Properties:
AuthorizerCredentials: !GetAtt
- LambdaInvocationRole
- Arn
AuthorizerResultTtlInSeconds: '300'
AuthorizerUri: !Join
- ''
- - 'arn:aws:apigateway:'
- !Ref 'AWS::Region'
- ':lambda:path/2015-03-31/functions/'
- !GetAtt
- LambdaAuthorizer
- Arn
- /invocations
Type: TOKEN
IdentitySource: method.request.header.Auth
Name: DefaultAuthorizer
RestApiId: !Ref RestApi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authorizer:create

AWS::ApiGateway::BasePathMapping
AWS::ApiGateway::BasePathMapping 리소스는 API를 호출하는 클라이언트가 호출 URL에서 사용해
야 하는 기본 경로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piGateway::BasePathMapping",
"Properties" : {
"BasePath" : String,
"DomainName" : String,
"RestApi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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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ge" : String

YAML
Type: AWS::ApiGateway::BasePathMapping
Properties:
BasePath: String
DomainName: String
RestApiId: String
Stage: String

Properties
BasePath
API 호출자가 URL에서 도메인 이름 뒤에 입력해야 하는 기본 경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omainName
AWS::ApiGateway::DomainName 리소스의 DomainName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tApiId
API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ge
API 단계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basepathmapping: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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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iGateway::ClientCertificate
AWS::ApiGateway::ClientCertificate 리소스는 API Gateway에서 통합 엔드포인트에 요청을 전송
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측 SSL 인증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iGateway::ClientCertificate",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ApiGateway::ClientCertificate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클라이언트 인증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클라이언트 인증서와 연결할 임의 태그(키-값 페어)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클라이언트 인증서 이름(예: abc123)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
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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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lientCertificateId
클라이언트 인증서의 ID입니다. 예: abc123.

예제
클라이언트 인증서 생성
다음 예에서는 API Gateway 개발 및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JSON
{

}

"TestClientCertificate": {
"Type": "AWS::ApiGateway::ClientCertificate",
"Properties": {
"Description": "A test client certificate"
}
}

YAML
TestClientCertificate:
Type: 'AWS::ApiGateway::ClientCertificate'
Properties:
Description: A test client certificate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clientcertificate:generate

AWS::ApiGateway::Deployment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을 통해 API를 호출할 수 있도록 AWS::ApiGateway::Deployment 리소스는 API
Gateway RestApi 리소스를 단계에 배포합니다. 단계는 환경의 역할을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piGateway::Deployment",
"Properties" : {
"DeploymentCanarySettings" : DeploymentCanarySettings (p. 809),
"Descripti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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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tApiId" : String,
"StageDescription" : StageDescription (p. 812),
"StageName" : String

YAML
Type: AWS::ApiGateway::Deployment
Properties:
DeploymentCanarySettings:
DeploymentCanarySettings (p. 809)
Description: String
RestApiId: String
StageDescription:
StageDescription (p. 812)
StageName: String

Properties
DeploymentCanarySettings
canary 배포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ploymentCanarySettings (p. 8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API Gateway 배포의 용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tApiId
배포할 RestApi 리소스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geDescription
API Gateway에서 배포를 사용해 생성할 단계를 구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ageDescription (p. 8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geName
API Gateway에서 배포를 사용해 생성할 단계의 이름입니다. 영숫자만 사용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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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배포 ID(예: 123abc)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다음 단원에서는 API Gateway 배포 선언에 대한 예제를 제공합니다.

비어 있는 포함된 단계를 사용한 배포
다음 예제에서는 MyApi라는 단계에 DummyStage API를 배포합니다.

JSON
{

}

"Deployment": {
"Type": "AWS::ApiGateway::Deployment",
"Properties": {
"RestApiId": {
"Ref": "MyApi"
},
"Description": "My deployment",
"StageName": "DummyStage"
}
}

YAML
Deployment:
Type: 'AWS::ApiGateway::Deployment'
Properties:
RestApiId: !Ref MyApi
Description: My deployment
StageName: DummyStage

AWS::ApiGateway::Method Dependency
동일한 템플릿에서 AWS::ApiGateway::RestApi 리소스와 이 리소스의 메서드(AWS::ApiGateway::Method
사용)를 배포로 생성하는 경우 배포는 RestApi의 메서드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종속성을 생성하려면 배
포에 DependsOn 속성을 추가합니다. 추가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어떠한 메서드로 포함
하지 않은 RestApi 리소스를 생성한 후 배포 권한을 생성하고 AWS CloudFormation에서 The REST API
doesn't contain any methods 오류가 발생합니다.

JSON
{

"Deployment": {
"DependsOn": "MyMethod",
"Type": "AWS::ApiGateway::De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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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perties": {
"RestApiId": {
"Ref": "MyApi"
},
"Description": "My deployment",
"StageName": "DummyStage"
}

YAML
Deployment:
DependsOn: MyMethod
Type: 'AWS::ApiGateway::Deployment'
Properties:
RestApiId: !Ref MyApi
Description: My deployment
StageName: DummyStage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deployment:create

AWS::ApiGateway::Deployment AccessLogSetting
AccessLogSetting 속성 유형은 이 단계의 로깅 액세스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AccessLogSetting은 StageDescription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Arn" : String,
"Format" : String

YAML
DestinationArn: String
Format: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Arn
액세스 로그를 수신하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또는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지정한 경우 스트림 이름은
amazon-apigateway-로 시작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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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rmat
데이터의 액세스 로그에 대한 한 줄 형식으로 선택한 $context variables에 의해 지정됩니다. 형식에는
최소한 $context.requestId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accessLogSettings

AWS::ApiGateway::Deployment CanarySetting
CanarySetting 속성 유형은 이 단계의 canary 배포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CanarySetting은 StageDescription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ercentTraffic" : Double,
"StageVariableOverrides" : {Key : Value, ...},
"UseStageCache" : Boolean

YAML
PercentTraffic: Double
StageVariableOverrides:
Key : Value
UseStageCache: Boolean

Properties
PercentTraffic
canary 배포를 우회하는 트래픽의 퍼센트(0~10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geVariableOverrides
canary 릴리스 배포에 대해 재정의된 단계 변수(canary에 도입된 새 단계 변수 포함). 이러한 단계 변수
는 단계 변수 이름과 그 값 사이의 문자열 간 맵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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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StageCache
canary 배포에서 단계 캐시를 사용할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Stage

AWS::ApiGateway::Deployment DeploymentCanarySettings
DeploymentCanarySettings 속성 유형은 canary 배포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ercentTraffic" : Double,
"StageVariableOverrides" : {Key : Value, ...},
"UseStageCache" : Boolean

YAML
PercentTraffic: Double
StageVariableOverrides:
Key : Value
UseStageCache: Boolean

Properties
PercentTraffic
canary 배포를 우회하는 트래픽의 퍼센트(0~10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geVariableOverrides
canary 릴리스 배포에 대해 재정의된 단계 변수(canary에 도입된 새 단계 변수 포함). 이러한 단계 변수
는 단계 변수 이름과 그 값 사이의 문자열 간 맵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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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StageCache
canary 배포에서 단계 캐시를 사용할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Deployment

AWS::ApiGateway::Deployment MethodSetting
MethodSetting 속성 유형은 단계에 있는 모든 메서드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Amazon API Gateway Deployment StageDescription 속성 유형의 MethodSettings 속성에는
MethodSetting 속성 유형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cheDataEncrypted" : Boolean,
"CacheTtlInSeconds" : Integer,
"CachingEnabled" : Boolean,
"DataTraceEnabled" : Boolean,
"HttpMethod" : String,
"LoggingLevel" : String,
"MetricsEnabled" : Boolean,
"ResourcePath" : String,
"ThrottlingBurstLimit" : Integer,
"ThrottlingRateLimit" : Double

YAML
CacheDataEncrypted: Boolean
CacheTtlInSeconds: Integer
CachingEnabled: Boolean
DataTraceEnabled: Boolean
HttpMethod: String
LoggingLevel: String
MetricsEnabled: Boolean
ResourcePath: String
ThrottlingBurstLimit: Integer

API 버전 2010-05-15
81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PI Gateway
ThrottlingRateLimit: Double

Properties
CacheDataEncrypted
캐시된 응답의 암호화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TtlInSeconds
API Gateway가 응답을 캐싱하는 기간을 지정하는 Time-to-Live(TTL) 기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ingEnabled
응답이 캐시되고 요청에 대해 반환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응답을 캐싱하려면 단계에 대한 캐시 클
러스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 Gateway Developer Guide의 API 성능 개선 단계에서
API Gateway 캐싱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TraceEnabled
데이터 추적 로깅이 단계의 메서드에 대해 활성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API Gateway 는 이러한 로
그를 Amazon CloudWatch Logs로 푸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Method
HTTP 메서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ingLevel
이 메서드의 로깅 수준입니다. 유효한 값은 Amazon API Gateway API 참조의 Stage 리소스에 대한
loggingLevel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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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sEnabled
Amazon CloudWatch 지표가 단계의 메서드에 대해 활성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Path
이 메서드에 대한 리소스 경로입니다. 슬래시(/)는 ~1로 인코딩되고 경로가 슬래시로 시작
할 경우 슬래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로 값 /resource/subresource는 /
~1resource~1subresource로 인코딩되어야 합니다. 루트 경로를 지정하려면 슬래시(/)만 사용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ottlingBurstLimit
API Gateway가 AWS account의 모든 API, 단계 및 메서드 간에 허용하는 초당 버스트 요청 수입니다. 자
세한 내용은 API Gateway Developer Guide의 API 요청 조절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ottlingRateLimit
API Gateway가 AWS account의 모든 API, 단계 및 메서드 간에 허용하는 초당 안정 상태 요청 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 Gateway Developer Guide의 API 요청 조절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Stage

AWS::ApiGateway::Deployment StageDescription
StageDescription은 배포 단계를 구성하는 AWS::ApiGateway::Deployment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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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ccessLogSetting" : AccessLogSetting (p. 807),
"CacheClusterEnabled" : Boolean,
"CacheClusterSize" : String,
"CacheDataEncrypted" : Boolean,
"CacheTtlInSeconds" : Integer,
"CachingEnabled" : Boolean,
"CanarySetting" : CanarySetting (p. 808),
"ClientCertificateId" : String,
"DataTraceEnabled" : Boolean,
"Description" : String,
"DocumentationVersion" : String,
"LoggingLevel" : String,
"MethodSettings" : [ MethodSetting (p. 810), ... ],
"MetricsEnabled" : Boolean,
"Tags" : [ Tag, ... ],
"ThrottlingBurstLimit" : Integer,
"ThrottlingRateLimit" : Double,
"TracingEnabled" : Boolean,
"Variables" : {Key : Value, ...}

YAML
AccessLogSetting:
AccessLogSetting (p. 807)
CacheClusterEnabled: Boolean
CacheClusterSize: String
CacheDataEncrypted: Boolean
CacheTtlInSeconds: Integer
CachingEnabled: Boolean
CanarySetting:
CanarySetting (p. 808)
ClientCertificateId: String
DataTraceEnabled: Boolean
Description: String
DocumentationVersion: String
LoggingLevel: String
MethodSettings:
- MethodSetting (p. 810)
MetricsEnabled: Boolean
Tags:
- Tag
ThrottlingBurstLimit: Integer
ThrottlingRateLimit: Double
TracingEnabled: Boolean
Variables:
Key : Value

Properties
AccessLogSetting
이 단계의 로깅 액세스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cessLogSetting (p. 80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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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heClusterEnabled
단계에 대해 캐시 클러스터링이 활성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ClusterSize
단계의 캐시 클러스터 크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DataEncrypted
캐시된 응답의 암호화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TtlInSeconds
API Gateway가 응답을 캐싱하는 기간을 지정하는 Time-to-Live(TTL) 기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ingEnabled
응답이 캐시되고 요청에 대해 반환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응답을 캐싱하려면 단계에 대한 캐시 클
러스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 Gateway Developer Guide의 API 성능 개선 단계에서
API Gateway 캐싱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narySetting
이 단계의 canary 배포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narySetting (p. 80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CertificateId
API Gateway에서 단계의 통합 엔드포인트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인증서의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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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TraceEnabled
데이터 추적 로깅이 단계의 메서드에 대해 활성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API Gateway 는 이러한 로
그를 Amazon CloudWatch Logs로 푸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단계의 용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cumentationVersion
API 설명서 스냅샷의 버전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ingLevel
이 메서드의 로깅 수준입니다. 유효한 값은 Amazon API Gateway API 참조의 Stage 리소스에 대한
loggingLevel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hodSettings
단계의 모든 방법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thodSetting (p. 810)의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sEnabled
Amazon CloudWatch 지표가 단계의 메서드에 대해 활성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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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단계에 연결할 임의 태그(키-값 페어)의 어레이.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ottlingBurstLimit
API Gateway가 AWS account의 모든 API, 단계 및 메서드 간에 허용하는 초당 버스트 요청 수입니다. 자
세한 내용은 API Gateway Developer Guide의 API 요청 조절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ottlingRateLimit
API Gateway가 AWS account의 모든 API, 단계 및 메서드 간에 허용하는 초당 안정 상태 요청 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 Gateway Developer Guide의 API 요청 조절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cingEnabled
X-Ray를 사용한 활성 추적이 이 단계에서 활성화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 Gateway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X-Ray를 사용한 API 게이트웨이 API 실행 추적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riables
단계 변수를 정의하는 맵입니다. 변수 이름은 영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면 변수 값은 다음 정규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A-Za-z0-9-._~:/?#&=,]+.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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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iGateway::DocumentationPart
AWS::ApiGateway::DocumentationPart 리소스는 API에 대한 설명서 부분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API Gateway 개발자 안내서의 API 게이트웨이에서 API 설명서 표현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iGateway::DocumentationPart",
"Properties" : {
"Location" : Location (p. 819),
"Properties" : String,
"RestApiId" : String
}

YAML
Type: AWS::ApiGateway::DocumentationPart
Properties:
Location:
Location (p. 819)
Properties: String
RestApiId: String

Properties
Location
설명서를 적용할 API 엔터티의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Location (p. 81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perties
대상 API 엔터티의 설명서 콘텐츠 맵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tApiId
대상 API 엔터티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PI 버전 2010-05-15
81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PI Gateway

반환 값
Ref
설명서 부분의 ID(예: abc123)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
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설명서 부분을 설명서 버전과 연결
다음 예제에서는 API 엔터티에 대한 설명서 부분을 설명서 버전과 연결합니다.

JSON
{

"Parameters": {
"apiName": {
"Type": "String"
},
"description": {
"Type": "String"
},
"version": {
"Type": "String"
},
"type": {
"Type": "String"
},
"property": {
"Type": "String"
}
},
"Resources": {
"RestApi": {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
"Name": {
"Ref": "apiName"
}
}
},
"DocumentationPart": {
"Type": "AWS::ApiGateway::DocumentationPart",
"Properties": {
"Location": {
"Type": {
"Ref": "type"
}
},
"RestApiId": {
"Ref": "RestApi"
},
"Property": {
"Ref": "property"
}
}
},
"DocumentationVersion": {
"Type": "AWS::ApiGateway::DocumentationVersion",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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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Ref": "description"
},
"DocumentationVersion": {
"Ref": "version"
},
"RestApiId": {
"Ref": "RestApi"
}

}

}

}

},
"DependsOn": "DocumentationPart"

YAML
Parameters:
apiName:
Type: String
description:
Type: String
version:
Type: String
type:
Type: String
property:
Type: String
Resources:
RestApi: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Name: !Ref apiName
DocumentationPart:
Type: AWS::ApiGateway::DocumentationPart
Properties:
Location:
Type: !Ref type
RestApiId: !Ref RestApi
Property: !Ref property
DocumentationVersion:
Type: AWS::ApiGateway::DocumentationVersion
Properties:
Description: !Ref description
DocumentationVersion: !Ref version
RestApiId: !Ref RestApi
DependsOn: DocumentationPart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documentationpart:create

AWS::ApiGateway::DocumentationPart Location
Location 속성은 설명서를 적용할 Amazon API Gateway API 엔터티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Location은
AWS::ApiGateway::DocumentationPart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Note
제약 및 유효 값을 비롯한 각 속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DocumentationPar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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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ethod" : String,
"Name" : String,
"Path" : String,
"StatusCode" : String,
"Type" : String

YAML
Method: String
Name: String
Path: String
StatusCode: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Method
메서드의 HTTP 동사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대상 API 엔터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th
대상의 URL 경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tusCode
응답의 HTTP 상태 코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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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설명서 콘텐츠를 적용할 API 엔터티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DocumentationPart

AWS::ApiGateway::DocumentationVersion
AWS::ApiGateway::DocumentationVersion 리소스는 API에 대한 설명서의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API Gateway 개발자 안내서의 API 게이트웨이에서 API 설명서 표현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iGateway::DocumentationVersion",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DocumentationVersion" : String,
"RestApiId" : String
}

YAML
Type: AWS::ApiGateway::DocumentationVersion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DocumentationVersion: String
RestApiId: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API 설명서 스냅샷의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cumentationVersion
API 설명서 스냅샷의 버전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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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tApiId
API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예제
설명서 버전을 스테이지와 연결
다음 예제에서는 설명서 버전을 API 단계와 연결합니다.

JSON
{

"Parameters": {
"apiName": {
"Type": "String"
},
"description": {
"Type": "String"
},
"property": {
"Type": "String"
},
"stageName": {
"Type": "String"
},
"type": {
"Type": "String"
},
"version": {
"Type": "String"
}
},
"Resources": {
"Deployment": {
"Type": "AWS::ApiGateway::Deployment",
"Properties": {
"RestApiId": {
"Ref": "RestApi"
}
},
"DependsOn": [
"Method"
]
},
"DocumentationPart": {
"Type": "AWS::ApiGateway::DocumentationPart",
"Properties": {
"Location": {
"Type": {
"Ref": "typ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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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piId": {
"Ref": "RestApi"
},
"Property": {
"Ref": "property"
}

}
},
"DocumentationVersion": {
"Type": "AWS::ApiGateway::DocumentationVersion",
"Properties": {
"Description": {
"Ref": "description"
},
"DocumentationVersion": {
"Ref": "version"
},
"RestApiId": {
"Ref": "RestApi"
}
},
"DependsOn": "DocumentationPart"
},
"Method": {
"Type": "AWS::ApiGateway::Method",
"Properties": {
"AuthorizationType": "NONE",
"HttpMethod": "POST",
"ResourceId": {
"Fn::GetAtt": [
"RestApi",
"RootResourceId"
]
},
"RestApiId": {
"Ref": "RestApi"
},
"Integration": {
"Type": "MOCK"
}
}
},
"RestApi": {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
"Name": {
"Ref": "apiName"
}
}
},
"Stage": {
"Type": "AWS::ApiGateway::Stage",
"Properties": {
"DeploymentId": {
"Ref": "Deployment"
},
"DocumentationVersion": {
"Ref": "version"
},
"RestApiId": {
"Ref": "RestApi"
},
"StageName": {
"Ref": "stageNa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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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ependsOn": "DocumentationVersion"

YAML
Parameters:
apiName:
Type: String
description:
Type: String
property:
Type: String
stageName:
Type: String
type:
Type: String
version:
Type: String
Resources:
Deployment:
Type: AWS::ApiGateway::Deployment
Properties:
RestApiId: !Ref RestApi
DependsOn:
- Method
DocumentationPart:
Type: AWS::ApiGateway::DocumentationPart
Properties:
Location:
Type: !Ref type
RestApiId: !Ref RestApi
Property: !Ref property
DocumentationVersion:
Type: AWS::ApiGateway::DocumentationVersion
Properties:
Description: !Ref description
DocumentationVersion: !Ref version
RestApiId: !Ref RestApi
DependsOn: DocumentationPart
Method:
Type: AWS::ApiGateway::Method
Properties:
AuthorizationType: NONE
HttpMethod: POST
ResourceId: !GetAtt
- RestApi
- RootResourceId
RestApiId: !Ref RestApi
Integration:
Type: MOCK
RestApi: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Name: !Ref apiName
Stage:
Type: AWS::ApiGateway::Stage
Properties:
DeploymentId: !Ref Deployment
DocumentationVersion: !Ref version
RestApiId: !Ref RestApi
StageName: !Ref stageName
DependsOn: Documentati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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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documentationpart:create

AWS::ApiGateway::DomainName
AWS::ApiGateway::DomainName 리소스는 API Gateway의 API에 대해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을 지정
합니다.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회수하기 쉬운 URL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
정 도메인 이름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I Gateway 개발자 안내서의 API Gateway의 API에 대한 사용
자 지정 도메인 이름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iGateway::DomainName",
"Properties" : {
"CertificateArn" : String,
"DomainName" : String,
"EndpointConfiguration" : EndpointConfiguration (p. 832),
"MutualTlsAuthentication" : MutualTlsAuthentication (p. 833),
"OwnershipVerificationCertificateArn" : String,
"RegionalCertificateArn" : String,
"SecurityPolicy"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ApiGateway::DomainName
Properties:
CertificateArn: String
DomainName: String
EndpointConfiguration:
EndpointConfiguration (p. 832)
MutualTlsAuthentication:
MutualTlsAuthentication (p. 833)
OwnershipVerificationCertificateArn: String
RegionalCertificateArn: String
SecurityPolicy: String
Tags:
- Tag

Properties
CertificateArn
이 도메인 이름에 대해 엣지 최적화 엔드포인트가 사용할 AWS 관리형 인증서에 대한 참조. 유일하게
지원되는 소스는 AWS Certificate Manager입니다. 인증서 설정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추가 정보는 API
Gateway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Certificate Manager에서 인증서 준비하기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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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Name
API에 대한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입니다. 대문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dpointConfiguration
도메인 이름의 엔드포인트 유형 목록.
Required: 아니요
Type: EndpointConfiguration (p. 8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utualTlsAuthentication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에 대한 상호 TLS 인증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utualTlsAuthentication (p. 83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wnershipVerificationCertificateArn
사용자 지정 도메인의 소유권을 검증하기 위해 ACM에서 발급한 공개 인증서의 ARN입니다. 상호 TLS
를 구성하고 가져온 ACM 또는 프라이빗 CA 인증서 ARN을 RegionalCertificateArn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만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onalCertificateArn
도메인 이름에 대해 리전 엔드포인트가 사용할 AWS 관리형 인증서에 대한 참조. 유일하게 지원되는 소
스는 AWS Certificate Manager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Policy
이 도메인 이름에 대한 TLS(전송 계층 보안) 버전과 암호 그룹을 결합한 것입니다.
유효한 값에는 TLS_1_0 및 TLS_1_2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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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도메인 이름과 연결할 임의 태그(키-값 페어)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도메인 이름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DistributionDomainName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에 매핑되는 Amazon CloudFront 배포 도메인 이름입니다. 이는 엔드포인트 유
형이 EDGE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 d111111abcdef8.cloudfront.net
DistributionHostedZoneId
엣지 최적화 엔드포인트의 리전과 무관한 Amazon Route 53 호스팅 영역 ID입니다. 유일하게 유효한 값
은 모든 리전에 대해 Z2FDTNDATAQYW2입니다.
RegionalDomainName
이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에 대한 리전별 엔드포인트에 연결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사용자 지정 도메
인 이름을 이 리전별 이름으로 가리키는 DNS 레코드를 추가하여 이 연결을 설정합니다.
RegionalHostedZoneId
리전별 엔드포인트의 리전별 Amazon Route 53 호스팅 영역 ID입니다.

예제
사용자 지정 도메인 생성
다음 예에서는 api.mydomain.com이라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을 생성합니다.

JSON
{

"MyDomainName": {
"Type": "AWS::ApiGateway::DomainName",
"Properties": {
"DomainName": "api.mydomain.com",
"CertificateArn": "arn:aws:acm:us-east-1:111122223333:certificate/fb1b9770a305-495d-aefb-27e5e101f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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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MyDomainName:
Type: 'AWS::ApiGateway::DomainName'
Properties:
DomainName: api.mydomain.com
CertificateArn: >arn:aws:acm:us-east-1:111122223333:certificate/fb1b9770-a305-495d-aefb-27e5e101ff3

파라미터에서 사용자 지정 도메인 생성
다음 예에서는 example.mydomain.com이라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을 생성합니다.

JSON
{

"Parameters": {
"basePath": {
"Type": "String",
"Default": "examplepath"
},
"domainName": {
"Type": "String",
"Default": "example.mydomain.com"
},
"restApiName": {
"Type": "String",
"Default": "exampleapi"
}
},
"Resources": {
"myCertificate": {
"Type":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
"DomainName": {
"Ref": "domainName"
}
}
},
"myDomainName": {
"Type": "AWS::ApiGateway::DomainName",
"Properties": {
"CertificateArn": {
"Ref": "myCertificate"
},
"DomainName": {
"Ref": "domainName"
}
}
},
"myMapping": {
"Type": "AWS::ApiGateway::BasePathMapping",
"Properties": {
"BasePath": {
"Ref": "basePath"
},
"DomainName": {
"Ref": "myDomain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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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piId": {
"Ref": "myRestApi"
}

}
},
"myRestApi": {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
"Name": {
"Ref": "restApiName"
}
}
}

}

},
"Outputs": {
"domainName": {
"Value": {
"Fn::GetAtt": [
"myDomainName",
"DistributionDomainName"
]
}
}
}

YAML
Parameters:
basePath:
Type: String
Default: examplepath
domainName:
Type: String
Default: example.mydomain.com
restApiName:
Type: String
Default: exampleapi
Resources:
myCertificate:
Type: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DomainName: !Ref domainName
myDomainName:
Type: 'AWS::ApiGateway::DomainName'
Properties:
CertificateArn: !Ref myCertificate
DomainName: !Ref domainName
myMapping:
Type: 'AWS::ApiGateway::BasePathMapping'
Properties:
BasePath: !Ref basePath
DomainName: !Ref myDomainName
RestApiId: !Ref myRestApi
myRestApi: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Name: !Ref restApiName
Outputs:
domainName:
Value: !GetAtt
- myDomainName
- DistributionDomain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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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pointConfiguration으로 도메인 이름 생성
다음은 리전 인증서 ARN과 엔드포인트 유형을 지정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입니다.

JSON
{

}

"Parameters": {
"cfnDomainName": {
"Type": "String"
},
"certificateArn": {
"Type": "String"
},
"type": {
"Type": "String"
}
},
"Resources": {
"myDomainName": {
"Type": "AWS::ApiGateway::DomainName",
"Properties": {
"CertificateArn": {
"Ref": "certificateArn"
},
"DomainName": {
"Ref": "cfnDomainName"
},
"EndpointConfiguration": {
"Types": [
{
"Ref": "type"
}
]
},
"RegionalCertificateArn": {
"Ref": "certificateArn"
}
}
}
},
"Outputs": {
"DomainName": {
"Value": {
"Ref": "myDomainName"
}
}
}

YAML
Parameters:
cfnDomainName:
Type: String
certificateArn:
Type: String
type:
Type: String
Resources:
myDomainName:
Type: AWS::ApiGateway::Domain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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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Arn: !Ref certificateArn
DomainName: !Ref cfnDomainName
EndpointConfiguration:
Types:
- !Ref type
RegionalCertificateArn: !Ref certificateArn
Outputs:
DomainName:
Value: !Ref myDomainName

도메인 이름 및 영역 ID를 출력으로 생성
다음 예제는 배포 및 리전별 도메인 이름은 물론 배포 및 리전별 호스팅 영역 ID를 스택으로부터의 출력으로
정의합니다.

JSON
{

"Resources": {
"myDomainName": {
"Type": "AWS::ApiGateway::DomainName",
"Properties": {
"CertificateArn": {
"Ref": "certificateArn"
},
"DomainName": {
"Ref": "cfnDomainName"
},
"EndpointConfiguration": {
"Types": [
{
"Ref": "type"
}
]
},
"RegionalCertificateArn": {
"Ref": "certificateArn"
}
}
}
},
"Outputs": {
"DistributionDomainName": {
"Value": {
"Fn::GetAtt": [
"myDomainName",
"DistributionDomainName"
]
}
},
"DistributionHostedZoneId": {
"Value": {
"Fn::GetAtt": [
"myDomainName",
"DistributionHostedZoneId"
]
}
},
"RegionalDomainName": {
"Value": {
"Fn::GetAtt": [
"myDomainName",
"RegionalDomain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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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RegionalHostedZoneId": {
"Value": {
"Fn::GetAtt": [
"myDomainName",
"RegionalHostedZoneId"
]
}
}

YAML
Resources:
myDomainName:
Type: 'AWS::ApiGateway::DomainName'
Properties:
CertificateArn: !Ref certificateArn
DomainName: !Ref cfnDomainName
EndpointConfiguration:
Types:
- !Ref type
RegionalCertificateArn: !Ref certificateArn
Outputs:
DistributionDomainName:
Value: !GetAtt
- myDomainName
- DistributionDomainName
DistributionHostedZoneId:
Value: !GetAtt
- myDomainName
- DistributionHostedZoneId
RegionalDomainName:
Value: !GetAtt
- myDomainName
- RegionalDomainName
RegionalHostedZoneId:
Value: !GetAtt
- myDomainName
- RegionalHostedZoneId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domainname:create

AWS::ApiGateway::DomainName EndpointConfiguration
EndpointConfiguration 속성 유형은 Amazon API Gateway 도메인 이름의 엔드포인트 유형을 지정합니
다.
EndpointConfiguration은 AWS::ApiGateway::DomainName 리소스의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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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s" : [ String, ... ]

YAML
Types:
- String

Properties
Types
API 엔드포인트, 또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 목록. 엣지 최적화 API와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의 경
우, 엔드포인트 유형은 EDGE입니다. 리전 API와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의 경우, 엔드포인트 유형은
REGIONA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DomainName

AWS::ApiGateway::DomainName MutualTlsAuthentication
지정된 경우 API Gateway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양방향 인증을 수행합니다. 클라이언트는 API에 액세
스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ruststoreUri" : String,
"TruststoreVersion" : String

YAML
TruststoreUri: String
TruststoreVersion: String

Properties
TruststoreUri
상호 TLS 인증을 위한 TrustStore를 지정하는 Amazon S3 URL입니다(예: s3://bucket-name/keyname). TrustStore에는 공인 또는 사설 인증 기관의 인증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TrustStore를 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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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하려면 새 버전을 S3에 업로드한 다음 새 버전을 사용하도록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을 업데이트합
니다. TrustStore를 업데이트하려면 S3 객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uststoreVersion
TrustStore가 포함된 S3 객체의 버전입니다. 버전을 지정하려면 S3 버킷에 버전 관리를 사용하도록 설
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iGateway::GatewayResponse
AWS::ApiGateway::GatewayResponse 리소스는 API에 대한 게이트웨이 응답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PI Gateway 개발자 안내서의 API 게이트웨이 응답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iGateway::GatewayResponse",
"Properties" : {
"ResponseParameters" : {Key : Value, ...},
"ResponseTemplates" : {Key : Value, ...},
"ResponseType" : String,
"RestApiId" : String,
"StatusCode" : String
}

YAML
Type: AWS::ApiGateway::GatewayResponse
Properties:
ResponseParameters:
Key : Value
ResponseTemplates:
Key : Value
ResponseType: String
RestApiId: String
StatusCode: String

Properties
ResponseParameters
응답에 대한 응답 파라미터(경로, 쿼리 문자열 및 헤더)입니다. 중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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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ponseTemplates
응답에 대한 응답 템플릿입니다. 중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ponseType
응답 유형이며 유효한 값은 API Gateway API 참조의 GatewayResponse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tApiId
API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tusCode
응답에 대한 HTTP 상태 코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404 응답
다음 예에서는 CORS 요청(보호되지 않은/제한되지 않은 API에 적용 가능)에 대해 인증 토큰 누락 대신 리소
스를 찾을 수 없음의 404 상태 코드를 반환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RestApi": {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
"Name": "myRest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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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GatewayResponse": {
"Type": "AWS::ApiGateway::GatewayResponse",
"Properties": {
"ResponseParameters": {
"gatewayresponse.header.Access-Control-Allow-Origin": "'*'",
"gatewayresponse.header.Access-Control-Allow-Headers": "'*'"
},
"ResponseType": "MISSING_AUTHENTICATION_TOKEN",
"RestApiId": {
"Ref": "RestApi"
},
"StatusCode": "404"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RestApi: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Name: myRestApi
GatewayResponse:
Type: AWS::ApiGateway::GatewayResponse
Properties:
ResponseParameters:
gatewayresponse.header.Access-Control-Allow-Origin: "'*'"
gatewayresponse.header.Access-Control-Allow-Headers: "'*'"
ResponseType: MISSING_AUTHENTICATION_TOKEN
RestApiId: !Ref RestApi
StatusCode: '404'

파라미터화된 응답
다음 예에서는 제공된 파라미터에 따라 API에 대한 응답을 생성합니다.

JSON
{

"Parameters": {
"apiName": {
"Type": "String"
},
"responseParameter1": {
"Type": "String"
},
"responseParameter2": {
"Type": "String"
},
"responseType": {
"Type": "String"
},
"statusCode": {
"Type": "String"
}
},
"Resources": {
"RestA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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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
"Name": {
"Ref": "apiName"
}
}

}

}

},
"GatewayResponse": {
"Type": "AWS::ApiGateway::GatewayResponse",
"Properties": {
"ResponseParameters": {
"gatewayresponse.header.k1": {
"Ref": "responseParameter1"
},
"gatewayresponse.header.k2": {
"Ref": "responseParameter2"
}
},
"ResponseType": {
"Ref": "responseType"
},
"RestApiId": {
"Ref": "RestApi"
},
"StatusCode": {
"Ref": "statusCode"
}
}
}

YAML
Parameters:
apiName :
Type : String
responseParameter1:
Type : String
responseParameter2:
Type : String
responseType:
Type : String
statusCode:
Type : String
Resources :
RestApi: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Name: !Ref apiName
GatewayResponse:
Type: AWS::ApiGateway::GatewayResponse
Properties:
ResponseParameters:
gatewayresponse.header.k1 : !Ref responseParameter1
gatewayresponse.header.k2 : !Ref responseParameter2
ResponseType: !Ref responseType
RestApiId: !Ref RestApi
StatusCode: !Ref statusCode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gatewayresponse: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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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iGateway::Method
AWS::ApiGateway::Method 리소스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통해 전송해야 하는 파라미터 및 본문을 정의
하는 API Gateway 메서드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iGateway::Method",
"Properties" : {
"ApiKeyRequired" : Boolean,
"AuthorizationScopes" : [ String, ... ],
"AuthorizationType" : String,
"AuthorizerId" : String,
"HttpMethod" : String,
"Integration" : Integration (p. 845),
"MethodResponses" : [ MethodResponse (p. 851), ... ],
"OperationName" : String,
"RequestModels" : {Key : Value, ...},
"RequestParameters" : {Key : Value, ...},
"RequestValidatorId" : String,
"ResourceId" : String,
"RestApiId" : String
}

YAML
Type: AWS::ApiGateway::Method
Properties:
ApiKeyRequired: Boolean
AuthorizationScopes:
- String
AuthorizationType: String
AuthorizerId: String
HttpMethod: String
Integration:
Integration (p. 845)
MethodResponses:
- MethodResponse (p. 851)
OperationName: String
RequestModels:
Key : Value
RequestParameters:
Key : Value
RequestValidatorId: String
ResourceId: String
RestApiId: String

Properties
ApiKeyRequired
이 메서드 사용 시 클라이언트가 유효한 API 키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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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orizationScopes
메서드에 구성된 권한 부여 범위 목록입니다. 범위는 COGNITO_USER_POOLS 권한 부여자 내에서 사용
되어 메서드 호출 권한을 부여합니다. 권한 부여는 메서드 범위를 수신되는 요청의 액세스 토큰으로부터
구문 분석된 범위와 일치시킴으로써 작동합니다. 메서드 호출은 액세스 토큰의 클레임된 범위와 일치하
는 메서드 범위가 있는 경우 권한 부여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호출에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메서
드 범위가 구성될 때 클라이언트는 권한 부여 용도의 자격 증명 토큰 대신 액세스 토큰을 제공해야 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orizationType
메서드의 권한 부여 유형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필수 항목입니다. 유효한 값은 API Gateway API 참조의
Method를 참조하십시오.

Note
AuthorizerId 속성을 지정하는 경우 이 속성에 대해 CUSTOM 또는
COGNITO_USER_POOLS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orizerId
이 메서드에 대해 사용할 authorizer의 식별자입니다. 이 속성을 지정하는 경우 AuthorizationType
속성에 대해 CUSTOM 또는 COGNITO_USER_POOLS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Method
클라이언트에서 이 방법을 호출하는 데 사용할 HTTP 방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gration
요청을 수신할 때 메서드에서 호출하는 백엔드 시스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tegration (p.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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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hodResponses
메서드를 호출하는 클라이언트로 전송할 수 있는 응답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thodResponse (p. 85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perationName
메서드의 기억하기 쉬운 작업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GET /pets 메서드에 대해 ListPets의
OperationName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estModels
요청의 콘텐츠 유형에 사용되는 리소스입니다. 콘텐츠 유형을 키로, Model 리소스 이름을 값으로 사용
하여 요청 모델을 키-값 페어(문자열 간 매핑)로 지정합니다. 콘텐츠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모델을 사
용하려면 $default를 키로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estParameters
API Gateway에서 수락하는 요청 파라미터입니다. 소스를 키로, 부울을 값으로 사용하여 응답 파라미터
를 키-값 페어(문자열과 부울 간 매핑)를 지정합니다. 부울은 파라미터가 필요한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소스는 method.request.location.name 형식과 일치해야 하며, 이때 location은 쿼리 문자열, 경로
또는 헤더이고, name은 유효한 고유 파라미터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의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estValidatorId
연결된 요청 검사기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Id
API Gateway 리소스의 ID입니다. 루트 리소스 메서드의 경우, RestApi 루트 리소스 ID(예:
{ "Fn::GetAtt": ["MyRestApi", "RootResourceId"] })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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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tApiId
API Gateway에서 메서드를 생성하는 RestApi 리소스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메서드 ID(예: mysta-metho-01234b567890example)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
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모의 메서드
다음 예제에서는 MyApi API에 대한 모의 GET 메서드를 생성합니다.

JSON
{

}

"MockMethod": {
"Type": "AWS::ApiGateway::Method",
"Properties": {
"RestApiId": {
"Ref": "MyApi"
},
"ResourceId": {
"Fn::GetAtt": [
"MyApi",
"RootResourceId"
]
},
"HttpMethod": "GET",
"AuthorizationType": "NONE",
"Integration": {
"Type": "MOCK"
}
}
}

YAML
Mock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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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ApiGateway::Method'
Properties:
RestApiId: !Ref MyApi
ResourceId: !GetAtt
- MyApi
- RootResourceId
HttpMethod: GET
AuthorizationType: NONE
Integration:
Type: MOCK

Lambda 프록시
다음 예제는 클라이언트가 완전 포착(catch-all) ANY 메서드에서 단일 통합 설정을 사용하여 Lambda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프록시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Uri 속성은 Lambda 함수를 지정합니다. Lambda 프
록시 통합 및 샘플 Lambda 함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I Gateway 개발자 안내서의 Proxy Resource를 통
해 Lambda 프록시 통합을 사용하여 API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Note
AWS::Lambda::Permis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PI 게이트웨이에 Lambda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JSON
{

"ProxyResource": {
"Type": "AWS::ApiGateway::Resource",
"Properties": {
"RestApiId": {
"Ref": "LambdaSimpleProxy"
},
"ParentId": {
"Fn::GetAtt": [
"LambdaSimpleProxy",
"RootResourceId"
]
},
"PathPart": "{proxy+}"
}
},
"ProxyResourceANY": {
"Type": "AWS::ApiGateway::Method",
"Properties": {
"RestApiId": {
"Ref": "LambdaSimpleProxy"
},
"ResourceId": {
"Ref": "ProxyResource"
},
"HttpMethod": "ANY",
"AuthorizationType": "NONE",
"Integration": {
"Type": "AWS_PROXY",
"IntegrationHttpMethod": "POST",
"Uri": {
"Fn::Sub": "arn:aws:apigateway:${AWS::Region}:lambda:path/2015-03-31/
functions/${LambdaForSimpleProxy.Arn}/invocations"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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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ProxyResource:
Type: 'AWS::ApiGateway::Resource'
Properties:
RestApiId: !Ref LambdaSimpleProxy
ParentId: !GetAtt
- LambdaSimpleProxy
- RootResourceId
PathPart: '{proxy+}'
ProxyResourceANY:
Type: 'AWS::ApiGateway::Method'
Properties:
RestApiId: !Ref LambdaSimpleProxy
ResourceId: !Ref ProxyResource
HttpMethod: ANY
AuthorizationType: NONE
Integration:
Type: AWS_PROXY
IntegrationHttpMethod: POST
Uri: !Sub >arn:aws:apigateway:${AWS::Region}:lambda:path/2015-03-31/functions/
${LambdaForSimpleProxy.Arn}/invocations

연결된 요청 검사기
다음 예에서는 REST API, 메서드 및 요청 검사기를 생성하고 메서드를 통해 요청 검사기를 연결합니다. 또
한 요청 페이로드를 전환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JSON
{

"Parameters": {
"contentHandling": {
"Type": "String"
},
"operationName": {
"Type": "String",
"Default": "testoperationName"
},
"restApiName": {
"Type": "String",
"Default": "testrestApiName"
},
"validatorName": {
"Type": "String",
"Default": "testvalidatorName"
},
"validateRequestBody": {
"Type": "String",
"Default": "testvalidateRequestBody"
},
"validateRequestParameters": {
"Type": "String",
"Default": true
}
},
"Resources": {
"RestApi": {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
"Name": {
"Ref": "restApi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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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hod": {
"Type": "AWS::ApiGateway::Method",
"Properties": {
"HttpMethod": "POST",
"ResourceId": {
"Fn::GetAtt": [
"RestApi",
"RootResourceId"
]
},
"RestApiId": {
"Ref": "RestApi"
},
"AuthorizationType": "NONE",
"Integration": {
"Type": "MOCK",
"ContentHandling": {
"Ref": "contentHandling"
},
"IntegrationResponses": [
{
"ContentHandling": {
"Ref": "contentHandling"
},
"StatusCode": 400
}
]
},
"RequestValidatorId": {
"Ref": "RequestValidator"
},
"OperationName": {
"Ref": "operationName"
}
}
},
"RequestValidator": {
"Type": "AWS::ApiGateway::RequestValidator",
"Properties": {
"Name": {
"Ref": "validatorName"
},
"RestApiId": {
"Ref": "RestApi"
},
"ValidateRequestBody": {
"Ref": "validateRequestBody"
},
"ValidateRequestParameters": {
"Ref": "validateRequestParameters"
}
}
}

},
"Outputs": {
"RootResourceId": {
"Value": {
"Fn::GetAtt": [
"RestApi",
"RootResourceId"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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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Parameters:
contentHandling:
Type: String
operationName:
Type: String
Default: testoperationName
restApiName:
Type: String
Default: testrestApiName
validatorName:
Type: String
Default: testvalidatorName
validateRequestBody:
Type: String
Default: testvalidateRequestBody
validateRequestParameters:
Type: String
Default: true
Resources:
RestApi: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Name: !Ref restApiName
Method:
Type: AWS::ApiGateway::Method
Properties:
HttpMethod: POST
ResourceId: !GetAtt RestApi.RootResourceId
RestApiId: !Ref RestApi
AuthorizationType: NONE
Integration:
Type: MOCK
ContentHandling: !Ref contentHandling
IntegrationResponses:
- ContentHandling: !Ref contentHandling
StatusCode: 400
RequestValidatorId: !Ref RequestValidator
OperationName: !Ref operationName
RequestValidator:
Type: AWS::ApiGateway::RequestValidator
Properties:
Name: !Ref validatorName
RestApiId: !Ref RestApi
ValidateRequestBody: !Ref validateRequestBody
ValidateRequestParameters: !Ref validateRequestParameters
Outputs:
RootResourceId:
Value: !GetAtt RestApi.RootResourceId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method:put

AWS::ApiGateway::Method Integration
Integration은 메서드에서 호출하는 대상 백엔드에 대한 정보를 지정하는 AWS::ApiGateway::Method 리
소스의 속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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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cheKeyParameters" : [ String, ... ],
"CacheNamespace" : String,
"ConnectionId" : String,
"ConnectionType" : String,
"ContentHandling" : String,
"Credentials" : String,
"IntegrationHttpMethod" : String,
"IntegrationResponses" : [ IntegrationResponse (p. 849), ... ],
"PassthroughBehavior" : String,
"RequestParameters" : {Key : Value, ...},
"RequestTemplates" : {Key : Value, ...},
"TimeoutInMillis" : Integer,
"Type" : String,
"Uri" : String

YAML
CacheKeyParameters:
- String
CacheNamespace: String
ConnectionId: String
ConnectionType: String
ContentHandling: String
Credentials: String
IntegrationHttpMethod: String
IntegrationResponses:
- IntegrationResponse (p. 849)
PassthroughBehavior: String
RequestParameters:
Key : Value
RequestTemplates:
Key : Value
TimeoutInMillis: Integer
Type: String
Uri: String

Properties
CacheKeyParameters
API Gateway에서 값을 캐시할 요청 파라미터의 목록입니다. 통합 유형이 RequestParameters가 설정되
도록 허용하는 경우 CacheKeyParameters에서 지원되도록 RequestParameters에도 이들 파라미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Namespace
캐시된 관련 파라미터의 API 관련 태그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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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ionId
connectionType=VPC_LINK 및 정의되지 않은 경우 통합에 사용되는 VpcLink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ionType
통합 엔드포인트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 유형입니다. 퍼블릭 라우팅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한 연결에 대해
유효한 값은 INTERNET, API 게이트웨이와 VPC의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사이의 프라이빗 연결에 대해
유효한 값은 VPC_LINK입니다. 기본값은 INTERNET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tentHandling
요청 페이로드 콘텐츠 유형 변환을 처리하는 방식을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CONVERT_TO_BINARY: base64 인코딩 문자열의 요청 페이로드를 이진 BLOB으로 변환.
• CONVERT_TO_TEXT: 이진 BLOB 요청 페이로드를 base64 인코딩 문자열로 변환.
이 속성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PassthroughBehaviors 속성이 페이로드 전달을 지원하도록 구성되
어 있으면 요청 페이로드가 수정 없이 메서드 요청에서 통합 요청으로 전달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edentials
통합에 필요한 자격 증명입니다. API Gateway가 가정하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을 지정하려면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합니다. 호출자의 자격 증명이 요청을 통
해 전달되도록 하려면 arn:aws:iam::*:user/*를 지정합니다.
AWS Lambda(Lambda) 함수에서 리소스 기반 권한을 사용하려면 이 속성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AWS::Lambda::Permis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함수를 호출할 API Gateway를 허용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AWS Lambda 개발자 안내서에서 Amazon API Gateway에서 Lambda 함수를 호출하도록 허용을 참
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grationHttpMethod
통합의 HTTP 메서드 유형입니다.
Type 속성에 MOCK을 지정하는 경우, 이 속성은 선택 사항입니다. 나머지 모든 유형에는 이 속성을 지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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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grationResponses
메서드의 백엔드가 요청을 완료한 후 API Gateway에서 제공하는 응답입니다. API Gateway가 백엔드의
응답을 가로채기 때문에 API Gateway에서 백엔드 응답을 표면화하는 방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엔드 상태 코드를 자신이 정의하는 코드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tegrationResponse (p. 849)의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ssthroughBehavior
API Gateway에서 요청을 대상 지정된 백엔드로 전달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 동작은 요청의
Content-Type 헤더와 해당 요청에 대한 매핑 템플릿을 정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과 유효한 값은 API Gateway API 참조의 passthroughBehavior 필드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estParameters
API Gateway에서 백엔드 요청과 함께 전송하는 요청 파라미터입니다. 대상을 키로, 소스를 값으로 사용
하여 요청 파라미터를 키-값 페어(문자열 간 매핑)로 지정합니다.
integration.request.location.name 패턴을 사용하여 대상을 지정합니다. 이때 location은 쿼리
문자열, 경로 또는 헤더이고 name은 유효한 고유 파라미터 이름입니다.
소스는 기존 메서드 요청 파라미터 또는 고정 값이어야 합니다. 정적 값은 따옴표 안에 지정해야 하며 요
청에서 대상을 근거로 미리 인코딩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estTemplates
요청 페이로드에 적용되는 Apache Velocity 템플릿의 맵입니다. API Gateway에서 사용하는 템플릿은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Content-Type 헤더의 값에 기초합니다. 다음 코드 조각과 같이, Content-Type
값은 키이며, 템플릿은 값(문자열로 지정됨)입니다.
"application/json": "{\n \"statusCode\": 200\n}"
템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I Gateway Developer Guide의 API 게이트웨이 매핑 템플릿과 액세스
로깅 변수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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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outInMillis
50~29,000밀리초 사이에서 제한 시간 사용자 지정. 기본값은 29,000밀리초(29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HTTP 또는 MOCK 등 메서드가 실행 중인 백엔드 유형입니다. 모든 유효한 값은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에서 Integration 리소스에 대한 type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i
통합을 위한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입니다.
HTTP 속성에 대해 Type를 지정하는 경우 API 엔드포인트 URL을 지정합니다.
MOCK 속성에 대해 Type을 지정한 경우 이 속성은 지정하지 마십시오.
Type 속성에 AWS를 지정하는 경우 region:subdomain.service|service:path|action/service_api
형식에 따라 AWS 서비스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Lambda 함수 URI는 다음 형식을 따릅
니다. arn:aws:apigateway:region:lambda:path/path. 이 경로는 일반적으로 /2015-03-31/
functions/LambdaFunctionARN/invocations 형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에서 Integration 리소스의 uri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HTTP 속성에 대해 AWS 또는 Type를 지정한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Method

AWS::ApiGateway::Method IntegrationResponse
IntegrationResponse는 메서드의 백엔드가 요청 처리를 완료한 후 API Gateway가 보내는 응답을 지정
하는 Amazon API Gateway Method Integration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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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Handling" : String,
"ResponseParameters" : {Key : Value, ...},
"ResponseTemplates" : {Key : Value, ...},
"SelectionPattern" : String,
"StatusCode" : String

YAML
ContentHandling: String
ResponseParameters:
Key : Value
ResponseTemplates:
Key : Value
SelectionPattern: String
StatusCode: String

Properties
ContentHandling
요청 페이로드 콘텐츠 유형 변환을 처리하는 방식을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CONVERT_TO_BINARY: base64 인코딩 문자열의 요청 페이로드를 이진 BLOB으로 변환.
• CONVERT_TO_TEXT: 이진 BLOB 요청 페이로드를 base64 인코딩 문자열로 변환.
이 속성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요청 페이로드가 수정 없이 메서드 요청에서 통합 요청으로 전달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ponseParameters
API Gateway에서 메서드 응답으로 전송되는 백엔드 응답의 응답 파라미터입니다. 응답 파라미터를 키값 페어로 지정합니다(문자열 간 매핑).
다음과 같이 대상을 키로, 소스를 값으로 사용합니다.
• 대상은 MethodResponse 속성에서 기존 응답 파라미터여야 합니다.
• 소스는 기존 메서드 요청 파라미터 또는 고정 값이어야 합니다. 정적 값은 따옴표 안에 지정해야 하며
요청에서 대상에 기초하여 미리 인코딩해야 합니다.
템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I Gateway Developer Guide의 API 게이트웨이 매핑 템플릿과 액세스
로깅 변수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ponseTemplates
통합 응답 본문을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템플릿입니다. 콘텐츠 유형을 키로, 템플릿을 값으로 사용하여
템플릿을 키-값 페어(문자열 간 매핑)로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 Gateway Developer Guide의
API 게이트웨이 매핑 템플릿과 액세스 로깅 변수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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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lectionPattern
통합 응답으로 매핑되는 백엔드의 오류 문자열 또는 상태 코드를 지정하는 정규식 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Code
API Gateway에서 통합 응답을 MethodResponse 상태 코드로 매핑하는 데 사용하는 상태 코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Method

AWS::ApiGateway::Method MethodResponse
MethodResponse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할 수 있는 응답을 정의하는
AWS::ApiGateway::Method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ponseModels" : {Key : Value, ...},
"ResponseParameters" : {Key : Value, ...},
"StatusCode" : String

YAML
ResponseModels:
Key : Value
ResponseParameters:
Key : Value
StatusCode: String

Properties
ResponseModels
응답의 콘텐츠 유형에 사용되는 리소스입니다. 콘텐츠 유형을 키로 Model 리소스 이름을 값으로 사용하
여 응답 모델을 키-값 페어(문자열 간 맵)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API 버전 2010-05-15
85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PI Gateway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ponseParameters
API Gateway에서 메서드를 호출한 클라이언트에 전송하는 응답 파라미터입니다. 대상을 키
로 부울을 값으로 사용하여 응답 파라미터를 키-값 페어(문자열과 부울 간 맵)를 지정합니다.
method.response.header.name 패턴을 사용하여 대상을 지정합니다. 여기서 name은 유효하고 고
유한 헤더 이름입니다. 부울은 파라미터가 필요한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의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Code
IntegrationResponse에 매핑되는 메서드 응답의 상태 코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Method

AWS::ApiGateway::Model
AWS::ApiGateway::Model 리소스는 API 메서드에 대한 요청 또는 응답 페이로드의 구조를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iGateway::Model",
"Properties" : {
"ContentTyp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RestApiId" : String,
"Schema" : Json
}

YAML
Type: AWS::ApiGateway::Model
Properties:
ContentType: String
Descriptio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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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String
RestApiId: String
Schema: Json

Properties
ContentType
모델의 콘텐츠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모델을 식별하는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모델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 고유의 물리적 ID를 생성하여
모델 이름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
의 또는 전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바꿔야 한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tApiId
모델과 연결할 REST API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chema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출력 형식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할 스키마입니다. 스키마를 지정하지 않으려는 경
우 null({})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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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모델 이름(예: myModel)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모델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설명된 스키마로 변환하는 모델을 생성합니다.

JSON
{

}

"PetsModelNoFlatten": {
"Type": "AWS::ApiGateway::Model",
"Properties": {
"RestApiId": {
"Ref": "RestApi"
},
"ContentType": "application/json",
"Description": "Schema for Pets example",
"Name": "PetsModelNoFlatten",
"Schema": {
"$schema": "http://json-schema.org/draft-04/schema#",
"title": "PetsModelNoFlatten",
"type": "array",
"items": {
"type": "object",
"properties": {
"number": {
"type": "integer"
},
"class": {
"type": "string"
},
"salesPrice": {
"type": "number"
}
}
}
}
}
}

YAML
PetsModelNoFlatten:
Type: 'AWS::ApiGateway::Model'
Properties:
RestApiId: !Ref RestApi
ContentType: application/json
Description: Schema for Pets example
Name: PetsModelNoFlatten
Schema:
$schema: 'http://json-schema.org/draft-04/schema#'
title: PetsModelNoFla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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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rray
items:
type: object
properties:
number:
type: integer
class:
type: string
salesPrice:
type: number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model:create

AWS::ApiGateway::RequestValidator
AWS::ApiGateway::RequestValidator 리소스는 API에 대한 수신 요청을 위한 기본 검증 규칙을 설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 Gateway 개발자 안내서의 API 게이트웨이의 API에 대한 기본 요청 확인 활성
화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iGateway::RequestValidator",
"Properties" : {
"Name" : String,
"RestApiId" : String,
"ValidateRequestBody" : Boolean,
"ValidateRequestParameters" : Boolean
}

YAML
Type: AWS::ApiGateway::RequestValidator
Properties:
Name: String
RestApiId: String
ValidateRequestBody: Boolean
ValidateRequestParameters: Boolean

Properties
Name
이 요청 검사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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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piId
대상 API 엔터티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idateRequestBody
대상 API 및 메서드에 대해 구성된 스키마에 따라 요청 본문을 확인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idateRequestParameters
요청 파라미터를 확인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요청 검사기의 ID(예: abc123)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
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RequestValidatorId
요청 유효성 검사기의 ID입니다. 예: abc123.

예제
요청 검사기 생성
다음 예에서는 제공된 파라미터에 따라 연결된 요청 검사기가 있는 API Gateway API를 생성합니다.

JSON
{

"Parameters": {
"api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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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tring"
},
"validatorName": {
"Type": "String"
},
"validateRequestBody": {
"Type": "String"
},
"validateRequestParameters": {
"Type": "String"
}

}

},
"Resources": {
"RestApi": {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
"Name": {
"Ref": "apiName"
}
}
},
"RequestValidator": {
"Type": "AWS::ApiGateway::RequestValidator",
"Properties": {
"Name": {
"Ref": "validatorName"
},
"RestApiId": {
"Ref": "RestApi"
},
"ValidateRequestBody": {
"Ref": "validateRequestBody"
},
"ValidateRequestParameters": {
"Ref": "validateRequestParameters"
}
}
}
}

YAML
Parameters:
apiName:
Type: String
validatorName:
Type: String
validateRequestBody:
Type: String
validateRequestParameters:
Type: String
Resources:
RestApi: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Name: !Ref apiName
RequestValidator:
Type: AWS::ApiGateway::RequestValidator
Properties:
Name: !Ref validatorName
RestApiId: !Ref RestApi
ValidateRequestBody: !Ref validateRequestBody
ValidateRequestParameters: !Ref validateRequest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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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requestvalidator:create

AWS::ApiGateway::Resource
AWS::ApiGateway::Resource 리소스는 API에서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iGateway::Resource",
"Properties" : {
"ParentId" : String,
"PathPart" : String,
"RestApiId" : String
}

YAML
Type: AWS::ApiGateway::Resource
Properties:
ParentId: String
PathPart: String
RestApiId: String

Properties
ParentId
하위 리소스를 생성하려는 경우 상위 리소스의 ID입니다. 상위 요소가 없는 리소스의 경우 RestApi 루
트 리소스 ID(예: { "Fn::GetAtt": ["MyRestApi", "RootResourceId"] })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thPart
리소스에 대한 경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tApiId
이 리소스를 생성하려는 RestApi 리소스의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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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리소스 ID(예: abc123)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Resource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예제
리소스 생성
다음 예에서는 stack API에 대한 MyApi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JSON
{

}

"Stack": {
"Type": "AWS::ApiGateway::Resource",
"Properties": {
"RestApiId": {
"Ref": "MyApi"
},
"ParentId": {
"Fn::GetAtt": [
"MyApi",
"RootResourceId"
]
},
"PathPart": "stack"
}
}

YAML
Stack:
Type: 'AWS::ApiGateway::Resource'
Properties:
RestApiId: !Ref MyApi
ParentId: !GetAtt
- MyApi
- RootResourceId
PathPart: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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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resource:create

AWS::ApiGateway::RestApi
AWS::ApiGateway::RestApi 리소스는 REST API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restapi:create를 참조하십시오.

Note
2016년 1월 1일 OpenAPI 사양의 기반이 된 OpenAPI 이니셔티브에 Swagger 사양이 기부되었습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 {
"ApiKeySourceType" : String,
"BinaryMediaTypes" : [ String, ... ],
"Body" : Json,
"BodyS3Location" : S3Location (p. 868),
"CloneFrom" : String,
"Description" : String,
"DisableExecuteApiEndpoint" : Boolean,
"EndpointConfiguration" : EndpointConfiguration (p. 867),
"FailOnWarnings" : Boolean,
"MinimumCompressionSize" : Integer,
"Mode" : String,
"Name" : String,
"Parameters" : {Key : Value, ...},
"Policy" : Json,
"Tags" : [ Tag, ... ]
}

YAML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ApiKeySourceType: String
BinaryMediaTypes:
- String
Body: Json
BodyS3Location:
S3Location (p. 868)
CloneFrom: String
Description: String
DisableExecuteApiEndpoint: Boolean
EndpointConfiguration:
EndpointConfiguration (p. 867)
FailOnWarnings: Boolean
MinimumCompressionSize: Integer
Mode: String
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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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Key : Value
Policy: Json
Tags:
- Tag

Properties
ApiKeySourceType
사용량 계획에 따라 측정 요청을 위한 API 키의 원본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의 HEADER 헤더에서 API 키를 읽기 위한 X-API-Key입니다.
• Lambda 권한 부여자의 UsageIdentifierKey에서 API 키를 읽기 위한 AUTHORIZER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inaryMediaTypes
RestApi 리소스에서 지원하는 바이너리 미디어 유형 목록입니다. 미디어 유형에 / 대신 ~1을 사용합니
다(예: image~1png 또는 application~1octet-stream). 기본적으로 RestApi는 UTF-8 인코딩 텍
스트 페이로드만 지원합니다. 중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 Gateway 개발자 안내서의
API 게이트웨이에서 이진 페이로드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ody
RESTful API 세트를 JSON 형식으로 정의하는 OpenAPI 사양입니다. YAML 템플릿의 경우 사양을
YAML 형식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odyS3Location
RESTful API 세트를 JSON 또는 YAML 형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OpenAPI 파일을 가리키는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위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Location (p. 8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oneFrom
복제하려는 RestApi 리소스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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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RestApi 리소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ableExecuteApiEndpoint
클라이언트가 기본 execute-api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API를 호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는 기본 https://{api_id}.execute-api.{region}.amazonaws.com 엔드포인트를 사용
하여 API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API를 호출하도록
요구하려면 기본 엔드포인트를 비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pointConfiguration
API 엔드포인트 유형 목록. API를 만들 때 이 속성을 사용합니다. 기존 API를 가져올 때 Parameters 속
성을 이용해 엔드포인트 구성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EndpointConfiguration (p. 86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ailOnWarnings
API Gateway에서 RestApi 리소스를 생성하는 동안 경고가 발생하면 리소스를 롤백할지 여부를 지정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imumCompressionSize
API에서 압축 활성화(음수가 아닌 0~10485760(10M)바이트로, 모든 값 포함) 또는 압축 비활성화(null
값으로)에 사용하는 NULL 값을 허용하는 정수입니다. 압축이 활성화되었을 때 페이로드 크기가 이 값보
다 작으면 페이로드에 압축 또는 압축 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값을 0으로 설정하면 모든 페이로
드 크기에 압축이 허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de
이 속성은 OpenAPI를 사용하여 REST API를 정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Mode는 API Gateway에서
리소스 업데이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유효한 값은 overwrite 또는 merg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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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write의 경우 새 API 정의가 기존 API 정의를 대체합니다. 기존 API 식별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merge의 경우 새 API 정의가 우선하지만 엔드포인트 구성 및 바이너리 미디어 유형과 같은 모든 컨테이
너 유형은 기존 API에 병합됩니다. OpenAPI를 사용하는 것에 더해 최상위 RestApi 속성을 정의하려면
merge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API Gateway의 OpenAPI 확장을 사용하여 이러한 속성을 모델링하
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속성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선택됩니다. 2021년 3월 29일 이전에 생성된 REST API의 경우 기
본값은 overwrite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merg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RestApi 리소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요청의 사용자 지정 헤더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y
RestApi 리소스에 대한 권한이 포함된 정책 문서입니다. 정책의 ARN을 설정하려면 !Join 내장 함수
를 구분 기호 "", 값 "execute-api:/" 및 "*"와 함께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API와 연결할 임의 태그(키-값 페어)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stApi ID(예: a1bcdef2gh)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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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RootResourceId
RestApi 리소스의 루트 리소스 ID입니다(예: a0bc123d4e).

예제
OpenAPI 사양 기반
다음은 OpenAPI 사양을 기반으로 API Gateway RestApi 리소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입니다.

JSON
{

}

"MyRestApi": {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
"Body": {
"OpenAPI specification": null
},
"Description": "A test API",
"Name": "MyRestAPI"
}
}

YAML
MyRestApi: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Body:
OpenAPI specification: null
Description: A test API
Name: MyRestAPI

엔드포인트 유형 사용
다음은 엔드포인트 유형으로 API Gateway RestApi 리소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입니다.

JSON
{

"Parameters": {
"apiName": {
"Type": "String"
},
"type": {
"Type":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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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ources": {
"MyRestApi": {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
"EndpointConfiguration": {
"Types": [
{
"Ref": "type"
}
]
},
"Name": {
"Ref": "apiName"
}
}
}
}

YAML
Parameters:
apiName:
Type: String
type:
Type: String
Resources:
MyRestApi: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EndpointConfiguration:
Types:
- !Ref type
Name: !Ref apiName

리전 엔드포인트 유형 사용
다음은 리전의 엔드포인트 유형으로 API Gateway RestApi 리소스를 가져오는 예시입니다.

JSON
{

"Resources": {
"RestApi": {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
"Body": {
"swagger": 2,
"info": {
"version": "0.0.1",
"title": "test"
},
"basePath": "/pete",
"schemes": [
"https"
],
"definitions": {
"Empty": {
"type": "objec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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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ame": "myApi",
"Parameters": {
"endpointConfigurationTypes": "REGIONAL"
}

YAML
Resources :
RestApi :
Type :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
Body :
swagger : 2.0
info :
version : 0.0.1
title : test
basePath : /pete
schemes :
- https
definitions:
Empty :
type : object
Name : myApi
Parameters:
endpointConfigurationTypes: REGIONAL

ApiKeySourceType 사용
다음은 ApiKeySourceType, BinaryMediaTypes, MinimumCompressionSize 등으로 API Gateway RestApi 리
소스를 생성하는 예시입니다.

JSON
{

"Parameters": {
"apiKeySourceType": {
"Type": "String"
},
"apiName": {
"Type": "String"
},
"binaryMediaType1": {
"Type": "String"
},
"binaryMediaType2": {
"Type": "String"
},
"minimumCompressionSize": {
"Type": "String"
}
},
"Resources": {
"MyRestApi": {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
"ApiKeySourceType": {
"Ref": "apiKeySourceType"
},
"BinaryMediaTyp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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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Ref": "binaryMediaType1"
"Ref": "binaryMediaType2"

],
"MinimumCompressionSize": {
"Ref": "minimumCompressionSize"
},
"Name": {
"Ref": "apiName"
}

YAML
Parameters:
apiKeySourceType:
Type: String
apiName:
Type: String
binaryMediaType1:
Type: String
binaryMediaType2:
Type: String
minimumCompressionSize:
Type: String
Resources:
MyRestApi: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ApiKeySourceType: !Ref apiKeySourceType
BinaryMediaTypes:
- !Ref binaryMediaType1
- !Ref binaryMediaType2
MinimumCompressionSize: !Ref minimumCompressionSize
Name: !Ref apiName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restapi:create

AWS::ApiGateway::RestApi EndpointConfiguration
EndpointConfiguration 속성 유형은 REST API의 엔드포인트 유형을 지정합니다.
EndpointConfiguration은 AWS::ApiGateway::RestApi 리소스의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s" : [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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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cEndpointIds" : [ String, ... ]

YAML
Types:
- String
VpcEndpointIds:
- String

Properties
Types
API 엔드포인트, 또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 목록. 유효한 값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EDGE: 엣지 최적화 API 및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
• REGIONAL: 리전 API 및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
• PRIVATE: 프라이빗 API에 해당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EndpointIds
Route53 ALIASes를 생성하는 기준이 되는 API (AWS::ApiGateway::RestApi)의 VPC 엔드포인트 ID 목
록입니다. PRIVATE 엔드포인트 유형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RestApi

AWS::ApiGateway::RestApi S3Location
S3Location은 JSON 또는 YAML로 RESTful API 집합을 정의하는 OpenAPI(이전 Swagger) 파일의
Amazon S3 위치를 지정하는 AWS::ApiGateway::RestApi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Note
2016년 1월 1일 OpenAPI 사양의 기반이 된 OpenAPI 이니셔티브에 Swagger 사양이 기부되었습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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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cket" : String,
"ETag" : String,
"Key" : String,
"Version" : String

YAML
Bucket: String
ETag: String
Key: String
Version: String

Properties
Bucket
OpenAPI 파일이 저장되는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Tag
OpenAPI 파일의 Amazon S3 ETag(파일 체크섬)입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API Gateway는
OpenAPI 파일의 ETag 확인을 건너뜁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
OpenAPI 파일의 파일 이름입니다(Amazon S3 객체 이름).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버전 관리를 사용하는 버킷의 경우 OpenAPI 파일의 특정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Rest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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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iGateway::Stage
AWS::ApiGateway::Stage 리소스는 배포에 대한 단계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iGateway::Stage",
"Properties" : {
"AccessLogSetting" : AccessLogSetting (p. 874),
"CacheClusterEnabled" : Boolean,
"CacheClusterSize" : String,
"CanarySetting" : CanarySetting (p. 875),
"ClientCertificateId" : String,
"DeploymentId" : String,
"Description" : String,
"DocumentationVersion" : String,
"MethodSettings" : [ MethodSetting (p. 876), ... ],
"RestApiId" : String,
"StageName" : String,
"Tags" : [ Tag, ... ],
"TracingEnabled" : Boolean,
"Variables" : {Key : Value, ...}
}

YAML
Type: AWS::ApiGateway::Stage
Properties:
AccessLogSetting:
AccessLogSetting (p. 874)
CacheClusterEnabled: Boolean
CacheClusterSize: String
CanarySetting:
CanarySetting (p. 875)
ClientCertificateId: String
DeploymentId: String
Description: String
DocumentationVersion: String
MethodSettings:
- MethodSetting (p. 876)
RestApiId: String
StageName: String
Tags:
- Tag
TracingEnabled: Boolean
Variables:
Key : Value

Properties
AccessLogSetting
이 단계의 로깅 액세스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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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ccessLogSetting (p. 87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ClusterEnabled
단계에 대해 캐시 클러스터링이 활성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ClusterSize
단계의 캐시 클러스터 크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narySetting
이 단계의 canary 배포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narySetting (p. 87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CertificateId
API Gateway에서 단계의 통합 엔드포인트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인증서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ploymentId
단계가 연결되는 배포의 ID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단계를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cumentationVersion
API 설명서 스냅샷의 버전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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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hodSettings
단계의 모든 메서드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thodSetting (p. 87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tApiId
이 단계에서 배포할 RestApi 리소스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geName
API Gateway에서 호출된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의 첫 번째 경로 세그먼트로 사용하는 단계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단계에 연결할 임의 태그(키-값 페어)의 어레이.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cingEnabled
활성 X-Ray 추적이 이 단계에서 활성화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 Gateway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X-Ray를 사용한 API 게이트웨이 API 실행 추적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riables
단계 변수를 정의하는 맵(문자열 간 맵)입니다. 여기서 변수 이름이 키가 되고 변수 값은 값이 됩니다. 변
수 이름에는 영숫자 문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값은 정규식 [A-Za-z0-9-._~:/?#&=,]+과 일치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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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단계의 이름(예: MyTestStage)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단계 생성
다음 예에서는 TestDeployment 배포를 위한 단계를 생성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MyRestApi API의 메
서드 설정도 지정합니다.

JSON
{

"Resources": {
"Prod": {
"Type": "AWS::ApiGateway::Stage",
"Properties": {
"StageName": "Prod",
"Description": "Prod Stage",
"RestApiId": {
"Ref": "MyRestApi"
},
"DeploymentId": {
"Ref": "TestDeployment"
},
"DocumentationVersion": {
"Ref": "MyDocumentationVersion"
},
"ClientCertificateId": {
"Ref": "ClientCertificate"
},
"Variables": {
"Stack": "Prod"
},
"MethodSettings": [
{
"ResourcePath": "/",
"HttpMethod": "GET",
"MetricsEnabled": "true",
"DataTraceEnabled": "false"
},
{
"ResourcePath": "/stack",
"HttpMethod": "POST",
"MetricsEnabled": "true",
"DataTraceEnabled": "false",
"ThrottlingBurstLimit": "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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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ResourcePath": "/stack",
"HttpMethod": "GET",
"MetricsEnabled": "true",
"DataTraceEnabled": "false",
"ThrottlingBurstLimit": "555"

YAML
Resources:
Prod:
Type: AWS::ApiGateway::Stage
Properties:
StageName: Prod
Description: Prod Stage
RestApiId: !Ref MyRestApi
DeploymentId: !Ref TestDeployment
DocumentationVersion: !Ref MyDocumentationVersion
ClientCertificateId: !Ref ClientCertificate
Variables:
Stack: Prod
MethodSettings:
- ResourcePath: /
HttpMethod: GET
MetricsEnabled: 'true'
DataTraceEnabled: 'false'
- ResourcePath: /stack
HttpMethod: POST
MetricsEnabled: 'true'
DataTraceEnabled: 'false'
ThrottlingBurstLimit: '999'
- ResourcePath: /stack
HttpMethod: GET
MetricsEnabled: 'true'
DataTraceEnabled: 'false'
ThrottlingBurstLimit: '555'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stage:create

AWS::ApiGateway::Stage AccessLogSetting
AccessLogSetting 속성 유형은 이 단계의 로깅 액세스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AccessLogSetting은 AWS::ApiGateway::Stage 리소스의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DestinationAr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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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t" : String

YAML
DestinationArn: String
Format: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Arn
액세스 로그를 수신하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또는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지정한 경우 스트림 이름은
amazon-apigateway-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액세스 로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rmat
데이터의 액세스 로그에 대한 한 줄 형식으로 선택한 $context variables에 의해 지정됩니다. 형식에는
최소한 $context.requestId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액세스 로깅을 활성화하는 데 필
요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Stage

AWS::ApiGateway::Stage CanarySetting
CanarySetting 속성 유형은 이 단계의 canary 배포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CanarySetting은 AWS::ApiGateway::Stage 리소스의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ploymentId" : String,
"PercentTraffic" : Double,
"StageVariableOverrides" : {Key : Value, ...},
"UseStageCache" :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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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DeploymentId: String
PercentTraffic: Double
StageVariableOverrides:
Key : Value
UseStageCache: Boolean

Properties
DeploymentId
단계에서 가리키는 배포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centTraffic
canary 배포를 우회하는 트래픽의 퍼센트(0~10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geVariableOverrides
canary 릴리스 배포에 대해 재정의된 단계 변수(canary에 도입된 새 단계 변수 포함). 이러한 단계 변수
는 단계 변수 이름과 그 값 사이의 문자열 간 맵으로 표시됩니다.
중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StageCache
canary 배포에서 단계 캐시를 사용할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Stage

AWS::ApiGateway::Stage MethodSetting
MethodSetting 속성 유형은 단계에 있는 모든 메서드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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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ettings 리소스의 AWS::ApiGateway::Stage 속성에는 MethodSetting 속성 유형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cheDataEncrypted" : Boolean,
"CacheTtlInSeconds" : Integer,
"CachingEnabled" : Boolean,
"DataTraceEnabled" : Boolean,
"HttpMethod" : String,
"LoggingLevel" : String,
"MetricsEnabled" : Boolean,
"ResourcePath" : String,
"ThrottlingBurstLimit" : Integer,
"ThrottlingRateLimit" : Double

YAML
CacheDataEncrypted: Boolean
CacheTtlInSeconds: Integer
CachingEnabled: Boolean
DataTraceEnabled: Boolean
HttpMethod: String
LoggingLevel: String
MetricsEnabled: Boolean
ResourcePath: String
ThrottlingBurstLimit: Integer
ThrottlingRateLimit: Double

Properties
CacheDataEncrypted
캐시된 응답의 암호화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TtlInSeconds
API Gateway가 응답을 캐싱하는 기간을 지정하는 Time-to-Live(TTL) 기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ingEnabled
응답이 캐시되고 요청에 대해 반환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응답을 캐싱하려면 단계에 대한 캐시 클러
스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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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TraceEnabled
데이터 추적 로깅이 단계의 메서드에 대해 활성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API Gateway 는 이러한 로
그를 Amazon CloudWatch Logs로 푸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Method
HTTP 메서드입니다. 여러 리소스 및 메서드에 설정을 적용하려면 HttpMethod에 별표(*)를 지정하고
ResourcePath에 /*를 지정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MethodSetting 지정 시 필요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ingLevel
이 메서드의 로깅 수준입니다. 유효한 값은 Amazon API Gateway API 참조의 Stage 리소스에 대한
loggingLevel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sEnabled
Amazon CloudWatch 지표가 단계의 메서드에 대해 활성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Path
이 메서드에 대한 리소스 경로입니다. 슬래시(/)는 ~1로 인코딩되고 경로가 슬래시로 시작
할 경우 슬래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로 값 /resource/subresource는 /
~1resource~1subresource로 인코딩되어야 합니다. 루트 경로를 지정하려면 슬래시(/)만 사용합니
다. 여러 리소스 및 메서드에 설정을 적용하려면 HttpMethod에 별표(*)를 지정하고 ResourcePath에
/*를 지정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MethodSetting 지정 시 필요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ottlingBurstLimit
API Gateway가 AWS account의 모든 API, 단계 및 메서드 간에 허용하는 초당 버스트 요청 수입니다. 자
세한 내용은 API Gateway Developer Guide의 API 요청 조절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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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ottlingRateLimit
API Gateway가 AWS account의 모든 API, 단계 및 메서드 간에 허용하는 초당 안정 상태 요청 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 Gateway Developer Guide의 API 요청 조절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Stage

AWS::ApiGateway::UsagePlan
AWS::ApiGateway::UsagePlan 리소스는 배포된 API에 대한 사용량 계획을 생성합니다. 사용량 계획은
개별 클라이언트 API 키에 조절 및 할당량 제한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 Gateway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API Gateway에서 API 사용량 계획 생성 및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iGateway::UsagePlan",
"Properties" : {
"ApiStages" : [ ApiStage (p. 882), ... ],
"Description" : String,
"Quota" : QuotaSettings (p. 883),
"Tags" : [ Tag, ... ],
"Throttle" : ThrottleSettings (p. 884),
"UsagePlanName" : String
}

YAML
Type: AWS::ApiGateway::UsagePlan
Properties:
ApiStages:
- ApiStage (p. 882)
Description: String
Quota:
QuotaSettings (p. 883)
Tags:
- Tag
Throttle:
ThrottleSettings (p.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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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PlanName: String

Properties
ApiStages
사용량 계획과 연결할 API 단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piStage (p. 88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사용량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ota
사용자가 지정된 간격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요청 수를 구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QuotaSettings (p. 88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사용 계획과 연결할 임의 태그(키-값 페어)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ottle
전체 요청 빈도(초당 평균 요청 수) 및 버스트 용량을 구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hrottleSettings (p. 88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agePlanName
사용량 계획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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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사용량 계획 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예:
abc123).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사용량 계획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매월 5000개의 요청 할당량과 초당 100개의 요청 빈도 제한을 사용하여 Prod API 단계에
대한 사용량 계획을 생성합니다.

JSON
{

}

"usagePlan": {
"Type": "AWS::ApiGateway::UsagePlan",
"Properties": {
"ApiStages": [
{
"ApiId": {
"Ref": "MyRestApi"
},
"Stage": {
"Ref": "Prod"
}
}
],
"Description": "Customer ABC's usage plan",
"Quota": {
"Limit": 5000,
"Period": "MONTH"
},
"Throttle": {
"BurstLimit": 200,
"RateLimit": 100
},
"UsagePlanName": "Plan_ABC"
}
}

YAML
usagePlan:
Type: 'AWS::ApiGateway::UsagePlan'
Properties:
ApiStages:
- ApiId: !Ref MyRestApi
Stage: !Ref Prod
Description: Customer ABC's usage plan
Quota:
Limit: 5000
Period: MONTH
Throttle:
BurstLimit: 200
RateLimi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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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PlanName: Plan_ABC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usageplan:create

AWS::ApiGateway::UsagePlan ApiStage
ApiStage는 사용량 계획에 연결할 단계 및 API를 지정하는 AWS::ApiGateway::UsagePlan 리소스의 속성
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iId" : String,
"Stage" : String,
"Throttle" : {Key : Value, ...}

YAML
ApiId: String
Stage: String
Throttle:
Key : Value

Properties
ApiId
사용량 계획과 연결할 지정된 Stage 속성에 있는 API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ge
사용량 계획과 연결할 단계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ottle
사용량 계획의 API 단계에 대한 메서드 수준 조절 정보가 포함된 맵입니다. 이 맵의 핵심은 사용자 지정
조절을 구성할 경로 및 방법(예: "/pets/GET")입니다.
중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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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hrottleSettings (p. 884)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UsagePlan

AWS::ApiGateway::UsagePlan QuotaSettings
QuotaSettings는 사용자가 REST API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요청 수를 지정하는
AWS::ApiGateway::UsagePlan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imit" : Integer,
"Offset" : Integer,
"Period" : String

YAML
Limit: Integer
Offset: Integer
Period: String

Properties
Limit
사용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요청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ffset
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기간이 WEEK인 경우 0의 오프셋은 일요일에 시작되며 1의 오프
셋은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iod
최대 한도의 요청이 적용되는 기간(예: DAY 또는 WEEK)입니다. 유효한 값은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에서 UsagePlan 리소스에 대한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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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UsagePlan

AWS::ApiGateway::UsagePlan ThrottleSettings
ThrottleSettings는 전반적인 요청 빈도(초당 평균 요청 수) 및 사용자가 REST API를 호출하는 경우 버
스트 용량을 지정하는 AWS::ApiGateway::UsagePlan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rstLimit" : Integer,
"RateLimit" : Double

YAML
BurstLimit: Integer
RateLimit: Double

Properties
BurstLimit
1초 ~ 몇 초의 시간에 대한 최대 API 요청 빈도 제한입니다. 최대 API 요청 빈도 제한은 기본 토큰 버킷이
전체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청 조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I Gateway
Developer Guide의 API 요청 조절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teLimit
안정적인 상태의 API 요청 빈도 제한입니다(장기간에 걸친 초당 평균 요청 수). 요청 조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I Gateway Developer Guide의 API 요청 조절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Usage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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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iGateway::UsagePlanKey
AWS::ApiGateway::UsagePlanKey 리소스는 API 키를 사용량 계획과 연결합니다. 이 연결에 따라 사용
량 계획을 적용할 사용자가 결정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iGateway::UsagePlanKey",
"Properties" : {
"KeyId" : String,
"KeyType" : String,
"UsagePlanId" : String
}

YAML
Type: AWS::ApiGateway::UsagePlanKey
Properties:
KeyId: String
KeyType: String
UsagePlanId: String

Properties
KeyId
사용량 계획 키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yType
사용량 계획 키의 유형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유효한 값 유형은 API_KEY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agePlanId
사용량 계획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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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과 결합한 키 ID 및 사용 계획의 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
다.합니다(예: 123abcdef:abc123).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예제
사용량 계획 키 생성
JSON
{

}

"usagePlanKey": {
"Type": "AWS::ApiGateway::UsagePlanKey",
"Properties": {
"KeyId": {
"Ref": "myApiKey"
},
"KeyType": "API_KEY",
"UsagePlanId": {
"Ref": "myUsagePlan"
}
}
}

YAML
usagePlanKey:
Type: 'AWS::ApiGateway::UsagePlanKey'
Properties:
KeyId: !Ref myApiKey
KeyType: API_KEY
UsagePlanId: !Ref myUsagePla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usageplankey:create

AWS::ApiGateway::VpcLink
AWS::ApiGateway::VpcLink 리소스는 Amazon Virtual Private Cloud(VPC)에 있는 리소스에 액세스하
기 위해 REST API에 API Gateway VPC 링크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API Gateway REST
API Reference의 vpclink:creat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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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iGateway::VpcLink",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TargetArns" : [ String, ... ]
}

YAML
Type: AWS::ApiGateway::VpcLink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TargetArns:
-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VPC 링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VPC 링크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Arns
VPC 링크의 대상인 VPC의 Network Load Balancer의 ARN입니다.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API 소유자
의 동일한 AWS account에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VpcLink의 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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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VPC 링크 생성
JSON
{

"Parameters": {
"description": {
"Type": "String"
},
"name": {
"Type": "String"
}
},
"Resources": {
"MyVpcLink": {
"Type": "AWS::ApiGateway::VpcLink",
"Properties": {
"Description": {
"Ref": "description"
},
"Name": {
"Ref": "name"
},
"TargetArns": [
{
"Ref": "MyLoadBalancer"
}
]
}
},
"MyLoadBalanc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
"Type": "network",
"Subnets": [
{
"Ref": "MySubnet"
}
]
}
},
"MySubnet":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VpcId": {
"Ref": "MyVPC"
},
"CidrBlock": "10.0.0.0/24"
}
},
"My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CidrBlock": "10.0.0.0/16"
}
},
"MyInternetGateway": {
"Type": "AWS::EC2::Internet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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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yInternetGatewayAttachment": {
"Type":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
"VpcId": {
"Ref": "MyVPC"
},
"InternetGatewayId": {
"Ref": "MyInternetGateway"
}
}
}

YAML
Parameters:
description:
Type: String
name:
Type: String
Resources:
MyVpcLink:
Type: AWS::ApiGateway::VpcLink
Properties:
Description: !Ref description
Name: !Ref name
TargetArns:
- !Ref MyLoadBalancer
My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Type: network
Subnets:
- !Ref MySubnet
MySubnet: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MyVPC
CidrBlock: 10.0.0.0/24
My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MyInternetGateway:
Type: AWS::EC2::InternetGateway
MyInternetGatewayAttachment:
Type: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VpcId: !Ref MyVPC
InternetGatewayId: !Ref MyInternetGateway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참조의 vpclink:create

Amazon API Gateway V2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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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ApiGatewayV2::Api (p. 890)
• AWS::ApiGatewayV2::ApiGatewayManagedOverrides (p. 898)
• AWS::ApiGatewayV2::ApiMapping (p. 905)
• AWS::ApiGatewayV2::Authorizer (p. 907)
• AWS::ApiGatewayV2::Deployment (p. 912)
• AWS::ApiGatewayV2::DomainName (p. 914)
• AWS::ApiGatewayV2::Integration (p. 919)
• AWS::ApiGatewayV2::IntegrationResponse (p. 928)
• AWS::ApiGatewayV2::Model (p. 931)
• AWS::ApiGatewayV2::Route (p. 933)
• AWS::ApiGatewayV2::RouteResponse (p. 938)
• AWS::ApiGatewayV2::Stage (p. 941)
• AWS::ApiGatewayV2::VpcLink (p. 947)

AWS::ApiGatewayV2::Api
AWS::ApiGatewayV2::Api 리소스는 API를 생성합니다. WebSocket API 및 HTTP API가 지원됩니다.
WebSocket API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PI Gateway 개발자 안내서에서 API Gateway의 WebSocket API 정
보를 참조하십시오. HTTP A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I Gateway 개발자 안내서의 HTTP API를 참조하십
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iGatewayV2::Api",
"Properties" : {
"ApiKeySelectionExpression" : String,
"BasePath" : String,
"Body" : Json,
"BodyS3Location" : BodyS3Location (p. 895),
"CorsConfiguration" : Cors (p. 897),
"CredentialsArn" : String,
"Description" : String,
"DisableExecuteApiEndpoint" : Boolean,
"DisableSchemaValidation" : Boolean,
"FailOnWarnings" : Boolean,
"Name" : String,
"ProtocolType" : String,
"RouteKey" : String,
"RouteSelectionExpression" : String,
"Tags" : Json,
"Target" : String,
"Version" : String
}

YAML
Type: AWS::ApiGatewayV2::Api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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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KeySelectionExpression: String
BasePath: String
Body: Json
BodyS3Location:
BodyS3Location (p. 895)
CorsConfiguration:
Cors (p. 897)
CredentialsArn: String
Description: String
DisableExecuteApiEndpoint: Boolean
DisableSchemaValidation: Boolean
FailOnWarnings: Boolean
Name: String
ProtocolType: String
RouteKey: String
RouteSelectionExpression: String
Tags: Json
Target: String
Version: String

Properties
ApiKeySelectionExpression
API 키 선택 표현식입니다. WebSocket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API 키 선택 표현식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asePath
가져오는 동안 API의 기본 경로를 해석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유효 값은 ignore, prepend 및
split입니다. 기본 값은 ignore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OpenAPI basePath 속성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ody
OpenAPI 정의입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HTTP API를 가져오려면 Body 또는
BodyS3Location를 지정해야 합니다. Body 또는 BodyS3Location을(를) 지정하는 경우,
AWS::ApiGatewayV2::Authorizer 또는 AWS::ApiGatewayV2::Route 같은 CloudFormation 리
소스를 지정하지 마세요. API 게이트웨이는 OpenAPI 및 CloudFormation 리소스의 조합을 지원하지 않
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odyS3Location
OpenAPI 정의의 S3 위치입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HTTP API를 가져오려면 Body 또
는 BodyS3Location를 지정해야 합니다. Body 또는 BodyS3Location을(를) 지정하는 경우,
AWS::ApiGatewayV2::Authorizer 또는 AWS::ApiGatewayV2::Route 같은 CloudFormation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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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를 지정하지 마세요. API 게이트웨이는 OpenAPI 및 CloudFormation 리소스의 조합을 지원하지 않
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BodyS3Location (p. 8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rsConfiguration
CORS 구성입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ORS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Cors (p. 89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edentialsArn
이 속성은 빠른 생성의 일부입니다. 필요에 따라 통합에 필요한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Lambda 통
합의 경우 세 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I Gateway에서 수임할 IAM 역할을 지정하려면 역할
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사용합니다. 호출자의 자격 증명이 요청을 통해 전달되도록 하려면
arn:aws:iam::*:user/*를 지정합니다. 지원되는 AWS 서비스에서 리소스 기반 권한을 사용하려면
null를 지정합니다. 현재 이 속성은 HTTP 통합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API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ableExecuteApiEndpoint
클라이언트가 기본 execute-api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API를 호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는 기본 https://{api_id}.execute-api.{region}.amazonaws.com 엔드포인트를 사용
하여 API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API를 호출하도록
요구하려면 기본 엔드포인트를 비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ableSchemaValidation
배포를 생성할 때 모델을 검증하지 마십시오. WebSocket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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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OnWarnings
경고가 발생할 때 API 생성을 롤백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경고가 발생하면 API 생성이 계
속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API의 이름입니다. Body 또는 S3BodyLocation에 대한 OpenAPI 정의를 지정하지 않는 한 필요합니
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Type
API 프로토콜입니다. 유효한 값은 WEBSOCKET 또는 HTTP입니다. Body 또는 S3BodyLocation에 대한
OpenAPI 정의를 지정하지 않는 한 필요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uteKey
이 속성은 빠른 생성의 일부입니다. routeKey을 지정하지 않으면 $default의 기본 경로가 생성됩니
다. $default 라우팅은 특정 스테이지에서 API에 대해 수행된 모든 요청에 대해 catch-all의 역할을 수
행합니다. $default 라우팅 키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API를 생성한 후 라우팅을 추가하고, 추가 라우
팅에 대한 라우팅 키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uteSelectionExpression
API의 라우팅 선택 표현식입니다. HTTP API의 경우 routeSelectionExpression이 반드시
${request.method} ${request.path}이어야 합니다. 값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 값이 HTTP
API의 기본값이 됩니다. 이 속성은 WebSocket API에 필요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태그의 모음입니다. 각 태그 요소는 지정된 리소스와 연결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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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
이 속성은 빠른 생성의 일부입니다. 빠른 생성은 통합, 기본 catch-all 라우팅,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배포하도록 구성된 기본 스테이지를 사용하여 API를 생성합니다. HTTP 통합의 경우 정규화된 URL
을 지정합니다. Lambda 통합의 경우 함수 ARN을 지정합니다. 통합 유형은 각각 HTTP_PROXY 또는
AWS_PROXY입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API에 대한 버전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API ID(예: a1bcdef2gh)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piEndpoint
API의 기본 엔드포인트입니다. 예: https://abcdef.execute-api.us-west-2.amazonaws.com.

예제
API 생성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MyApi이라는 WebSocket Api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JSON
{

"MyApi": {
"Type": "AWS::ApiGatewayV2::Api",
"Properties": {
"Name": "MyApi",
"ProtocolType": "WEBSOCKET",
"RouteSelectionExpression": "$request.body.action",
"ApiKeySelectionExpression": "$request.header.x-api-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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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MyApi:
Type: 'AWS::ApiGatewayV2::Api'
Properties:
Name: MyApi
ProtocolType: WEBSOCKET
RouteSelectionExpression: $request.body.action
ApiKeySelectionExpression: $request.header.x-api-key

빠른 생성 HTTP API
다음 예제에서는 빠른 생성을 사용하여 Lambda 함수에 통합된 HttpApi라는 HTTP API Api 리소스를 시작
합니다. 빠른 생성은 통합, 기본 catch-all 라우팅,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배포하도록 구성된 기본 스테이지를
사용하여 HTTP API를 생성합니다.

Note
Lambda 통합을 호출하려면 API Gateway에 필요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이나
IAM 역할을 사용하여 API Gateway 권한을 부여하여 Lambda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Lambda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Lambda 권한을 참조하세요.

JSON
"HttpApi": {
"Type": "AWS::ApiGatewayV2::Api",
"Properties": {
"Name": "Lambda Proxy",
"Description": "Lambda proxy using quick create",
"ProtocolType": "HTTP",
"Target": "arn:aws:apigateway:{region}:lambda:path/2015-03-31/functions/
arn:aws:lambda:{region}:{account-id}:function:{function-name}/invocations"
}
}

YAML
HttpApi:
Type: AWS::ApiGatewayV2::Api
Properties:
Name: Lambda Proxy
Description: Lambda proxy using quick create
ProtocolType: HTTP
Target: arn:aws:apigateway:{region}:lambda:path/2015-03-31/functions/arn:aws:lambda:
{region}:{account-id}:function:{function-name}/invocations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Version 2 API 참조의 CreateApi

AWS::ApiGatewayV2::Api BodyS3Location
BodyS3Location 속성은 OpenAPI 정의를 가져올 S3 위치를 지정합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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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 : String,
"Etag" : String,
"Key" : String,
"Version" : String

YAML
Bucket: String
Etag: String
Key: String
Version: String

Properties
Bucket
가져올 OpenAPI 정의가 포함된 S3 버킷입니다. API에서 BodyS3Location를 지정하는 경우에 필요합
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tag
S3 객체의 Etag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
S3 객체의 키입니다. API에서 BodyS3Location를 지정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S3 객체의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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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iGatewayV2::Api Cors
Cors 속성은 API에 대한 CORS 구성을 지정합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ORS 구
성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owCredentials" : Boolean,
"AllowHeaders" : [ String, ... ],
"AllowMethods" : [ String, ... ],
"AllowOrigins" : [ String, ... ],
"ExposeHeaders" : [ String, ... ],
"MaxAge" : Integer

YAML
AllowCredentials: Boolean
AllowHeaders:
- String
AllowMethods:
- String
AllowOrigins:
- String
ExposeHeaders:
- String
MaxAge: Integer

Properties
AllowCredentials
자격 증명이 CORS 요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lowHeaders
허용된 헤더의 모음을 나타냅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lowMethods
허용된 HTTP 메서드의 모음을 나타냅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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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lowOrigins
허용된 오리진의 모음을 나타냅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poseHeaders
노출된 헤더의 모음을 나타냅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Age
브라우저가 preflight 요청 결과를 캐시해야 하는 시간(초)을 지정합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iGatewayV2::ApiGatewayManagedOverrides
AWS::ApiGatewayV2::ApiGatewayManagedOverrides 리소스는 빠른 생성을 사용할 때 묵
시적으로 구성된 API 게이트웨이 관리 리소스의 기본 속성을 재정의합니다. 빠른 생성을 사용하
여 API를 만들면 AWS::ApiGatewayV2::Route, AWS::ApiGatewayV2::Integration 및
AWS::ApiGatewayV2::Stage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AWS::ApiGatewayV2::Api와 연결됩니다.
AWS::ApiGatewayV2::ApiGatewayManagedOverrides 리소스를 사용하면 이러한 묵시적 리소스의
속성을 설정하거나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iGatewayV2::ApiGatewayManagedOverrides",
"Properties" : {
"ApiId" : String,
"Integration" : IntegrationOverrides (p. 900),
"Route" : RouteOverrides (p. 901),
"Stage" : StageOverrides (p. 904)
}

YAML
Type: AWS::ApiGatewayV2::ApiGatewayManagedOverrides
Properties:
ApiI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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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IntegrationOverrides (p. 900)
Route:
RouteOverrides (p. 901)
Stage:
StageOverrides (p. 904)

Properties
ApiId
API 게이트웨이 관리 리소스의 구성을 재정의할 API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tegration
API 게이트웨이 관리 통합에 대한 통합 구성을 재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tegrationOverrides (p. 9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ute
API 게이트웨이 관리 경로의 경로 구성을 재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outeOverrides (p. 9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ge
API 게이트웨이 관리 스테이지의 스테이지 구성을 재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ageOverrides (p. 90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iGatewayV2::ApiGatewayManagedOverrides AccessLogSettings
AccessLogSettings 속성은 API 게이트웨이 관리 스테이지의 액세스 로그 설정을 재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Arn" : String,
"Format"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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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DestinationArn: String
Format: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Arn
액세스 로그를 수신하는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rmat
데이터의 액세스 로그에 대한 한 줄 형식으로 선택한 $context variables에 의해 지정됩니다. 형식에는
최소한 $context.requestId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iGatewayV2::ApiGatewayManagedOverrides IntegrationOverrides
IntegrationOverrides 속성은 API 게이트웨이 관리 통합에 대한 통합 설정을 재정의합니다. 이 속성을
제거하면 API 게이트웨이가 기본값을 복원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cription" : String,
"IntegrationMethod" : String,
"PayloadFormatVersion" : String,
"TimeoutInMillis" : Integer

YAML
Description: String
IntegrationMethod: String
PayloadFormatVersion: String
TimeoutInMillis: Integer

Properties
Description
통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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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grationMethod
통합의 HTTP 메서드 유형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yloadFormatVersion
통합으로 전송되는 페이로드의 형식을 지정합니다. HTTP API에 필요합니다. HTTP API의 경우 Lambda
프록시 통합에 대해 지원되는 값은 1.0 및 2.0입니다. 다른 모든 통합의 경우 1.0은 유일하게 지원되는
값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 API에 대한 AWS Lambda 프록시 통합 작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InMillis
WebSocket API의 경우 50 ~ 29,000밀리초, HTTP API의 경우 50 ~ 30,000밀리초의 사용자 지정 제한
시간. 기본 시간 제한은 WebSocket API의 경우 29초, HTTP API의 경우 30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iGatewayV2::ApiGatewayManagedOverrides RouteOverrides
RouteOverrides 속성은 API 게이트웨이 관리 경로의 경로 구성을 재정의합니다. 이 속성을 제거하면 API
게이트웨이가 기본값을 복원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horizationScopes" : [ String, ... ],
"AuthorizationType" : String,
"AuthorizerId" : String,
"OperationName" : String,
"Target" : String

YAML
AuthorizationSc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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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AuthorizationType: String
AuthorizerId: String
OperationName: String
Target: String

Properties
AuthorizationScopes
이 라우팅에 지원되는 권한 부여 범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orizationType
라우팅의 권한 부여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uthorizationType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orizerId
이 라우팅과 연결될 Authorizer 리소스의 식별자입니다. 권한 부여 식별자는 권한 부여자를 생성할 때
API Gateway에 의해 생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perationName
라우팅의 작업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
HTTP 통합의 경우 정규화된 URL을 지정합니다. Lambda 통합의 경우 함수 ARN을 지정합니다. 통합 유
형은 각각 HTTP_PROXY 또는 AWS_PROXY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iGatewayV2::ApiGatewayManagedOverrides RouteSettings
RouteSettings 속성은 API 게이트웨이 관리 경로의 경로 설정을 재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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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TraceEnabled" : Boolean,
"DetailedMetricsEnabled" : Boolean,
"LoggingLevel" : String,
"ThrottlingBurstLimit" : Integer,
"ThrottlingRateLimit" : Double

YAML
DataTraceEnabled: Boolean
DetailedMetricsEnabled: Boolean
LoggingLevel: String
ThrottlingBurstLimit: Integer
ThrottlingRateLimit: Double

Properties
DataTraceEnabled
이 라우팅에 대해 데이터 추적 로깅을 활성화할지(true) 비활성화할지(false) 지정합니다. 이 속성은
Amazon CloudWatch Logs에 푸시된 로그 항목에 영향을 줍니다. WebSocket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tailedMetricsEnabled
세부 지표가 활성화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ingLevel
이 라우팅의 로깅 수준을 INFO, ERROR 또는 OFF로 지정합니다. 이 속성은 Amazon CloudWatch Logs에
푸시된 로그 항목에 영향을 줍니다. WebSocket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ottlingBurstLimit
조절 버스트 제한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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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ottlingRateLimit
조절 비율 제한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iGatewayV2::ApiGatewayManagedOverrides StageOverrides
StageOverrides 속성은 API 게이트웨이 관리 스테이지의 스테이지 구성을 재정의합니다. 이 속성을 제거
하면 API 게이트웨이가 기본값을 복원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essLogSettings" : AccessLogSettings (p. 899),
"AutoDeploy" : Boolean,
"DefaultRouteSettings" : RouteSettings (p. 902),
"Description" : String,
"RouteSettings" : Json (p. 902),
"StageVariables" : Json

YAML
AccessLogSettings:
AccessLogSettings (p. 899)
AutoDeploy: Boolean
DefaultRouteSettings:
RouteSettings (p. 902)
Description: String
RouteSettings: Json (p. 902)
StageVariables: Json

Properties
AccessLogSettings
단계의 로깅 액세스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cessLogSettings (p. 8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oDeploy
API 업데이트에서 새 배포를 자동으로 트리거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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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RouteSettings
단계의 기본 라우팅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outeSettings (p. 9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API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uteSettings
단계의 라우팅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p. 9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geVariables
Stage의 단계 변수를 정의하는 맵입니다. 변수 이름은 영숫자와 밑줄 문자일 수 있으며 값은 [A-Zaz0-9-._~:/?#&=,]+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iGatewayV2::ApiMapping
AWS::ApiGatewayV2::ApiMapping 리소스에는 API 매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PI 매핑은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의 경로를 API의 스테이지에 연관시킵니다.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에는 여러 API 매핑이 있을
수 있지만 경로는 겹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도메인은 동일한 프로토콜 유형의 API에만 매핑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API Gateway V2 API 참조의 CreateApiMapping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piGatewayV2::ApiMapping",
"Properties" : {
"Api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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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iMappingKey" : String,
"DomainName" : String,
"Stage" : String

YAML
Type: AWS::ApiGatewayV2::ApiMapping
Properties:
ApiId: String
ApiMappingKey: String
DomainName: String
Stage: String

Properties
ApiId
API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piMappingKey
API 매핑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Name
도메인 이름.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ge
API 단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API 매핑 리소스 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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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API 매핑 생성 예제
다음 예에서는 MyApiMapping이라는 ApiMapping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JSON
{

}

"MyApiMapping": {
"Type": "AWS::ApiGatewayV2::ApiMapping",
"Properties": {
"DomainName": "mydomainame.us-east-1.com",
"ApiId": {
"Ref": "MyApi"
},
"Stage": {
"Ref": "MyStage"
}
}
}

YAML
MyApiMapping:
Type: 'AWS::ApiGatewayV2::ApiMapping'
Properties:
DomainName: mydomainame.us-east-1.com
ApiId: !Ref MyApi
Stage: !Ref MyStage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Version 2 API 참조의 CreateApiMapping

AWS::ApiGatewayV2::Authorizer
AWS::ApiGatewayV2::Authorizer 리소스는 WebSocket API 또는 HTTP API에 대한 권한 부여자를 생
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 Gateway 개발자 안내서에서 API Gateway에서 WebSocket API에 대한 액세스
제어 및 관리 및 API Gateway에서 HTTP API에 대한 액세스 제어 및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piGatewayV2::Authorizer",
"Properties" : {
"ApiId" : String,
"AuthorizerCredentialsArn" : String,
"AuthorizerPayloadFormatVersion" : String,
"AuthorizerResultTtlInSeconds"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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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izerType" : String,
"AuthorizerUri" : String,
"EnableSimpleResponses" : Boolean,
"IdentitySource" : [ String, ... ],
"IdentityValidationExpression" : String,
"JwtConfiguration" : JWTConfiguration (p. 912),
"Name" : String

YAML
Type: AWS::ApiGatewayV2::Authorizer
Properties:
ApiId: String
AuthorizerCredentialsArn: String
AuthorizerPayloadFormatVersion: String
AuthorizerResultTtlInSeconds: Integer
AuthorizerType: String
AuthorizerUri: String
EnableSimpleResponses: Boolean
IdentitySource:
- String
IdentityValidationExpression: String
JwtConfiguration:
JWTConfiguration (p. 912)
Name: String

Properties
ApiId
API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uthorizerCredentialsArn
API Gateway가 권한 부여자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자격 증명을 IAM 역할로 지정합니다. API Gateway
에서 수임할 IAM 역할을 지정하려면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사용합니다. Lambda 함수에
서 리소스 기반 권한을 사용하려면 null을 지정합니다. REQUEST 권한 부여자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orizerPayloadFormatVersion
HTTP API Lambda 권한 부여자에게 전송되는 페이로드의 형식을 지정합니다. HTTP API Lambda 권한
부여자에 필요합니다. 지원되는 값은 1.0 및 2.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 API용 AWS Lambda 권
한 부여자 작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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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zerResultTtlInSeconds
캐시된 권한 부여자 결과의 초 단위 TTL(Time to Live)입니다. 이 값이 0이면 권한 부여 캐싱이 비활성화
됩니다. 이 값이 0보다 크면 API Gateway가 권한 부여자 응답을 캐시합니다. 최대 값은 3600 또는 1시간
입니다. HTTP API Lambda 권한 부여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orizerType
권한 부여자 유형입니다. 들어오는 요청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Lambda 함수에 대해 REQUEST를 지정합
니다. JSON Web Tokens를 사용하도록 JWT를 지정합니다(HTTP API에만 지원됨).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orizerUri
권한 부여자의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입니다. REQUEST 권한 부여자의 경
우 올바른 형식의 Lambda 함수 URI여야 합니다(예: arn:aws:apigateway:uswest-2:lambda:path/2015-03-31/functions/arn:aws:lambda:uswest-2:{account_id}:function:{lambda_function_name}/invocations). 일반적으로
URI의 형식은 arn:aws:apigateway:{region}:lambda:path/{service_api} 입니다. 여
기서 {region}은 Lambda 함수를 호스팅하는 리전과 동일합니다. path는 URI의 나머지 하위 문자열이
초기 /를 포함하여 리소스의 경로로 처리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Lambda 함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2015-03-31/functions/[FunctionARN]/invocations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SimpleResponses
Lambda 권한 부여자가 간단한 형식으로 응답을 반환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Lambda 권
한 부여자는 IAM 정책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용하도록 설정되면 Lambda 권한 부여자가 IAM 정책 대신
부울 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 API용 AWS Lambda
권한 부여자 작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entitySource
권한 부여가 요청되는 자격 증명 소스입니다.
REQUEST 권한 부여자의 경우 선택 사항입니다. 이 값은 지정된 요청 파라미터에 대한 하나 이상의 매
핑 표현식의 집합입니다. ID 소스는 헤더, 쿼리 문자열 파라미터, 스테이지 변수 및 컨텍스트 파라미터
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uth 헤더와 Name 쿼리 문자열 파라미터가 ID 소스로 정의된 경우, 이 값은
WebSocket API의 route.request.header.Auth, route.request.querystring.Name이 됩니다. HTTP API의
경우 $ 접두사가 붙은 선택 표현식(예: $request.header.Auth, $request.querystring.Name)
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는 모든 ID 관련 요청 파라미터가 null이 아니고 비어 있지 않은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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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지 확인하여 Lambda 기반 권한 부여자에 대해 런타임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권한 부여자가 권한 부여자 Lambda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Lambda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401 권한이 없음 응답을 반환합니다. HTTP API의 경우 캐싱이 활성화된
경우 ID 소스도 캐시 키로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 API용 AWS Lambda 권한 부여자 작업을 참
조하세요.
JWT의 경우, 인바운드 요청에서 JSON Web Token(JWT)을 추출할 위치를 지정하
는 단일 항목입니다. 현재는 헤더 기반 및 쿼리 파라미터 기반 선택만 지원됩니다(예:
$request.header.Authorization).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entityValidationExpression
이 파라미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wtConfiguration
JWTConfiguration 속성은 JWT 권한 부여자의 구성을 지정합니다. JWT 권한 부여자 유형에 필요합
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WTConfiguration (p. 9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권한 부여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권한 부여자의 ID(예: abcde1)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
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권한 부여자 생성 예제
다음 예에서는 MyApi API에 대한 Lambda authorizer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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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uthorizer": {
"Type": "AWS::ApiGatewayV2::Authorizer",
"Properties": {
"Name": "LambdaAuthorizer",
"ApiId": {
"Ref": "MyApi"
},
"AuthorizerType": "REQUEST",
"AuthorizerCredentialsArn": "Arn",
"AuthorizerUri": {
"Fn::Join": [
"",
[
"arn:",
{
"Ref": "AWS::Partition"
},
":apigateway:",
{
"Ref": "AWS::Region"
},
":lambda:path/2015-03-31/functions/",
"/invocations"
]
]
},
"AuthorizerResultTtlInSeconds": 500,
"IdentitySource": [
"route.request.header.Auth"
]
}
}

YAML
Authorizer:
Type: 'AWS::ApiGatewayV2::Authorizer'
Properties:
Name: LambdaAuthorizer
ApiId: !Ref MyApi
AuthorizerType: REQUEST
AuthorizerCredentialsArn: Arn
AuthorizerUri: !Join
- ''
- - 'arn:'
- !Ref 'AWS::Partition'
- ':apigateway:'
- !Ref 'AWS::Region'
- ':lambda:path/2015-03-31/functions/'
- /invocations
AuthorizerResultTtlInSeconds: 500
IdentitySource:
- route.request.header.Auth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Version 2 API 참조의 CreateAuthor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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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iGatewayV2::Authorizer JWTConfiguration
JWTConfiguration 속성은 JWT 권한 부여자의 구성을 지정합니다. JWT 권한 부여자 유형에 필요합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dience" : [ String, ... ],
"Issuer" : String

YAML
Audience:
- String
Issuer: String

Properties
Audience
JWT의 의도한 수신자 목록입니다. 유효한 JWT는 이 목록에 있는 하나 이상의 항목과 일치하는 aud을
제공해야 합니다. RFC 7519를 참조하십시오. JWT 권한 부여자 유형에 필요합니다. HTTP API에서만 지
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ssuer
JSON 웹 토큰을 발급하는 자격 증명 공급자의 기본 도메인입니다. 예를 들어,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은 https://cognito-idp.{region}.amazonaws.com/{userPoolId} 이라는 형식을 가집니
다. JWT 권한 부여자 유형에 필요합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iGatewayV2::Deployment
AWS::ApiGatewayV2::Deployment 리소스는 API에 대한 배포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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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ApiGatewayV2::Deployment",
"Properties" : {
"ApiId" : String,
"Description" : String,
"StageName" : String
}

YAML
Type: AWS::ApiGatewayV2::Deployment
Properties:
ApiId: String
Description: String
StageName: String

Properties
ApiId
API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배포 리소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geName
배포에 연결할 기존 스테이지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배포 ID(예: 123abc)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배포 생성 예제
다음 예에서는 MyRoute 라우팅이 정의된 MyApi API에 대한 deployment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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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Deployment": {
"Type": "AWS::ApiGatewayV2::Deployment",
"DependsOn": [
"MyRoute"
],
"Properties": {
"Description": "My deployment",
"ApiId": {
"Ref": "MyApi"
},
"StageName": "Beta"
}
}

YAML
Deployment:
Type: 'AWS::ApiGatewayV2::Deployment'
DependsOn:
- MyRoute
Properties:
Description: My deployment
ApiId: !Ref MyApi
StageName: Beta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Version 2 API 참조의 CreateDeployment

AWS::ApiGatewayV2::DomainName
AWS::ApiGatewayV2::DomainName 리소스는 Amazon API Gateway(API Gateway)의 API에 대해 사용
자 지정 도메인 이름을 지정합니다.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회수하기 쉬운 URL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
정 도메인 이름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I Gateway 개발자 안내서의 API Gateway의 API에 대한 사용
자 지정 도메인 이름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iGatewayV2::DomainName",
"Properties" : {
"DomainName" : String,
"DomainNameConfigurations" : [ DomainNameConfiguration (p. 917), ... ],
"MutualTlsAuthentication" : MutualTlsAuthentication (p. 918),
"Tags" :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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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ApiGatewayV2::DomainName
Properties:
DomainName: String
DomainNameConfigurations:
- DomainNameConfiguration (p. 917)
MutualTlsAuthentication:
MutualTlsAuthentication (p. 918)
Tags: Json

Properties
DomainName
Amazon API Gateway의 API에 대한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입니다. 대문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omainNameConfigurations
도메인 이름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mainNameConfiguration (p. 91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utualTlsAuthentication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에 대한 상호 TLS 인증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utualTlsAuthentication (p. 91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도메인 이름과 연결된 태그의 모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도메인 이름(예: example.mydomain.com)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PI 버전 2010-05-15
91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PI Gateway V2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RegionalDomainName
이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에 대한 리전별 엔드포인트에 연결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사용자 지정 도메
인 이름을 이 리전별 이름으로 가리키는 DNS 레코드를 추가하여 이 연결을 설정합니다.
RegionalHostedZoneId
리전별 엔드포인트의 리전별 Amazon Route 53 호스팅 영역 ID입니다.

예제
도메인 이름 생성 예제
다음 예에서는 MyDomainName이라는 DomainName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JSON
{

"MyDomainName": {
"Type": "AWS::ApiGatewayV2::DomainName",
"Properties": {
"DomainName": "mydomainame.us-east-1.com",
"DomainNameConfigurations": [
{
"EndpointType": "REGIONAL",
"CertificateArn": "arn:aws:acm:useast-1:123456789012:certificate/1a2b3c4d-aaaa-aaaa-aaaa-1a2b3c4d5e6f",
"CertificateName": "testCertificate"
}
]
}
}
}

YAML
MyDomainName:
Type: 'AWS::ApiGatewayV2::DomainName'
Properties:
DomainName: mydomainame.us-east-1.com
DomainNameConfigurations:
- EndpointType: REGIONAL
CertificateArn: >arn:aws:acm:us-east-1:123456789012:certificate/1a2b3c4d-aaaa-aaaaaaaa-1a2b3c4d5e6f
CertificateName: testCertificate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Version 2 API 참조의 CreateDomain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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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iGatewayV2::DomainName DomainNameConfiguration
DomainNameConfiguration 속성 유형은 API의 도메인 이름에 대한 구성을 지정합니다.
DomainNameConfiguration은 AWS::ApiGatewayV2::DomainName 리소스의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Arn" : String,
"CertificateName" : String,
"EndpointType" : String,
"OwnershipVerificationCertificateArn" : String,
"SecurityPolicy" : String

YAML
CertificateArn: String
CertificateName: String
EndpointType: String
OwnershipVerificationCertificateArn: String
SecurityPolicy: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Arn
이 도메인 이름에 대해 엣지 최적화 엔드포인트가 사용할 AWS 관리형 인증서입니다. 유일하게 지원되
는 소스는 AWS Certificate Manager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ertificateName
이 도메인 이름에 대해 엣지 최적화 엔드포인트가 사용할 인증서의 사용자에게 친숙한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pointType
엔드포인트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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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shipVerificationCertificateArn
사용자 지정 도메인의 소유권을 검증하기 위해 ACM에서 발급한 공개 인증서의 ARN입니다. 상호 TLS
를 구성하고 가져온 ACM 또는 프라이빗 CA 인증서 ARN을 RegionalCertificateArn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만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Policy
이 도메인 이름에 대한 보안 정책의 TLS(전송 계층 보안) 버전입니다. 유효 값은 TLS_1_0와
TLS_1_2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Version 2 API 참조의 DomainNameConfiguration

AWS::ApiGatewayV2::DomainName MutualTlsAuthentication
지정된 경우 API Gateway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양방향 인증을 수행합니다. 클라이언트는 API에 액세
스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ruststoreUri" : String,
"TruststoreVersion" : String

YAML
TruststoreUri: String
TruststoreVersion: String

Properties
TruststoreUri
상호 TLS 인증을 위한 TrustStore를 지정하는 Amazon S3 URL입니다(예: s3://bucket-name/keyname ). TrustStore에는 공인 또는 사설 인증 기관의 인증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TrustStore를 업데이
트하려면 새 버전을 S3에 업로드한 다음 새 버전을 사용하도록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을 업데이트합
니다. TrustStore를 업데이트하려면 S3 객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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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uststoreVersion
TrustStore가 포함된 S3 객체의 버전입니다. 버전을 지정하려면 S3 버킷에 버전 관리를 사용하도록 설
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iGatewayV2::Integration
AWS::ApiGatewayV2::Integration 리소스는 API를 위한 통합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iGatewayV2::Integration",
"Properties" : {
"ApiId" : String,
"ConnectionId" : String,
"ConnectionType" : String,
"ContentHandlingStrategy" : String,
"CredentialsArn" : String,
"Description" : String,
"IntegrationMethod" : String,
"IntegrationSubtype" : String,
"IntegrationType" : String,
"IntegrationUri" : String,
"PassthroughBehavior" : String,
"PayloadFormatVersion" : String,
"RequestParameters" : Json,
"RequestTemplates" : Json,
"ResponseParameters" : Json,
"TemplateSelectionExpression" : String,
"TimeoutInMillis" : Integer,
"TlsConfig" : TlsConfig (p. 927)
}

YAML
Type: AWS::ApiGatewayV2::Integration
Properties:
ApiId: String
ConnectionId: String
ConnectionType: String
ContentHandlingStrategy: String
CredentialsArn: String
Description: String
IntegrationMethod: String
IntegrationSub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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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Type: String
IntegrationUri: String
PassthroughBehavior: String
PayloadFormatVersion: String
RequestParameters: Json
RequestTemplates: Json
ResponseParameters: Json
TemplateSelectionExpression: String
TimeoutInMillis: Integer
TlsConfig:
TlsConfig (p. 927)

Properties
ApiId
API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nectionId
프라이빗 통합을 위한 VPC 링크의 ID입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ionType
통합 엔드포인트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 유형입니다. 퍼블릭 라우팅 가능 인터넷을 통한 연결에는
INTERNET을, API 게이트웨이와 VPC의 리소스 간 프라이빗 연결에는 VPC_LINK를 지정하십시오. 기본
값은 INTERNET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tentHandlingStrategy
WebSocket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응답 페이로드 콘텐츠 유형 변환을 처리하는 방식을 지정합니다. 지
원되는 값은 다음과 같은 동작의 CONVERT_TO_BINARY 및 CONVERT_TO_TEXT입니다.
CONVERT_TO_BINARY: Base64 인코딩 문자열의 응답 페이로드를 해당하는 이진 BLOB으로 변환.
CONVERT_TO_TEXT: 이진 BLOB 응답 페이로드를 Base64 인코딩 문자열로 변환.
이 속성을 정의하지 않으면 응답 페이로드가 통합 응답에서 라우팅 응답 또는 메서드 응답으로 수정 없
이 전달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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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sArn
필요에 따라 통합에 필요한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AWS 통합의 경우 3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API Gateway에서 수임할 IAM 역할을 지정하려면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사용합니다.
호출자의 자격 증명이 요청을 통해 전달되도록 하려면 arn:aws:iam::*:user/* 문자열을 지정합니
다. 지원되는 AWS 서비스에서 리소스 기반 권한을 사용하려면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마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통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grationMethod
통합의 HTTP 메서드 유형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grationSubtype
HTTP API AWS_PROXY 통합에서만 지원됩니다. 호출할 AWS 서비스 작업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 하위 유형 참조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grationType
통합의 통합 유형입니다. 다음 중 하나입니다.
AWS: Lambda 함수 호출 작업을 포함하여 경로 지정 또는 메서드 요청을 AWS 서비스 작업과 통합합니
다. Lambda 함수 호출 작업에서는 이를 Lambda 사용자 지정 통합이라고 합니다. 다른 AWS 서비스 작
업에서는 이를 AWS 통합이라고 합니다. WebSocket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AWS_PROXY: 라우팅 또는 메서드 요청을 Lambda 함수 또는 기타 AWS 서비스 작업과 통합합니다. 이
통합은 Lambda 프록시 통합이라고도 합니다.
HTTP: 라우팅 또는 메서드 요청을 HTTP 엔드포인트와 통합합니다. 이 통합은 HTTP 사용자 지정 통합
이라고도 합니다. WebSocket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HTTP_PROXY: 라우팅 또는 메서드 요청을 HTTP 엔드포인트와 통합하고 클라이언트 요청은 그대로 통
과됩니다. HTTP 프록시 통합이라고도 합니다. HTTP API 프라이빗 통합의 경우 HTTP_PROXY 통합을
사용합니다.
MOCK: 백엔드를 호출하지 않고 ‘루프백’ 엔드포인트인 API Gateway와 라우팅 또는 메서드 요청을 통합
합니다. WebSocket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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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grationUri
Lambda 통합의 경우 Lambda 함수의 URI를 지정합니다.
HTTP 통합의 경우 정규화된 URL을 지정합니다.
HTTP API 프라이빗 통합의 경우 Application Load Balancer 리스너,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리스너 또는
AWS Cloud Map 서비스의 ARN을 지정합니다. AWS Cloud Map 서비스의 ARN을 지정하는 경우 API
Gateway는 DiscoverInstances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쿼리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특정
리소스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iscoverInstances를 참조하십시오. 프라이빗 통
합의 경우 모든 리소스를 동일한 AWS 계정에서 소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ssthroughBehavior
요청의 Content-Type 헤더 및 Integration 리소스의 requestTemplates 속성으로 지정
된 사용 가능한 매핑 템플릿을 기반으로 수신 요청에 대한 통과 동작을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은
WHEN_NO_MATCH, WHEN_NO_TEMPLATES 및 NEVER입니다. WebSocket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WHEN_NO_MATCH는 매핑되지 않은 콘텐츠 유형의 요청 본문을 변환 없이 통합 백엔드로 전달합니다.
NEVER는 HTTP 415 Unsupported Media Type 응답으로 매핑되지 않은 콘텐츠 유형을 거부합니
다.
WHEN_NO_TEMPLATES은 템플릿에 매핑된 콘텐츠 유형이 통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통과를 허용합
니다. 그러나 하나 이상의 콘텐츠 유형이 정의된 경우 매핑되지 않은 콘텐츠 유형은 동일한 HTTP 415
Unsupported Media Type 응답으로 거부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yloadFormatVersion
통합으로 전송되는 페이로드의 형식을 지정합니다. HTTP API에 필요합니다. HTTP API의 경우 Lambda
프록시 통합에 대해 지원되는 값은 1.0 및 2.0입니다. 다른 모든 통합의 경우 1.0은 유일하게 지원되는
값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 API에 대한 AWS Lambda 프록시 통합 작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estParameters
WebSocket API의 경우 메서드 요청에서 백엔드로 전달되는 요청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키-값 맵입
니다. 이 키는 통합 요청 파라미터 이름이고, 연결된 값은 메서드 요청 파라미터 값 또는 정적 값으로
서 작은 따옴표로 묶고 백엔드 요구 사항에 따라 사전 인코딩되어야 합니다. 메서드 요청 파라미터 값
은 method.request.{location}.{name} 패턴과 일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location}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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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string, path 또는 header입니다. {name} 은 유효하고 고유한 메서드 요청 파라미터 이름
이어야 합니다.
integrationSubtype을 지정하여 HTTP API를 통합하는 경우 요청 파라미터는 AWS_PROXY 통합에
전달되는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키-값 맵입니다. 정적 값을 제공하거나 런타임 시 평가되는 요청 데이터,
스테이지 변수 또는 컨텍스트 변수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 API에 대한 AWS 서비스
통합 작업을 참조하세요.
integrationSubtype이 지정되지 않은 HTTP API 통합의 경우 요청 파라미터는 HTTP 요청을 백
엔드로 보내기 전에 변환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키-값 맵입니다. 키는 <action>:<header|querystring|
path>.<location> 패턴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action은 append, overwrite 또는 remove일 수 있
습니다. 값의 경우 정적 값을 제공하거나 런타임 시 평가되는 요청 데이터, 스테이지 변수 또는 컨텍스트
변수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API 요청 및 응답 변환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estTemplates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콘텐츠-유형 헤더의 값을 기반으로 요청 페이로드에 적용되는 Velocity 템플릿의
맵을 나타냅니다. 콘텐츠 유형 값은 이 맵의 키이며 템플릿(문자열)이 값입니다. WebSocket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ponseParameters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응답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응답을 반환하기 전에 백엔드
통합에서 HTTP 응답을 변환합니다. 선택 키와 응답 파라미터에 대한 키-값 맵을 지정합니다. 선택 키는
200-599 범위 내의 유효한 HTTP 상태 코드여야 합니다. 값은 ResponseParameterList 유형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API 요청 및 응답 변환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SelectionExpression
통합을 위한 템플릿 선택 표현식입니다. WebSocket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InMillis
WebSocket API의 경우 50 ~ 29,000밀리초, HTTP API의 경우 50 ~ 30,000밀리초의 사용자 지정 제한
시간. 기본 시간 제한은 WebSocket API의 경우 29초, HTTP API의 경우 30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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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Config
프라이빗 통합을 위한 TLS 구성입니다. TLS 구성을 지정하는 경우 프라이빗 통합 트래픽은 HTTPS 프
로토콜을 사용합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lsConfig (p. 9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통합 리소스 ID(예: abcd123)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
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통합 생성 예제
다음은 HTTP API에 대한 Lambda 통합을 생성합니다. 전체 예제는 GitHub의 CloudFormation 템플릿 예
제를 참조하세요.

JSON
{

"Integration": {
"Type": "AWS::ApiGatewayV2::Integration",
"Properties": {
"ApiId": {
"Ref": "HTTPApi"
},
"Description": "Lambda Integration",
"IntegrationType": "AWS_PROXY",
"IntegrationUri": {
"Fn::Join": [
"",
[
"arn:",
{
"Ref": "AWS::Partition"
},
":apigateway:",
{
"Ref": "AWS::Region"
},
":lambda:path/2015-03-31/functions/",
{
"Fn::GetAtt": [
"MyLambdaFunction",
"Arn"
]
},
"/invocation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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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ntegrationMethod": "POST",
"PayloadFormatVersion": "2.0"

YAML
Integration:
Type: 'AWS::ApiGatewayV2::Integration'
Properties:
ApiId: !Ref HTTPApi
Description: Lambda Integration
IntegrationType: AWS_PROXY
IntegrationUri: !Join
- ''
- - 'arn:'
- !Ref 'AWS::Partition'
- ':apigateway:'
- !Ref 'AWS::Region'
- ':lambda:path/2015-03-31/functions/'
- !GetAtt MyLambdaFunction.Arn
- /invocations
IntegrationMethod: POST
PayloadFormatVersion: '2.0'

HTTP API에 대한 파라미터 매핑 통합
다음 예제에서는 파라미터 매핑과의 통합을 생성합니다. 요청 파라미터는 백엔드 통합에 도달하기 전에
header1 헤더를 요청에 추가합니다. 통합이 200 상태 코드를 반환하는 경우 응답 파라미터는 정적 값
headervalue를 사용하여 통합 응답에 header2라는 헤더를 추가합니다.

JSON
{

}

"MyIntegration": {
"Type": "AWS::ApiGatewayV2::Integration",
"Properties": {
"ApiId": {
"Ref": "MyApi"
},
"Description": "HTTP proxy integration",
"IntegrationType": "HTTP_PROXY",
"IntegrationMethod": "ANY",
"IntegrationUri": "https://api.example.com",
"PayloadFormatVersion": "1.0",
"RequestParameters": {
"append:header.header1": "$context.requestId"
},
"ResponseParameters": {
"200": {
"ResponseParameters": [
{
"Source": "headervalue",
"Destination": "append:header.header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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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MyIntegration:
Type: AWS::ApiGatewayV2::Integration
Properties:
ApiId: !Ref MyApi
Description: HTTP proxy integration
IntegrationType: HTTP_PROXY
IntegrationMethod: ANY
IntegrationUri: https://api.example.com
PayloadFormatVersion: 1.0
RequestParameters:
"append:header.header1": "$context.requestId"
ResponseParameters:
"200":
ResponseParameters:
- Source: "headerValue"
Destination: "append:header.header2"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Version 2 API 참조의 CreateIntegration

AWS::ApiGatewayV2::Integration ResponseParameter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응답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응답을 반환하기 전에 백엔드
통합에서 HTTP 응답을 변환합니다. 선택 키에서 응답 파라미터로의 키-값 맵을 지정합니다. 선택 키
는 200-599 범위 내의 유효한 HTTP 상태 코드여야 합니다. 응답 파라미터는 키-값 맵입니다. 키는 패턴
<action>:<header>.<location> 또는 overwrite.statuscode과 일치해야합니다. 작업은 append,
overwrite 또는 remove일 수 있습니다. 값은 정적 값이거나 런타임에 평가되는 응답 데이터, 단계 변수 또
는 컨텍스트 변수에 매핑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 요청 및 응답 변환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 : String,
"Source" : String

YAML
Destination: String
Source: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
수정할 응답의 위치와 수정 방법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 요청 및 응답 변환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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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 요청 및 응답 변환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iGatewayV2::Integration ResponseParameterList
HTTP API에 대한 응답 파라미터 목록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ponseParameters" : [ ResponseParameter (p. 926), ... ]

YAML
ResponseParameters:
- ResponseParameter (p. 926)

Properties
ResponseParameters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응답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응답을 반환하기 전에 백엔드
통합에서 HTTP 응답을 변환합니다. 선택 키에서 응답 파라미터로의 키-값 맵을 지정합니다. 선택 키
는 200-599 범위 내의 유효한 HTTP 상태 코드여야 합니다. 응답 파라미터는 키-값 맵입니다. 키는 패
턴 <action>:<header>.<location> 또는 overwrite.statuscode과 일치해야합니다. 작업은
append, overwrite 또는 remove일 수 있습니다. 값은 정적 값이거나 런타임에 평가되는 응답 데이
터, 단계 변수 또는 컨텍스트 변수에 매핑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 요청 및 응답 변환을 참조하
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ResponseParameter (p. 92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iGatewayV2::Integration TlsConfig
이 TlsConfig 속성은 프라이빗 통합에 대한 TLS 구성을 지정합니다. TLS 구성을 지정하는 경우 프라이빗
통합 트래픽은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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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ServerNameToVerify" : String

YAML
ServerNameToVerify: String

Properties
ServerNameToVerify
서버 이름을 지정하면 API 게이트웨이는 이 이름을 사용하여 통합 인증서의 호스트 이름을 확인합니다.
서버 이름은 서버 이름 표시(SNI) 또는 가상 호스팅을 지원하기 위해 TLS 핸드셰이크에도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iGatewayV2::IntegrationResponse
AWS::ApiGatewayV2::IntegrationResponse 리소스는 WebSocket API에 대한 통합 응답을 업데이트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 Gateway 개발자 안내서의 API Gateway에 WebSocket API 통합 응답 설정을 참
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iGatewayV2::IntegrationResponse",
"Properties" : {
"ApiId" : String,
"ContentHandlingStrategy" : String,
"IntegrationId" : String,
"IntegrationResponseKey" : String,
"ResponseParameters" : Json,
"ResponseTemplates" : Json,
"TemplateSelectionExpression" : String
}

YAML
Type: AWS::ApiGatewayV2::IntegrationResponse
Properties:
ApiId: String
ContentHandlingStrategy: String
IntegrationId: String
IntegrationResponseKey: String
ResponseParameters: Json

API 버전 2010-05-15
92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PI Gateway V2
ResponseTemplates: Json
TemplateSelectionExpression: String

Properties
ApiId
API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tentHandlingStrategy
WebSocket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응답 페이로드 콘텐츠 유형 변환을 처리하는 방식을 지정합니다. 지
원되는 값은 다음과 같은 동작의 CONVERT_TO_BINARY 및 CONVERT_TO_TEXT입니다.
CONVERT_TO_BINARY: Base64 인코딩 문자열의 응답 페이로드를 해당하는 이진 BLOB으로 변환.
CONVERT_TO_TEXT: 이진 BLOB 응답 페이로드를 Base64 인코딩 문자열로 변환.
이 속성을 정의하지 않으면 응답 페이로드가 통합 응답에서 라우팅 응답 또는 메서드 응답으로 수정 없
이 전달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grationId
통합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grationResponseKey
통합 응답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ponseParameters
백엔드에서 메서드 응답으로 전달되는 응답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키-값 맵입니다. 이 키는 메서드
응답 헤더 파라미터 이름이고, 매핑된 값은 통합 응답 헤더 값, 작은 따옴표 쌍으로 묶인 정적 값 또
는 통합 응답 본문의 JSON 표현식입니다. 매핑 키는 method.response.header.{name} 의
패턴과 일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name은 유효하고 고유한 헤더 이름입니다. 매핑된 비 정적 값은
integration.response.header.{name} 또는 integration.response.body.{JSONexpression} 패턴과 일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name} 은 유효하고 고유한 응답 헤더 이름이고
{JSON-expression} 은 $ 접두사가 없는 유효한 JSON 표현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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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ponseTemplates
키-값 페어의 문자열-문자열 맵으로서 통합 응답을 위한 응답 템플릿 모음입니다. 응답 템플릿은 콘텐츠
유형을 키로, 템플릿을 값으로 사용하여 키/값 맵으로 표현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SelectionExpression
통합 응답을 위한 템플릿 선택 표현식입니다. WebSocket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통합 응답 리소스 ID(예: abcd123)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
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통합 응답 생성 예제
다음 예제는 MyIntegration이라는 integration 리소스가 있는 MyApi라는 API에 대해
IntegrationResponse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JSON
{

}

"IntegrationResponse": {
"Type": "AWS::ApiGatewayV2::IntegrationResponse",
"Properties": {
"IntegrationId": {
"Ref": "MyIntegration"
},
"IntegrationResponseKey": "/400/",
"ApiId": {
"Ref": "MyApi"
}
}
}

YAML
Integration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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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ApiGatewayV2::IntegrationResponse'
Properties:
IntegrationId: !Ref MyIntegration
IntegrationResponseKey: /400/
ApiId: !Ref MyApi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Version 2 API 참조의 CreateIntegrationResponse

AWS::ApiGatewayV2::Model
AWS::ApiGatewayV2::Model 리소스는 WebSocket API의 데이터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API Gateway 개발자 안내서의 모델 선택 표현식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iGatewayV2::Model",
"Properties" : {
"ApiId" : String,
"ContentTyp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Schema" : Json
}

YAML
Type: AWS::ApiGatewayV2::Model
Properties:
ApiId: String
ContentType: String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Schema: Json

Properties
ApiId
API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tentType
모델의 콘텐츠-유형(예: ‘application/js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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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모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ma
모델의 스키마입니다. application/json 모델의 경우 JSON 스키마 초안 4 모델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모델 ID(예: abc123)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모델 생성 예제
다음 예에서는 MyApi라는 API에 대해 MyModel이라는 model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JSON
{

"MyModel": {
"Type": "AWS::ApiGatewayV2::Model",
"Properties": {
"Name": "ModelName",
"ApiId": {
"Ref": "MyApi"
},
"ContentType": "applicatio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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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chema": {
"$schema": "http://json-schema.org/draft-04/schema#",
"title": "DummySchema",
"type": "object",
"properties": {
"id": {
"type": "string"
}
}
}

YAML
MyModel:
Type: 'AWS::ApiGatewayV2::Model'
Properties:
Name: ModelName
ApiId: !Ref MyApi
ContentType: application/json
Schema:
$schema: 'http://json-schema.org/draft-04/schema#'
title: DummySchema
type: object
properties:
id:
type: string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Version 2 API 참조의 CreateModel

AWS::ApiGatewayV2::Route
AWS::ApiGatewayV2::Route 리소스는 API에 대한 라우팅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piGatewayV2::Route",
"Properties" : {
"ApiId" : String,
"ApiKeyRequired" : Boolean,
"AuthorizationScopes" : [ String, ... ],
"AuthorizationType" : String,
"AuthorizerId" : String,
"ModelSelectionExpression" : String,
"OperationName" : String,
"RequestModels" : Json,
"RequestParameters" : Json,
"RouteKey" : String,
"RouteResponseSelectionExpression" : String,
"Target"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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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Type: AWS::ApiGatewayV2::Route
Properties:
ApiId: String
ApiKeyRequired: Boolean
AuthorizationScopes:
- String
AuthorizationType: String
AuthorizerId: String
ModelSelectionExpression: String
OperationName: String
RequestModels: Json
RequestParameters: Json
RouteKey: String
RouteResponseSelectionExpression: String
Target: String

Properties
ApiId
API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piKeyRequired
라우팅에 API 키가 필요한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WebSocket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orizationScopes
이 라우팅에 지원되는 권한 부여 범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orizationType
라우팅의 권한 부여 유형입니다. WebSocket API의 경우 유효한 값은 오픈 액세스의 경우 NONE, AWS
IAM 권한 사용 시 AWS_IAM, Lambda 권한 부여자 사용 시 CUSTOM입니다. HTTP API의 경우 유효한 값
은 오픈 액세스의 경우 NONE, JSON 웹 토큰 사용 시 JWT, AWS IAM 권한 사용 시 AWS_IAM, Lambda 권
한 부여자 사용 시 CUSTOM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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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orizerId
이 라우팅과 연결될 Authorizer 리소스의 식별자입니다. 권한 부여 식별자는 권한 부여자를 생성할 때
API Gateway에 의해 생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delSelectionExpression
라우팅의 모델 선택 표현식입니다. WebSocket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perationName
라우팅의 작업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estModels
라우팅의 요청 모델입니다. WebSocket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estParameters
라우팅의 요청 파라미터입니다. WebSocket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uteKey
라우팅의 라우팅 키입니다. HTTP API의 경우 경로 키는 $default이거나 HTTP 메소드와 리소스 경로
의 조합(예: GET /pets)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uteResponseSelectionExpression
라우팅의 라우팅 응답 선택 표현식입니다. WebSocket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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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
라우팅의 대상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라우팅 리소스 ID(예: abcd123)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HTTP API 경로 생성 예제
다음 예제는 MyIntegration이라는 integration 리소스가 이미 있는 MyAPI라는 HTTP API에 대해
MyRoute라는 route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경로는 /signup에 대한 POST 요청을 수락합니다.

JSON
"MyRoute": {
"Type": "AWS::ApiGatewayV2::Route",
"Properties": {
"ApiId": {
"Ref": "MyAPI"
},
"RouteKey": "POST /signup",
"Target": {
"Fn::Join": [
"/",
[
"integrations",
{
"Ref": "MyIntegration"
}
]
]
}
}
}

YAML
MyRoute:
Type: AWS::ApiGatewayV2::Rout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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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Id: !Ref MyAPI
RouteKey: 'POST /signup'
Target: !Join
- /
- - integrations
- !Ref MyIntegration

WebSocket API 경로 생성 예제
다음 예제는 MyIntegration이라는 integration 리소스가 이미 있는 MyAPI라는 WebSocket API에 대
해 MyRoute라는 route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라우팅의 라우팅 키 값은 routekey1입니다.

JSON
{

}

"MyRoute": {
"Type": "AWS::ApiGatewayV2::Route",
"DependsOn": [
"MyIntegration"
],
"Properties": {
"ApiId": {
"Ref": "MyApi"
},
"RouteKey": "routekey1",
"AuthorizationType": "NONE",
"Target": {
"Fn::Join": [
"/",
[
"integrations",
{
"Ref": "MyIntegration"
}
]
]
}
}
}

YAML
MyRoute:
Type: 'AWS::ApiGatewayV2::Route'
DependsOn:
- MyIntegration
Properties:
ApiId: !Ref MyApi
RouteKey: routekey1
AuthorizationType: NONE
Target: !Join
- /
- - integrations
- !Ref MyIntegra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Version 2 API 참조의 Create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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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iGatewayV2::Route ParameterConstraints
파라미터가 필요한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quired" : Boolean

YAML
Required: Boolean

Properties
Required
파라미터가 필요한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Version 2 API 참조의 Routes

AWS::ApiGatewayV2::RouteResponse
AWS::ApiGatewayV2::RouteResponse 리소스는 WebSocket API에 대한 라우팅 응답을 생성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API Gateway 개발자 안내서의 API 게이트웨이에 WebSocket API 라우팅 응답 설정을 참조하십
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piGatewayV2::RouteResponse",
"Properties" : {
"ApiId" : String,
"ModelSelectionExpression" : String,
"ResponseModels" : Json,
"ResponseParameters" : Json,
"RouteId" : String,
"RouteResponseKey"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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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Type: AWS::ApiGatewayV2::RouteResponse
Properties:
ApiId: String
ModelSelectionExpression: String
ResponseModels: Json
ResponseParameters: Json
RouteId: String
RouteResponseKey: String

Properties
ApiId
API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delSelectionExpression
라우팅 응답의 모델 선택 표현식입니다. WebSocket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ponseModels
라우팅 응답의 응답 모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ponseParameters
라우팅 응답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uteId
라우팅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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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uteResponseKey
라우팅 응답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라우팅 응답 리소스 ID(예: abc123)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
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라우팅 응답 생성 예제
다음 예제는 MyIntegration이라는 integration 및 MyRoute라는 route를 가진 MyApi라는
WebSocket API에 대한 RouteResponse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JSON
{

}

"MyRouteResponse": {
"Type": "AWS::ApiGatewayV2::RouteResponse",
"Properties": {
"RouteId": {
"Ref": "MyRoute"
},
"ApiId": {
"Ref": "MyApi"
},
"RouteResponseKey": "$default"
}
}

YAML
MyRouteResponse:
Type: 'AWS::ApiGatewayV2::RouteResponse'
Properties:
RouteId: !Ref MyRoute
ApiId: !Ref MyApi
RouteResponseKey: $default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Version 2 API 참조의 CreateRoute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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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iGatewayV2::RouteResponse ParameterConstraints
파라미터가 필요한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quired" : Boolean

YAML
Required: Boolean

Properties
Required
파라미터가 필요한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Version 2 API 참조의 RouteResponses

AWS::ApiGatewayV2::Stage
AWS::ApiGatewayV2::Stage 리소스는 API에 대한 스테이지를 지정합니다. 각 스테이지는 API 배포에
대한 명명된 참조이며,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호출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 API에 대한 스테이지 작업 및 API Gateway에 WebSocket API 배포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piGatewayV2::Stage",
"Properties" : {
"AccessLogSettings" : AccessLogSettings (p. 945),
"AccessPolicyId" : String,
"ApiId" : String,
"AutoDeploy" : Boolean,
"ClientCertificateId" : String,
"DefaultRouteSettings" : RouteSettings (p. 946),
"Deployment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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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 String,
"RouteSettings" : Json (p. 946),
"StageName" : String,
"StageVariables" : Json,
"Tags" : Json

YAML
Type: AWS::ApiGatewayV2::Stage
Properties:
AccessLogSettings:
AccessLogSettings (p. 945)
AccessPolicyId: String
ApiId: String
AutoDeploy: Boolean
ClientCertificateId: String
DefaultRouteSettings:
RouteSettings (p. 946)
DeploymentId: String
Description: String
RouteSettings: Json (p. 946)
StageName: String
StageVariables: Json
Tags: Json

Properties
AccessLogSettings
이 단계의 로깅 액세스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cessLogSettings (p. 94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ccessPolicyId
현재 지원되지 않는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Id
API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utoDeploy
API 업데이트에서 새 배포를 자동으로 트리거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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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CertificateId
Stage에 대한 클라이언트 인증서 식별자입니다. WebSocket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RouteSettings
단계의 기본 라우팅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outeSettings (p. 9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ploymentId
API 단계의 배포 식별자입니다. autoDeploy이 활성화된 경우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API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uteSettings
단계의 라우팅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p. 9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geName
단계 이름. 단계 이름에는 영숫자, 하이픈, 밑줄 또는 $default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길이는 128
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geVariables
Stage의 단계 변수를 정의하는 맵입니다. 변수 이름은 영숫자와 밑줄 문자일 수 있으며 값은 [A-Zaz0-9-._~:/?#&=,]+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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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태그의 모음입니다. 각 태그 요소는 지정된 리소스와 연결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단계 이름(예: MyTestStage)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
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단계 생성 예제
다음 예제는 MyStage라는 stage 리소스를 생성하고 MyDeployment라는 기존 deployment와 연결합니
다.

JSON
{

"MyStage": {
"Type": "AWS::ApiGatewayV2::Stage",
"Properties": {
"StageName": "Prod",
"Description": "Prod Stage",
"DeploymentId": {
"Ref": "MyDeployment"
},
"ApiId": {
"Ref": "CFNWebSocket"
},
"DefaultRouteSettings": {
"DetailedMetricsEnabled": true,
"LoggingLevel": "INFO",
"DataTraceEnabled": false,
"ThrottlingBurstLimit": 10,
"ThrottlingRateLimit": 10
},
"AccessLogSettings": {
"DestinationArn": "arn:aws:logs:us-east-1:123456789:log-group:my-loggroup",
"Format": "{\"requestId\":\"$context.requestId\", \"ip\":
\"$context.identity.sourceIp\", \"caller\":\"$context.identity.caller\", \"user\":
\"$context.identity.user\",\"requestTime\":\"$context.requestTime\", \"eventType\":
\"$context.eventType\",\"routeKey\":\"$context.routeKey\", \"status\":\"$context.status\",
\"connectionId\":\"$context.connection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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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MyStage:
Type: 'AWS::ApiGatewayV2::Stage'
Properties:
StageName: Prod
Description: Prod Stage
DeploymentId: !Ref MyDeployment
ApiId: !Ref CFNWebSocket
DefaultRouteSettings:
DetailedMetricsEnabled: true
LoggingLevel: INFO
DataTraceEnabled: false
ThrottlingBurstLimit: 10
ThrottlingRateLimit: 10
AccessLogSettings:
DestinationArn: 'arn:aws:logs:us-east-1:123456789:log-group:my-log-group'
Format: >{"requestId":"$context.requestId", "ip": "$context.identity.sourceIp",
"caller":"$context.identity.caller",
"user":"$context.identity.user","requestTime":"$context.requestTime",
"eventType":"$context.eventType","routeKey":"$context.routeKey",
"status":"$context.status","connectionId":"$context.connectionId"}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Version 2 API 참조의 CreateStage

AWS::ApiGatewayV2::Stage AccessLogSettings
단계의 로깅 액세스에 대한 설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Arn" : String,
"Format" : String

YAML
DestinationArn: String
Format: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Arn
액세스 로그를 수신하는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의 ARN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액세스 로깅을 활성
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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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rmat
데이터의 액세스 로그에 대한 한 줄 형식으로 선택한 $context variables에 의해 지정됩니다. 형식에는
최소한 $context.requestId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액세스 로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합니
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Version 2 API 참조의 Stages

AWS::ApiGatewayV2::Stage RouteSettings
라우팅 설정의 모음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TraceEnabled" : Boolean,
"DetailedMetricsEnabled" : Boolean,
"LoggingLevel" : String,
"ThrottlingBurstLimit" : Integer,
"ThrottlingRateLimit" : Double

YAML
DataTraceEnabled: Boolean
DetailedMetricsEnabled: Boolean
LoggingLevel: String
ThrottlingBurstLimit: Integer
ThrottlingRateLimit: Double

Properties
DataTraceEnabled
이 라우팅에 대해 데이터 추적 로깅을 활성화할지(true) 비활성화할지(false) 지정합니다. 이 속성은
Amazon CloudWatch Logs에 푸시된 로그 항목에 영향을 줍니다. WebSocket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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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tailedMetricsEnabled
세부 지표가 활성화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ingLevel
이 라우팅의 로깅 수준을 INFO, ERROR 또는 OFF로 지정합니다. 이 속성은 Amazon CloudWatch Logs에
푸시된 로그 항목에 영향을 줍니다. WebSocket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ottlingBurstLimit
조절 버스트 제한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ottlingRateLimit
조절 비율 제한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I Gateway Version 2 API 참조의 Stages

AWS::ApiGatewayV2::VpcLink
AWS::ApiGatewayV2::VpcLink 리소스가 VPC 링크를 생성합니다. HTTP API에서만 지원됩니다. VPC
링크 상태가 PENDING에서 AVAILABLE로 전환되어야 VPC 링크를 성공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
은 최대 10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 게이트웨이 개발자 안내서의 HTTP API에 대한 VPC
링크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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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ApiGatewayV2::VpcLink",
"Properties" : {
"Name" : String,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Ids" : [ String, ... ],
"Tags" : Json
}

YAML
Type: AWS::ApiGatewayV2::VpcLink
Properties:
Name: String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Ids:
- String
Tags: Json

Properties
Name
VPC 링크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Ids
VPC 링크의 보안 그룹 ID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s
VPC 링크에 포함할 서브넷 ID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태그의 모음입니다. 각 태그 요소는 지정된 리소스와 연결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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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abcde1과 같은 VPC 링크의 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
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 AppConfig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AppConfig::Application (p. 949)
• AWS::AppConfig::ConfigurationProfile (p. 952)
• AWS::AppConfig::Deployment (p. 958)
• AWS::AppConfig::DeploymentStrategy (p. 962)
• AWS::AppConfig::Environment (p. 967)
• AWS::AppConfig::HostedConfigurationVersion (p. 971)

AWS::AppConfig::Application
AWS::AppConfig::Application 리소스는 고객에게 기능을 제공하는 논리적 코드 단위인 애플리케이션
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은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마이크로 서비스, 사용자가
설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mazon API Gateway 및 AWS Lambda를 사용하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다른 사용자를 대신하여 실행하는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AWS AppConfig를 사용하려면 리소스를 생성하고 다음 순서로 구성을 배포해야 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생성
2. 환경 생성
3. 구성 프로파일 생성
4. 배치 전략 생성
5. 구성 배포
자세한 내용은 AWS AppConfig 사용 설명서에서 AWS AppConfig 섹션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pConfig::Application",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Tags" : [ Tags (p. 9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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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AppConfig::Application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Tags:
- Tags (p. 951)

Properties
Description
애플리케이션의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애플리케이션에 할당할 메타데이터입니다. 태그는 AWS AppConfig 리소스를 구성하고 분류하는 데 도
움이 됩니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태그 (p. 951) 목록 (p. 95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애플리케이션 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예제
AWS AppConfig 애플리케이션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MyTestApplication이라는 간단한 AWS AppConfig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AWS
AppConfig의 애플리케이션은 고객에게 기능을 제공하는 논리적 코드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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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마이크로 서비스, 사용자가 설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mazon
API Gateway 및 AWS Lambda를 사용하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다른 사용자를 대신하여 실행하는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JSON
BasicApplication": {
"Type": "AWS::AppConfig::Application",
"Properties": {
"Name": "MyTestApplication",
"Description": "A sample test application.",
"Tags": [
{
"Key": "Env",
"Value": "test"
}
]
}
}
}

YAML
BasicApplication:
Type: AWS::AppConfig::Application
Properties:
Name: "MyTestApplication"
Description: "A sample test application."
Tags:
- Key: Env
Value: test

참고 항목
• AWS AppConfig
•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AWS::AppConfig::Application Tags
애플리케이션에 할당할 메타데이터입니다. 태그는 AWS AppConfig 리소스를 구성하고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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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Key
키-값 문자열 맵입니다. 유효한 문자 집합은 [a-zA-Z+-=._:/]입니다. 태그 키는 최대 128자일 수 있
으며 aws:로 시작해선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태그 값은 최대 256자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Config::ConfigurationProfile
AWS::AppConfig::ConfigurationProfile 리소스는 AWS AppConfig가 구성 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 프로파일을 만듭니다. 유효한 구성 소스에는 AWS Systems Manager(SSM) 문서, SSM
Parameter Store 파라미터 및 Amazon S3가 포함됩니다. 구성 프로파일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구성 데이터의 Uri 위치입니다.
• 구성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입니다.
• 구성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사기입니다. 사용 가능한 유효성 검사기는 AWS Lambda 함수의 JSON 스키
마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포함합니다.
AWS AppConfig를 사용하려면 리소스를 생성하고 다음 순서로 구성을 배포해야 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생성
2. 환경 생성
3. 구성 프로파일 생성
4. 배치 전략 생성
5. 구성 배포
자세한 내용은 AWS AppConfig 사용 설명서에서 AWS AppConfig 섹션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ppConfig::ConfigurationProfile",
"Properties" : {
"ApplicationId" : String,
"Descripti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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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ationUri" : String,
"Name" : String,
"RetrievalRoleArn" : String,
"Tags" : [ Tags (p. 957), ... ],
"Validators" : [ Validators (p. 958), ... ]

YAML
Type: AWS::AppConfig::ConfigurationProfile
Properties:
ApplicationId: String
Description: String
LocationUri: String
Name: String
RetrievalRoleArn: String
Tags:
- Tags (p. 957)
Validators:
- Validators (p. 958)

Properties
ApplicationId
애플리케이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a-z0-9]{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구성 프로파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cationUri
구성을 찾는 URI입니다. AWS AppConfig 호스팅 구성 스토어, Systems Manager(SSM) 문서, SSM
Parameter Store 파라미터 또는 Amazon S3 객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호스팅된 구성 저장소의 경
우 hosted를 지정합니다. SSM 문서의 경우 문서 이름을 ssm-document://<Document_name>
형식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으로 지정합니다. 파라미터의 경우 파라미터 이름을 ssmparameter://<Parameter_name> 형식 또는 ARN으로 지정합니다. Amazon S3 객체의 경우 URI
를 s3://<bucket>/<objectKey>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예: s3://my-bucket/my-app/us-east-1/myconfig.json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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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구성 프로파일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rievalRoleArn
지정된 LocationUri에서 구성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Important
AWS AppConfig 호스팅 구성 스토어에 저장된 구성에는 검색 역할 ARN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성을 저장하는 다른 모든 소스에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aws|aws-cn|aws-iso|aws-iso-[a-z]{1}|aws-us-gov):(iam)::
\d{12}:ro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구성 프로파일에 할당할 메타데이터입니다. 태그는 AWS AppConfig 리소스를 구성하고 분류하는 데 도
움이 됩니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태그 (p. 957) 목록 (p. 95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idators
구성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방법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유효성 검사기 (p. 958) 목록 (p. 958)
Maximu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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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구성 프로파일 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예제
AWS AppConfig 구성 프로파일 예제 - CodePipeline
다음 예제에서는 MyTestConfigurationProfile이라는 AWS AppConfig 구성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구성 프
로파일에는 구성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소스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성 프로파일에는 구성 데이터가 구문
상 및 의미상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선택적 유효성 검사기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구성 프로파일 예
제에서는 지정된 LocationUri를 사용하여 AWS CodePipeline에서 구성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JSON
{

}

"Resources": {
"CodePipelineConfigurationProfile": {
"Type": "AWS::AppConfig::ConfigurationProfile",
"DependsOn": "MyTestApplication",
"Properties": {
"ApplicationId": "MyTestApplication",
"Name": "MyTestConfigurationProfile",
"Description": "My test configuration profile",
"LocationUri": "codepipeline://YourPipelineName",
"Validators": [
{
"Type": "LAMBDA",
"Content": "MyLambdaValidator"
}
],
"Tags": [
{
"Key": "Env",
"Value": "test"
}
]
}
}
}

YAML
Resources:
CodePipelineConfigurationProfile:
Type: AWS::AppConfig::ConfigurationProfile
Properties:
ApplicationId: !Ref MyTestApplication
Name: "MyTestConfigurationProfile"
Description: "My test configuration profile"
LocationUri: "codepipeline://YourPipelineName"
Validators:
- Type: LAMBDA
Content: !ImportValue MyLambdaValidator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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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Env
Value: test

AWS AppConfig 구성 프로파일 예제 - Parameter Store
다음 예제에서는 MyTestConfigurationProfile이라는 AWS AppConfig 구성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구성 프
로파일에는 구성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소스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성 프로파일에는 구성 데이터가 구문
상 및 의미상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선택적 유효성 검사기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구성 프로파일 예
제에서는 지정된 RetrievalRoleArn 및 LocationUri를 사용하여 SSM 파라미터에서 구성 데이터를 검
색합니다.

JSON
{

}

"Type": "AWS::AppConfig::ConfigurationProfile",
"DependsOn": "MyTestApplication",
"Properties": {
"ApplicationId": {
"Ref": "MyTestApplication"
},
"Name": "MyTestConfigurationProfile",
"Description": "My test configuration profile",
"RetrievalRoleArn": {
"Fn::ImportValue": "ConfigurationRetrievalAndMonitoringRole"
},
"LocationUri": {
"Fn::Sub": [
"ssm-parameter://${ParameterName}",
{
"ParameterName": {
"Fn::ImportValue": "SSMParameter"
}
}
]
},
"Validators": [
{
"Type": "LAMBDA",
"Content": {
"Fn::ImportValue": "MyLambdaValidator"
}
}
],
"Tags": [
{
"Key": "Env",
"Value": "Test"
}
]
}

YAML
Resources:
BasicConfigurationProfile:
Type: AWS::AppConfig::ConfigurationProfile
Properties:
ApplicationId: !Ref MyTestApplication
Name: "MyTestConfigurationProfile"
Description: "My test configuration profile"
RetrievalRoleArn: !ImportValue ConfigurationRetrievalAndMonitoring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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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Sub:
- "ssm-parameter://${ParameterName}"
- ParameterName: !ImportValue SSMParameter
Validators:
- Type: LAMBDA
Content: !ImportValue MyLambdaValidator
Tags:
- Key: Env
Value: test

참고 항목
• AWS AppConfig
• 구성 및 구성 프로파일 생성

AWS::AppConfig::ConfigurationProfile Tags
구성 프로파일에 할당할 메타데이터입니다. 태그는 AWS AppConfig 리소스를 구성하고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키-값 문자열 맵입니다. 유효한 문자 집합은 [a-zA-Z+-=._:/]입니다. 태그 키는 최대 128자일 수 있
으며 aws:로 시작해선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태그 값은 최대 256자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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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pConfig::ConfigurationProfile 유효성 검사기
유효성 검사기는 구문 또는 의미 검사를 제공하여 배포하려는 함수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구성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하도록 구성에 대해 실행되는 스키마 또는 Lambda 함수를 제공
합니다. 구성 배포 또는 업데이트는 구성 데이터가 유효한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ent" : String,
"Type" : String

YAML
Content: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Content
Lambda 함수의 JSON 스키마 콘텐츠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327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AWS AppConfig는 JSON_SCHEMA 및 LAMBDA 유형의 유효성 감사기를 지원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JSON_SCHEMA | LAMBDA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Config::Deployment
AWS::AppConfig::Deployment 리소스가 배포를 시작합니다. AWS AppConfig에서 배포를 시작하면
StartDeployment API 작업이 호출됩니다. 이 호출에는 AWS AppConfig 애플리케이션의 ID, 환경, 구성
프로파일 및 배포할 구성 데이터 버전(선택 사항)이 포함됩니다. 호출에는 사용할 배포 전략의 ID도 포함되는
데, 이에 따라 구성 데이터가 배치되는 방법이 결정됩니다.
AWS AppConfig은 모든 호스트에 대한 배포를 모니터링하고 상태를 보고합니다. 배포가 실패하면 AWS
AppConfig는 구성을 롤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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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AppConfig를 사용하려면 리소스를 생성하고 다음 순서로 구성을 배포해야 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생성
2. 환경 생성
3. 구성 프로파일 생성
4. 배치 전략 생성
5. 구성 배포
자세한 내용은 AWS AppConfig 사용 설명서에서 AWS AppConfig 섹션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pConfig::Deployment",
"Properties" : {
"ApplicationId" : String,
"ConfigurationProfileId" : String,
"ConfigurationVersion" : String,
"DeploymentStrategyId" : String,
"Description" : String,
"EnvironmentId" : String,
"Tags" : [ Tags (p. 962), ... ]
}

YAML
Type: AWS::AppConfig::Deployment
Properties:
ApplicationId: String
ConfigurationProfileId: String
ConfigurationVersion: String
DeploymentStrategyId: String
Description: String
EnvironmentId: String
Tags:
- Tags (p. 962)

Properties
ApplicationId
애플리케이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a-z0-9]{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figurationProfileId
구성 프로파일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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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a-z0-9]{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figurationVersion
배포할 구성 버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ploymentStrategyId
배포 전략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a-z0-9]{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배포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vironmentId
환경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a-z0-9]{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배포에 할당할 메타데이터입니다. 태그는 AWS AppConfig 리소스를 구성하고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태그 (p. 962) 목록 (p.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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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예제
AWS AppConfig 배포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AWS AppConfig 배포를 생성합니다. AWS AppConfig에서 배포를 시작하면
StartDeployment API 작업이 호출됩니다. 이 호출에는 AWS AppConfig 애플리케이션의 ID, 환경, 구성 프로
파일 및 배포할 구성 데이터 버전(선택 사항)이 포함됩니다. 호출에는 사용할 배포 전략의 ID도 포함되는데,
이에 따라 구성 데이터가 배치되는 방법이 결정됩니다.
AWS AppConfig은 모든 호스트에 대한 배포를 모니터링하고 상태를 보고합니다. 배포가 실패하면 AWS
AppConfig는 구성을 롤백합니다.

JSON
Resources": {
"BasicDeployment": {
"Type": "AWS::AppConfig::Deployment",
"DependsOn": [
"MyTestApplication",
"MyTestConfigurationProfile",
"MyTestEnvironment",
"MyTestDeploymentStrategy"
],
"Properties": {
"ApplicationId": 12345,
"EnvironmentId": 12345,
"DeploymentStrategyId": 12345,
"ConfigurationProfileId": 12345,
"ConfigurationVersion": "1",
"Description": "My test deployment",
"Tags": [
{
"Key": "Env",
"Value": "test"
}
]
}
}
}
}

YAML
Resources:
BasicDeployment:
Type: AWS::AppConfig::Deployment
Properties:
ApplicationId: !Ref MyTestApplication
EnvironmentId: !Ref MyTestEnvironment
DeploymentStrategyId: !Ref MyTestDeploymentStrategy
ConfigurationProfileId: !Ref MyTestConfigurationProfile
ConfigurationVersion: '1'
Description: 'My test deployment'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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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Env
Value: test

참고 항목
• AWS AppConfig
• 구성 배포

AWS::AppConfig::Deployment Tags
배포 전략에 할당할 메타데이터입니다. 태그는 AWS AppConfig 리소스를 구성하고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키-값 문자열 맵입니다. 유효한 문자 집합은 [a-zA-Z+-=._:/]입니다. 태그 키는 최대 128자일 수 있
으며 aws:로 시작해선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태그 값은 최대 256자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Config::DeploymentStrategy
AWS::AppConfig::DeploymentStrategy 리소스는 AWS AppConfig 배포 전략을 생성합니다. 배포 전
략은 구성을 지정된 대상으로 롤아웃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정의합니다. 배포 전략에는 필요한 전체 기간,
각 간격 동안 배포를 수신할 대상의 비율, 비율 증가 방식, 베이크 시간을 정의하는 알고리즘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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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AppConfig를 사용하려면 리소스를 생성하고 다음 순서로 구성을 배포해야 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생성
2. 환경 생성
3. 구성 프로파일 생성
4. 배치 전략 생성
5. 구성 배포
자세한 내용은 AWS AppConfig 사용 설명서에서 AWS AppConfig 섹션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pConfig::DeploymentStrategy",
"Properties" : {
"DeploymentDurationInMinutes" : Double,
"Description" : String,
"FinalBakeTimeInMinutes" : Double,
"GrowthFactor" : Double,
"GrowthType" : String,
"Name" : String,
"ReplicateTo" : String,
"Tags" : [ Tags (p. 966), ... ]
}

YAML
Type: AWS::AppConfig::DeploymentStrategy
Properties:
DeploymentDurationInMinutes: Double
Description: String
FinalBakeTimeInMinutes: Double
GrowthFactor: Double
GrowthType: String
Name: String
ReplicateTo: String
Tags:
- Tags (p. 966)

Properties
DeploymentDurationInMinutes
배포가 지속되는 총 시간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최소: 0
Maximum: 144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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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배포 전략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nalBakeTimeInMinutes
이 배포가 완료되고 더 이상 자동 롤백에 적합하지 않음을 고려하기 전에 AWS AppConfig가 경보를 모
니터링하는 시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최소: 0
Maximum: 144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rowthFactor
각각의 간격 동안 배치된 구성을 수신할 대상의 백분율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rowthType
시간대별 백분율 증가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AWS AppConfig는 다음 증가 유형을 지
원합니다.
선형: 이 유형의 경우 AWS AppConfig가 총 대상 수를 Step percentage에 지정된 값으로 나누어 배
치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Step percentage로 10을 사용하는 선형 배포는 호스트의 10%에 구성을
배포합니다. 이러한 배포가 완료되면 시스템은 다음 10%로 구성을 배포합니다. 이는 대상의 100%가 구
성을 성공적으로 수신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지수: 이 유형의 경우 AWS AppConfig는 G*(2^N) 공식을 사용하여 배포를 기하급수적으로 처리합니
다. 이 공식에서 G는 사용자가 지정한 성장 계수이며 N은 구성이 모든 목표에 배포될 때까지의 단계 수입
니다. 예를 들어, 성장 계수를 2로 지정하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을 롤아웃합니다.
2*(2^0)
2*(2^1)
2*(2^2)
배포를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배포는 대상의 2%, 대상의 4%, 대상의 8% 등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모든
대상에 배포될 때까지 롤아웃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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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EXPONENTIAL | LINEAR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배포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plicateTo
배포 전략을 Systems Manager(SSM) 문서에 저장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NE | SSM_DOCUME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AWS AppConfig 리소스에 할당할 메타데이터입니다. 태그는 AWS AppConfig 리소스를 구성하고 분류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하나의 리소스에
대해 최대 50개의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태그 (p. 966) 목록 (p. 96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배포 전략 ID입니다.

예제
AWS AppConfig 배포 전략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MyTestDeploymentStrategy라는 AWS AppConfig 배포 전략을 생성합니다. 배포 전략은 구
성이 배포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JSON
Resources": {
"BasicDeploymentStrategy": {
"Type": "AWS::AppConfig::DeploymentStrategy",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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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ame": "MyTestDeploymentStrategy",
"Description": "A sample test deployment strategy.",
"DeploymentDurationInMinutes": 3,
"FinalBakeTimeInMinutes": 4,
"GrowthFactor": 10,
"GrowthType": "LINEAR",
"ReplicateTo": "NONE",
"Tags": [
{
"Key": "Env",
"Value": "test"
}
]

YAML
Resources:
BasicDeploymentStrategy:
Type: AWS::AppConfig::DeploymentStrategy
Properties:
Name: "MyTestDeploymentStrategy"
Description: "A sample test deployment strategy."
DeploymentDurationInMinutes: 3
FinalBakeTimeInMinutes: 4
GrowthFactor: 10
GrowthType: LINEAR
ReplicateTo: NONE
Tags:
- Key: Env
Value: test

참고 항목
• AWS AppConfig
• 배포 전략 생성

AWS::AppConfig::DeploymentStrategy Tags
배포 전략에 할당할 메타데이터입니다. 태그는 AWS AppConfig 리소스를 구성하고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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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String

Properties
Key
키-값 문자열 맵입니다. 유효한 문자 집합은 [a-zA-Z+-=._:/]입니다. 태그 키는 최대 128자일 수 있
으며 aws:로 시작해선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태그 값은 최대 256자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Config::Environment
AWS::AppConfig::Environment 리소스는 Beta 또는 Production 환경의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AWS
AppConfig 대상의 논리적 배포 그룹인 환경을 생성합니다. 각 AWS AppConfig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하나 이
상의 환경을 정의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하위 구성 요소(예: 애플리케이션의 Web, Mobile 및 Back-end 구
성 요소)에 대한 환경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각 환경에 대해 Amazon CloudWatch 경보를 구성할 수 있습
니다. 시스템은 구성 배포 중에 경보를 모니터링합니다. 경보가 트리거되면 시스템이 구성을 롤백합니다.
AWS AppConfig를 사용하려면 리소스를 생성하고 다음 순서로 구성을 배포해야 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생성
2. 환경 생성
3. 구성 프로파일 생성
4. 배치 전략 생성
5. 구성 배포
자세한 내용은 AWS AppConfig 사용 설명서에서 AWS AppConfig 섹션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ppConfig::Environment",
"Properties" : {
"ApplicationId" : String,
"Description" : String,
"Monitors" : [ Monitors (p. 970), ... ],
"Name" : String,
"Tags" : [ Tags (p. 97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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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AWS::AppConfig::Environment
Properties:
ApplicationId: String
Description: String
Monitors:
- Monitors (p. 970)
Name: String
Tags:
- Tags (p. 971)

Properties
ApplicationId
애플리케이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a-z0-9]{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환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nitors
Amazon CloudWatch는 배포 프로세스 중에 모니터링할 경보를 표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모니터 (p. 970)의 목록 (p. 970)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환경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API 버전 2010-05-15
96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ppConfig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환경에 할당할 메타데이터입니다. 태그는 AWS AppConfig 리소스를 구성하고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태그 (p. 971)의 목록 (p. 97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환경 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예제
AWS AppConfig 환경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MyTestEnvironment라는 AWS AppConfig 환경을 생성합니다. 환경은 베타 또는 프로덕션
환경의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AWS AppConfig 대상의 논리적 배포 그룹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하위 구성 요소
(예: 애플리케이션의 웹, 모바일 및 백엔드 구성 요소)에 대한 환경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JSON
Resources": {
"BasicEnvironment": {
"Type": "AWS::AppConfig::Environment",
"DependsOn": "DependentApplication",
"Properties": {
"ApplicationId": null,
"Name": "MyTestEnvironment",
"Description": "My test environment",
"Tags": [
{
"Key": "Env",
"Value": "test"
}
]
}
}
}
}

YAML
Resources:
BasicEnvironment:
Type: AWS::AppConfig::Environment
Properties:
ApplicationId: !Ref DependentApplication
Name: "MyTestEnvironment"
Description: "My test environment"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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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Env
Value: test

참고 항목
• AWS AppConfig
• 환경 생성

AWS::AppConfig::Environment Monitors
Amazon CloudWatch는 배포 프로세스 중에 모니터링할 경보를 표시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armArn" : String,
"AlarmRoleArn" : String

YAML
AlarmArn: String
AlarmRoleArn: String

Properties
AlarmArn
Amazon CloudWatch 경보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armRoleArn
AWS AppConfig에서 AlarmArn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IAM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aws|aws-cn|aws-iso|aws-iso-[a-z]{1}|aws-us-gov):(iam)::
\d{12}: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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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Config::Environment Tags
환경에 할당할 메타데이터입니다. 태그는 AWS AppConfig 리소스를 구성하고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키-값 문자열 맵입니다. 유효한 문자 집합은 [a-zA-Z+-=._:/]입니다. 태그 키는 최대 128자일 수 있
으며 aws:로 시작해선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태그 값은 최대 256자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Config::HostedConfigurationVersion
AWS AppConfig 호스팅 구성 스토어에 새 구성을 생성합니다. 구성은 64KB 이하여야 합니다. AWS
AppConfig 호스팅 구성 스토어는 다른 구성 스토어 옵션에 비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또는 Parameter Store와 같은 다른 서비스를 설정하고 구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구성 저장소를 사용하기 위해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권한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
다.
• 모든 콘텐츠 유형에 구성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저장소는 사용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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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을 생성한 후 구성 프로필을 생성할 때 저장소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pConfig::HostedConfigurationVersion",
"Properties" : {
"ApplicationId" : String,
"ConfigurationProfileId" : String,
"Content" : String,
"ContentTyp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LatestVersionNumber" : Double
}

YAML
Type: AWS::AppConfig::HostedConfigurationVersion
Properties:
ApplicationId: String
ConfigurationProfileId: String
Content: String
ContentType: String
Description: String
LatestVersionNumber: Double

Properties
ApplicationId
애플리케이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a-z0-9]{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figurationProfileId
구성 프로파일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a-z0-9]{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tent
구성 또는 구성 데이터의 내용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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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tentType
구성 내용의 형식을 설명하는 표준 MIME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ontent-Type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atestVersionNumber
새 버전을 생성할 때 레이스 조건이 구성 업데이트를 덮어쓰지 못하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선택적 잠금
토큰입니다. 여러 호스팅 구성 버전을 빠르게 연속해서 생성할 때 데이터를 덮어쓰지 않도록 하려면 최
신 호스팅 구성 버전의 버전 번호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버전 번호입니다.

예제
AWS AppConfig 호스팅 구성
다음 예제에서는 MyApplication이라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AWS AppConfig 구성 프로파일
MyTestProfile을 생성합니다. AWS AppConfig는 이 프로파일의 구성 데이터를 AWS AppConfig 호스팅
구성 스토어에 저장합니다.

JSON
{

"Re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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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pendentApplication": {
"Type": "AWS::AppConfig::Application",
"Properties": {
"Name": "MyApplication"
}
},
"DependentConfigurationProfile": {
"Type": "AWS::AppConfig::ConfigurationProfile",
"Properties": {
"ApplicationId": "DependentApplication",
"Name": "MyTestProfile",
"LocationUri": "hosted"
}
},
"BasicHostedConfigurationVersion": {
"Type": "AWS::AppConfig::HostedConfigurationVersion",
"Properties": {
"ApplicationId": "DependentApplication",
"ConfigurationProfileId": "DependentConfigurationProfile",
"Description": "A sample hosted configuration version",
"Content": "My hosted configuration content",
"ContentType": "text/plain"
}
}

YAML
Resources:
DependentApplication:
Type: AWS::AppConfig::Application
Properties:
Name: "MyApplication"
DependentConfigurationProfile:
Type: AWS::AppConfig::ConfigurationProfile
Properties:
ApplicationId: !Ref DependentApplication
Name: "MyTestProfile"
LocationUri: "hosted"
BasicHostedConfigurationVersion:
Type: AWS::AppConfig::HostedConfigurationVersion
Properties:
ApplicationId: !Ref DependentApplication
ConfigurationProfileId: !Ref DependentConfigurationProfile
Description: 'A sample hosted configuration version'
Content: 'My hosted configuration content'
ContentType: 'text/plain'

참고 항목
• AWS AppConfig
• 구성 및 구성 프로파일 생성
• AWS AppConfig 호스팅 구성 스토어 정보

Amazon AppFlow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AppFlow::ConnectorProfile (p.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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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AppFlow::Flow (p. 1011)

AWS::AppFlow::ConnectorProfile
AWS::AppFlow::ConnectorProfile 리소스는 커넥터 인스턴스에 대한 구성 프로파일을 지정하는
Amazon AppFlow 리소스 유형입니다. 여기에는 제공된 이름, 자격 증명 ARN, 연결 모드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유형의 커넥터 프로파일에 공통적인 필드는 Properties 필드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정되며, 나머지 커
넥터별 속성은 Properties/ConnectorProfileConfig에서 지정됩니다.

Note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OAuth를 구현하는 커넥터(예: Salesforce, Slack, Zendesk 및
Google Analytics)에 대한 커넥터 프로파일을 생성하려는 경우 액세스 및 새로 고침 토큰을 가져와
야 합니다. OAuth에 대한 자체 UI를 구현하거나 다른 위치에서 토큰을 검색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Amazon AppFlow 콘솔을 사용하여 커넥터 프로파일을 생성한 다음 흐름 생성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해당 커넥터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pFlow::ConnectorProfile",
"Properties" : {
"ConnectionMode" : String,
"ConnectorProfileConfig" : ConnectorProfileConfig (p. 979),
"ConnectorProfileName" : String,
"ConnectorType" : String,
"KMSArn" : String
}

YAML
Type: AWS::AppFlow::ConnectorProfile
Properties:
ConnectionMode: String
ConnectorProfileConfig:
ConnectorProfileConfig (p. 979)
ConnectorProfileName: String
ConnectorType: String
KMSArn: String

Properties
ConnectionMode
연결 모드와 퍼블릭인지 아니면 프라이빗인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Private | Publi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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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orProfileConfig
커넥터별 구성 및 자격 증명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nectorProfileConfig (p. 97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orProfileName
커넥터 프로파일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AWS 계정의 ConnectorProfile에서 각각 고유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nectorType
커넥터의 유형(예: Salesforce, Amplitude 등)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mplitude | CustomerProfiles | Datadog | Dynatrace | EventBridge
| Googleanalytics | Honeycode | Infornexus | LookoutMetrics | Marketo |
Redshift | S3 | Salesforce | Servicenow | Singular | Slack | Snowflake |
Trendmicro | Upsolver | Veeva | Zendesk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MSArn
암호화를 위해 제공하는 Key Management Service(KMS) 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mazon AppFlow 관리형 KMS 키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여기에 아무 값도 지정하지
않으면 Amazon AppFlow에서 Amazon AppFlow 관리형 KMS 키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aws:kms:.*:[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커넥터 프로파일 이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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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myConnectorProfile"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onnectorProfileArn
커넥터 프로파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CredentialsArn
커넥터 프로파일 자격 증명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CreateConnectorProfile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DescribeConnectorProfiles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DeleteConnectorProfile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UpdateConnectorProfile

AWS::AppFlow::ConnectorProfile AmplitudeConnectorProfileCredentials
AmplitudeConnectorProfileCredentials 속성 유형은 Amplitude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
파일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iKey" : String,
"SecretKey" : String

YAML
ApiKey: String
SecretKey: String

Properties
ApiKey
API에 대한 사용자, 개발자 또는 호출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고유한 영숫자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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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Key
자격 증명의 보안 액세스 키 부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AmplitudeConnectorProfileCredentials

AWS::AppFlow::ConnectorProfile ConnectorOAuthRequest
ConnectorOAuthRequest 속성 유형은 Salesforce, Google Analytics, Marketo, Zendesk, Slack 등과 같이
OAuth 워크플로가 지원되는 일부 커넥터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hCode" : String,
"RedirectUri" : String

YAML
AuthCode: String
RedirectUri: String

Properties
AuthCode
커넥터가 연결된 앱을 통해 인증되었을 때 커넥터에서 제공되는 코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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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directUri
권한 부여가 허용된 후 인증 서버에서 브라우저를 리디렉션하는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ConnectorOAuthRequest

AWS::AppFlow::ConnectorProfile ConnectorProfileConfig
커넥터 프로파일의 커넥터별 구성 및 자격 증명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nectorProfileCredentials" : 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80),
"ConnectorProfileProperties" : ConnectorProfileProperties (p. 983)

YAML
ConnectorProfileCredentials:
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80)
ConnectorProfileProperties:
ConnectorProfileProperties (p. 983)

Properties
ConnectorProfileCredentials
각 커넥터에 필요한 커넥터별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예
Type: 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8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orProfileProperties
프로파일 구성의 커넥터별 속성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97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AppFlow

Required: 아니요
Type: ConnectorProfileProperties (p. 98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ConnectorProfileConfig

AWS::AppFlow::ConnectorProfile ConnectorProfileCredentials
ConnectorProfileCredentials 속성 유형은 지정된 커넥터에 필요한 커넥터별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mplitude" : Amplitude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77),
"Datadog" : Datadog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86),
"Dynatrace" : Dynatrace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87),
"GoogleAnalytics" : GoogleAnalytics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89),
"InforNexus" : InforNexus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90),
"Marketo" : Marketo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93),
"Redshift" : Redshift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95),
"Salesforce" : Salesforce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97),
"ServiceNow" : ServiceNow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99),
"Singular" : Singular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1001),
"Slack" : Slack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1002),
"Snowflake" : Snowflake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1004),
"Trendmicro" : Trendmicro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1007),
"Veeva" : Veeva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1008),
"Zendesk" : Zendesk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1009)

YAML
Amplitude:
Amplitude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77)
Datadog:
Datadog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86)
Dynatrace:
Dynatrace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87)
GoogleAnalytics:
GoogleAnalytics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89)
InforNexus:
InforNexus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90)
Marketo:
Marketo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93)
Redshift:
Redshift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95)
Salesforce:
Salesforce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97)
ServiceNow:
ServiceNow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99)

API 버전 2010-05-15
98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AppFlow
Singular:
Singular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1001)
Slack:
Slack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1002)
Snowflake:
Snowflake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1004)
Trendmicro:
Trendmicro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1007)
Veeva:
Veeva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1008)
Zendesk:
Zendesk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1009)

Properties
Amplitude
Amplitude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mplitude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7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dog
Datadog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dog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8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ynatrace
Dynatrace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ynatrace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8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oogleAnalytics
Google Analytics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oogleAnalytics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8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forNexus
Infor Nexus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forNexus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9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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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o
Marketo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rketo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dshift
Amazon Redshift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dshift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lesforce
Salesforce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alesforce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9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Now
ServiceNow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rviceNow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9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ngular
Singular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ingular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10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lack
Slack을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lack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10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owflake
Snowflake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API 버전 2010-05-15
98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AppFlow

Type: Snowflake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100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endmicro
Trend Micro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rendmicro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100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eva
Veeva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eeva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100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Zendesk
Zendesk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ZendeskConnectorProfileCredentials (p. 10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ConnectorProfileCredentials

AWS::AppFlow::ConnectorProfile ConnectorProfileProperties
ConnectorProfileProperties 속성 유형은 각 커넥터에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파일 속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dog" : DatadogConnectorProfileProperties (p. 987),
"Dynatrace" : DynatraceConnectorProfileProperties (p. 988),
"InforNexus" : InforNexusConnectorProfileProperties (p. 992),
"Marketo" : MarketoConnectorProfileProperties (p. 994),
"Redshift" : RedshiftConnectorProfileProperties (p. 996),
"Salesforce" : SalesforceConnectorProfileProperties (p. 998),
"ServiceNow" : ServiceNowConnectorProfileProperties (p. 1000),
"Slack" : SlackConnectorProfileProperties (p. 1003),
"Snowflake" : SnowflakeConnectorProfileProperties (p. 1005),
"Veeva" : VeevaConnectorProfileProperties (p. 1008),
"Zendesk" : ZendeskConnectorProfileProperties (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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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Datadog:
DatadogConnectorProfileProperties (p. 987)
Dynatrace:
DynatraceConnectorProfileProperties (p. 988)
InforNexus:
InforNexusConnectorProfileProperties (p. 992)
Marketo:
MarketoConnectorProfileProperties (p. 994)
Redshift:
RedshiftConnectorProfileProperties (p. 996)
Salesforce:
SalesforceConnectorProfileProperties (p. 998)
ServiceNow:
ServiceNowConnectorProfileProperties (p. 1000)
Slack:
SlackConnectorProfileProperties (p. 1003)
Snowflake:
SnowflakeConnectorProfileProperties (p. 1005)
Veeva:
VeevaConnectorProfileProperties (p. 1008)
Zendesk:
ZendeskConnectorProfileProperties (p. 1011)

Properties
Datadog
Datadog에 필요한 커넥터별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dogConnectorProfileProperties (p. 98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ynatrace
Dynatrace에 필요한 커넥터별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ynatraceConnectorProfileProperties (p. 98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forNexus
Infor Nexus에 필요한 커넥터별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forNexusConnectorProfileProperties (p. 9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rketo
Marketo에 필요한 커넥터별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rketoConnectorProfileProperties (p.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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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dshift
Amazon Redshift에 필요한 커넥터별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dshiftConnectorProfileProperties (p. 9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lesforce
Salesforce에 필요한 커넥터별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alesforceConnectorProfileProperties (p. 99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Now
ServiceNow에 필요한 커넥터별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rviceNowConnectorProfileProperties (p.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lack
Slack에 필요한 커넥터별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lackConnectorProfileProperties (p. 10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owflake
Snowflake에 필요한 커넥터별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nowflakeConnectorProfileProperties (p. 100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eva
Veeva에 필요한 커넥터별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eevaConnectorProfileProperties (p. 100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Zendesk
Zendesk에 필요한 커넥터별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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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ZendeskConnectorProfileProperties (p. 10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ConnectorProfileProperties

AWS::AppFlow::ConnectorProfile DatadogConnectorProfileCredentials
DatadogConnectorProfileCredentials 속성 유형은 Datadog에 필요한 커넥터별 자격 증명을 지정합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iKey" : String,
"ApplicationKey" : String

YAML
ApiKey: String
ApplicationKey: String

Properties
ApiKey
API에 대한 사용자, 개발자 또는 호출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고유한 영숫자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plicationKey
API 키와 함께 애플리케이션 키를 사용하면 Datadog의 프로그래밍 방식 API에 대한 모든 액세스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키는 해당 키를 생성한 사용자 계정에 연결됩니다. 애플리케이션 키는
API에 대한 모든 요청을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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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DatadogConnectorProfileCredentials

AWS::AppFlow::ConnectorProfile DatadogConnectorProfileProperties
DatadogConnectorProfileProperties 속성 유형은 Datadog에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파일 속성을 지
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tanceUrl" : String

YAML
InstanceUrl: String

Properties
InstanceUrl
Datadog 리소스의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DatadogConnectorProfileProperties

AWS::AppFlow::ConnectorProfile DynatraceConnectorProfileCredentials
DynatraceConnectorProfileCredentials 속성 유형은 Dynatrace에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파일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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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piToken" : String

YAML
ApiToken: String

Properties
ApiToken
Dynatrace API에서 다양한 API 호출을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API 토큰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DynatraceConnectorProfileCredentials

AWS::AppFlow::ConnectorProfile DynatraceConnectorProfileProperties
DynatraceConnectorProfileProperties 속성 유형은 Dynatrace에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파일 속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tanceUrl" : String

YAML
InstanceUrl: String

Properties
InstanceUrl
Dynatrace 리소스의 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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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DynatraceConnectorProfileProperties

AWS::AppFlow::ConnectorProfile GoogleAnalyticsConnectorProfileCredentials
GoogleAnalyticsConnectorProfileCredentials 속성 유형은 Google Analytics에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파일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essToken" : String,
"ClientId" : String,
"ClientSecret" : String,
"ConnectorOAuthRequest" : ConnectorOAuthRequest (p. 978),
"RefreshToken" : String

YAML
AccessToken: String
ClientId: String
ClientSecret: String
ConnectorOAuthRequest:
ConnectorOAuthRequest (p. 978)
RefreshToken: String

Properties
AccessToken
보호된 Google Analytics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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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Id
원하는 클라이언트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Secret
OAuth 클라이언트가 권한 부여 서버에 인증하는 데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암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orOAuthRequest
Salesforce, Google Analytics, Marketo, Zendesk, Slack 등과 같이 OAuth 워크플로가 지원되는 일부 커
넥터에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nectorOAuthRequest (p. 9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freshToken
새 액세스 토큰을 획득하는 데 사용되는 자격 증명입니다. 이는 OAuth2 액세스 토큰에만 필요하며
OAuth1 액세스 토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GoogleAnalyticsConnectorProfileCredentials

AWS::AppFlow::ConnectorProfile InforNexusConnectorProfileCredentials
InforNexusConnectorProfileCredentials 속성 유형은 Infor Nexus에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파일 자
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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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essKeyId" : String,
"Datakey" : String,
"SecretAccessKey" : String,
"UserId" : String

YAML
AccessKeyId: String
Datakey: String
SecretAccessKey: String
UserId: String

Properties
AccessKeyId
자격 증명의 액세스 키 부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key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AccessKey
요청에 서명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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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Id
사용자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InforNexusConnectorProfileCredentials

AWS::AppFlow::ConnectorProfile InforNexusConnectorProfileProperties
InforNexusConnectorProfileProperties 속성 유형은 Infor Nexus에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파일 속
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tanceUrl" : String

YAML
InstanceUrl: String

Properties
InstanceUrl
Infor Nexus 리소스의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InforNexusConnectorProfileProperties
API 버전 2010-05-15
99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AppFlow

AWS::AppFlow::ConnectorProfile MarketoConnectorProfileCredentials
MarketoConnectorProfileCredentials 속성 유형은 Marketo에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파일 자격 증명
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essToken" : String,
"ClientId" : String,
"ClientSecret" : String,
"ConnectorOAuthRequest" : ConnectorOAuthRequest (p. 978)

YAML
AccessToken: String
ClientId: String
ClientSecret: String
ConnectorOAuthRequest:
ConnectorOAuthRequest (p. 978)

Properties
AccessToken
보호된 Marketo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Id
원하는 클라이언트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Secret
OAuth 클라이언트가 권한 부여 서버에 인증하는 데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암호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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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orOAuthRequest
Salesforce, Google Analytics, Marketo, Zendesk, Slack 등과 같이 OAuth 워크플로가 지원되는 일부 커
넥터에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nectorOAuthRequest (p. 9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MarketoConnectorProfileCredentials

AWS::AppFlow::ConnectorProfile MarketoConnectorProfileProperties
MarketoConnectorProfileProperties 속성 유형은 Marketo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파일
속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tanceUrl" : String

YAML
InstanceUrl: String

Properties
InstanceUrl
Marketo 리소스의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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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MarketoConnectorProfileProperties

AWS::AppFlow::ConnectorProfile RedshiftConnectorProfileCredentials
RedshiftConnectorProfileCredentials 속성 유형은 Amazon Redshift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파일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ssword" : String,
"Username" : String

YAML
Password: String
Username: String

Properties
Password
사용자 이름에 해당하는 암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
사용자의 이름.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RedshiftConnectorProfileCred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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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pFlow::ConnectorProfile RedshiftConnectorProfileProperties
RedshiftConnectorProfileProperties 속성 유형은 Amazon Redshift를 사용할 때 커넥터별 프로파
일 속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Name" : String,
"BucketPrefix" : String,
"DatabaseUrl"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BucketName: String
BucketPrefix: String
DatabaseUrl: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BucketName
연결된 Amazon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cketPrefix
Amazon AppFlow가 파일을 배치하는 대상 버킷의 객체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Url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의 JDBC UR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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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arn:aws:iam:.*:[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RedshiftConnectorProfileProperties

AWS::AppFlow::ConnectorProfile SalesforceConnectorProfileCredentials
SalesforceConnectorProfileCredentials 속성 유형은 Salesforce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프
로파일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essToken" : String,
"ClientCredentialsArn" : String,
"ConnectorOAuthRequest" : ConnectorOAuthRequest (p. 978),
"RefreshToken" : String

YAML
AccessToken: String
ClientCredentialsArn: String
ConnectorOAuthRequest:
ConnectorOAuthRequest (p. 978)
RefreshToken: String

Properties
AccessToken
보호된 Salesforce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자격 증명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99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AppFlow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CredentialsArn
연결된 앱의 클라이언트 ID 및 클라이언트 암호가 포함된 보안 관리자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aws:secretsmanager:.*:[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orOAuthRequest
Salesforce, Google Analytics, Marketo, Zendesk, Slack 등과 같이 OAuth 워크플로가 지원되는 일부 커
넥터에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nectorOAuthRequest (p. 9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freshToken
새 액세스 토큰을 획득하는 데 사용되는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SalesforceConnectorProfileCredentials

AWS::AppFlow::ConnectorProfile SalesforceConnectorProfileProperties
SalesforceConnectorProfileProperties 속성 유형은 Salesforce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
파일 속성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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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tanceUrl" : String,
"isSandboxEnvironment" : Boolean

YAML
InstanceUrl: String
isSandboxEnvironment: Boolean

Properties
InstanceUrl
Salesforce 리소스의 위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sSandboxEnvironment
커넥터 프로파일이 샌드박스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프로덕션 환경에 적용되는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SalesforceConnectorProfileProperties

AWS::AppFlow::ConnectorProfile ServiceNowConnectorProfileCredentials
ServiceNowConnectorProfileCredentials 속성 유형은 ServiceNow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파일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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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word" : String,
"Username" : String

YAML
Password: String
Username: String

Properties
Password
사용자 이름에 해당하는 암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
사용자의 이름.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ServiceNowConnectorProfileCredentials

AWS::AppFlow::ConnectorProfile ServiceNowConnectorProfileProperties
ServiceNowConnectorProfileProperties 속성 유형은 ServiceNow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프
로파일 속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tanceUrl"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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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InstanceUrl: String

Properties
InstanceUrl
ServiceNow 리소스의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ServiceNowConnectorProfileProperties

AWS::AppFlow::ConnectorProfile SingularConnectorProfileCredentials
SingularConnectorProfileCredentials 속성 유형은 Singular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파
일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iKey" : String

YAML
ApiKey: String

Properties
ApiKey
API에 대한 사용자, 개발자 또는 호출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고유한 영숫자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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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SingularConnectorProfileCredentials

AWS::AppFlow::ConnectorProfile SlackConnectorProfileCredentials
SlackConnectorProfileCredentials 속성 유형은 Slack을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파일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essToken" : String,
"ClientId" : String,
"ClientSecret" : String,
"ConnectorOAuthRequest" : ConnectorOAuthRequest (p. 978)

YAML
AccessToken: String
ClientId: String
ClientSecret: String
ConnectorOAuthRequest:
ConnectorOAuthRequest (p. 978)

Properties
AccessToken
보호된 Slack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Id
클라이언트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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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Secret
OAuth 클라이언트가 권한 부여 서버에 인증하는 데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암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orOAuthRequest
Salesforce, Google Analytics, Marketo, Zendesk, Slack 등과 같이 OAuth 워크플로가 지원되는 일부 커
넥터에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nectorOAuthRequest (p. 9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SlackConnectorProfileCredentials

AWS::AppFlow::ConnectorProfile SlackConnectorProfileProperties
SlackConnectorProfileProperties 속성 유형은 Slack을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파일 속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tanceUrl" : String

YAML
InstanceUrl: String

Properties
InstanceUrl
Slack 리소스의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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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56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SlackConnectorProfileProperties

AWS::AppFlow::ConnectorProfile SnowflakeConnectorProfileCredentials
SnowflakeConnectorProfileCredentials 속성 유형은 Snowflake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
파일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ssword" : String,
"Username" : String

YAML
Password: String
Username: String

Properties
Password
사용자 이름에 해당하는 암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
사용자의 이름.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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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SnowflakeConnectorProfileCredentials

AWS::AppFlow::ConnectorProfile SnowflakeConnectorProfileProperties
SnowflakeConnectorProfileProperties 속성 유형은 Snowflake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
파일 속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ountName" : String,
"BucketName" : String,
"BucketPrefix" : String,
"PrivateLinkServiceName" : String,
"Region" : String,
"Stage" : String,
"Warehouse" : String

YAML
AccountName: String
BucketName: String
BucketPrefix: String
PrivateLinkServiceName: String
Region: String
Stage: String
Warehouse: String

Properties
AccountName
계정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cketName
Snowflake에 연결된 Amazon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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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cketPrefix
Snowflake에 연결된 Amazon S3 버킷을 참조하는 버킷 경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vateLinkServiceName
프라이빗 데이터 전송에 사용할 Snowflake Private Link 서비스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on
Snowflake 계정의 AWS 리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4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ge
Snowflake 계정에서 Amazon S3 스테이지를 설정하는 동안 생성된 Amazon S3 스테이지의 이름입니
다. < Database>< Schema><Stage Name>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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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ehouse
Snowflake 웨어하우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SnowflakeConnectorProfileProperties

AWS::AppFlow::ConnectorProfile TrendmicroConnectorProfileCredentials
TrendmicroConnectorProfileCredentials 속성 유형은 Trend Micro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파일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iSecretKey" : String

YAML
ApiSecretKey: String

Properties
ApiSecretKey
자격 증명의 보안 액세스 키 부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TrendmicroConnectorProfileCred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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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pFlow::ConnectorProfile VeevaConnectorProfileCredentials
VeevaConnectorProfileCredentials 속성 유형은 Veeva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파일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ssword" : String,
"Username" : String

YAML
Password: String
Username: String

Properties
Password
사용자 이름에 해당하는 암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
사용자의 이름.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VeevaConnectorProfileCredentials

AWS::AppFlow::ConnectorProfile VeevaConnectorProfileProperties
VeevaConnectorProfileProperties 속성 유형은 Veeva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파일 속성
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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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tanceUrl" : String

YAML
InstanceUrl: String

Properties
InstanceUrl
Veeva 리소스의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VeevaConnectorProfileProperties

AWS::AppFlow::ConnectorProfile ZendeskConnectorProfileCredentials
ZendeskConnectorProfileCredentials 속성 유형은 Zendesk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파일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essToken" : String,
"ClientId" : String,
"ClientSecret" : String,
"ConnectorOAuthRequest" : ConnectorOAuthRequest (p. 978)

YAML
AccessToke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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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Id: String
ClientSecret: String
ConnectorOAuthRequest:
ConnectorOAuthRequest (p. 978)

Properties
AccessToken
보호된 Zendesk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Id
원하는 클라이언트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Secret
OAuth 클라이언트가 권한 부여 서버에 인증하는 데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암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orOAuthRequest
Salesforce, Google Analytics, Marketo, Zendesk, Slack 등과 같이 OAuth 워크플로가 지원되는 일부 커
넥터에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nectorOAuthRequest (p. 9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ZendeskConnectorProfileCred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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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pFlow::ConnectorProfile ZendeskConnectorProfileProperties
ZendeskConnectorProfileProperties 속성 유형은 Zendesk를 사용할 때 필요한 커넥터별 프로파일
속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tanceUrl" : String

YAML
InstanceUrl: String

Properties
InstanceUrl
Zendesk 리소스의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ZendeskConnectorProfileProperties

AWS::AppFlow::Flow
AWS::AppFlow::Flow 리소스는 새 흐름을 지정하는 Amazon AppFlow 리소스 유형입니다.

Note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OAuth를 구현하는 커넥터(예: Salesforce, Slack, Zendesk 및
Google Analytics)에 대한 커넥터 프로파일을 생성하려는 경우 액세스 및 새로 고침 토큰을 가져와
야 합니다. OAuth에 대한 자체 UI를 구현하거나 다른 위치에서 토큰을 검색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Amazon AppFlow 콘솔을 사용하여 커넥터 프로파일을 생성한 다음 흐름 생성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해당 커넥터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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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AppFlow::Flow",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DestinationFlowConfigList" : [ DestinationFlowConfig (p. 1025), ... ],
"FlowName" : String,
"KMSArn" : String,
"SourceFlowConfig" : SourceFlowConfig (p. 1048),
"Tags" : [ Tag, ... ],
"Tasks" : [ Task (p. 1050), ... ],
"TriggerConfig" : TriggerConfig (p. 1053)
}

YAML
Type: AWS::AppFlow::Flow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DestinationFlowConfigList:
- DestinationFlowConfig (p. 1025)
FlowName: String
KMSArn: String
SourceFlowConfig:
SourceFlowConfig (p. 1048)
Tags:
- Tag
Tasks:
- Task (p. 1050)
TriggerConfig:
TriggerConfig (p. 1053)

Properties
Description
흐름에 대한 사용자 입력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48
Pattern: [\w!@#\-.?,\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FlowConfigList
Amazon AppFlow가 대상 커넥터에 데이터를 배치하는 방법을 제어하는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DestinationFlowConfig (p. 102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lowName
흐름의 지정된 이름입니다. 공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밑줄(_) 또는 하이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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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a-zA-Z0-9][\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MSArn
암호화를 위해 제공하는 Key Management Service(KMS) 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mazon AppFlow 관리형 KMS 키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여기에 아무 값도 지정하지
않으면 Amazon AppFlow에서 Amazon AppFlow 관리형 KMS 키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aws:kms:.*:[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FlowConfig
흐름에 사용되는 원본 커넥터의 구성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SourceFlowConfig (p. 1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흐름에 대한 액세스를 구성, 추적 또는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sks
흐름 실행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 Amazon AppFlow가 수행하는 작업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Task (p. 105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iggerConfig
Amazon AppFlow가 지정된 흐름을 실행하는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 트리거 설정입니다.
Required: 예
Type: TriggerConfig (p. 10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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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흐름 이름입니다. 예:
{ "Ref": "myFlowName"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FlowArn
흐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제
Salesforce에서 Amazon S3로의 CloudFormation에 대한 테스트 흐름
다음 예제에서는 Salesforce를 소스로 사용하고 Amazon S3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CloudFormation에 대한
테스트 이벤트 흐름을 보여줍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2010-09-09",
"Resources": {
"TestFlow": {
"Type": "AWS::AppFlow::Flow",
"Properties": {
"flowName": "MyEventFlow",
"description": "Test event flow for CloudFormation from salesforce to s3",
"triggerConfig": {
"triggerType": "Event"
},
"sourceFlowConfig": {
"connectorType": "Salesforce",
"connectorProfileName": "TestConnectorProfile",
"sourceConnectorProperties": {
"Salesforce": {
"object": "Account",
"enableDynamicFieldUpdate": false,
"includeDeletedRecords": true
}
}
},
"destinationFlowConfigList": [
{
"connectorType": "S3",
"destinationConnectorProperties": {
"S3": {
"bucketName": "TestOutputBucket",
"s3OutputFormatConf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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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fileType": "JSON",
"aggregationConfig": {
"aggregationType": "None"
}

],
"tasks": [
{
"taskType": "Filter",
"sourceFields": [
"Id",
"Name"
],
"connectorOperator": {
"Salesforce": "PROJECTION"
}
},
{
"taskType": "Map",
"sourceFields": [
"Id"
],
"taskProperties": [
{
"Key": "SOURCE_DATA_TYPE",
"Value": "id"
},
{
"Key": "DESTINATION_DATA_TYPE",
"Value": "id"
}
],
"destinationField": "Id",
"connectorOperator": {
"Salesforce": "NO_OP"
}
},
{
"taskType": "Map",
"sourceFields": [
"Name"
],
"taskProperties": [
{
"Key": "SOURCE_DATA_TYPE",
"Value": "string"
},
{
"Key": "DESTINATION_DATA_TYPE",
"Value": "string"
}
],
"destinationField": "Name",
"connectorOperator": {
"Salesforce": "NO_OP"
}
}
],
"tags": [
{
"Key": "testKey",
"Value": "test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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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TestFlow:
Type: AWS::AppFlow::Flow
Properties:
FlowName: MyEventFlow
Description: Test flow for CloudFormation from salesforce to s3
TriggerConfig:
TriggerType: Event
SourceFlowConfig:
ConnectorType: Salesforce
ConnectorProfileName: TestConnectorProfile
SourceConnectorProperties:
Salesforce:
Object: Account
EnableDynamicFieldUpdate: false
IncludeDeletedRecords: true
DestinationFlowConfigList:
- ConnectorType: S3
DestinationConnectorProperties:
S3:
BucketName: TestOutputBucket
S3OutputFormatConfig:
FileType: JSON
AggregationConfig:
AggregationType: None
Tasks:
- TaskType: Filter
ConnectorOperator:
Salesforce: PROJECTION
SourceFields:
- Id
- TaskType: Map
SourceFields:
- Id
TaskProperties:
- Key: SOURCE_DATA_TYPE
Value: id
- Key: DESTINATION_DATA_TYPE
Value: id
DestinationField: Id
ConnectorOperator:
Salesforce: NO_OP
- TaskType: Map
SourceFields:
- Name
TaskProperties:
- Key: SOURCE_DATA_TYPE
Value: string
- Key: DESTINATION_DATA_TYPE
Value: string
DestinationField: Name
ConnectorOperator:
Salesforce: NO_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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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CreateFlow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DescribeFlow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DeleteFlow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UpdateFlow

AWS::AppFlow::Flow AggregationConfig
흐름 데이터의 출력 형식을 사용자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집계 설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ggregationType" : String

YAML
AggregationType: String

Properties
AggregationType
Amazon AppFlow가 흐름 레코드를 단일 파일로 집계할지 아니면 집계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할지를 지
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ne | SingleFi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AggregationConfig

AWS::AppFlow::Flow AmplitudeSourceProperties
Amplitude를 원본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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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Object" : String

YAML
Object: String

Properties
Object
Amplitude 흐름 원본에 지정된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AmplitudeSourceProperties

AWS::AppFlow::Flow ConnectorOperator
제공된 원본 필드에 대해 수행할 작업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mplitude" : String,
"Datadog" : String,
"Dynatrace" : String,
"GoogleAnalytics" : String,
"InforNexus" : String,
"Marketo" : String,
"S3" : String,
"Salesforce" : String,
"ServiceNow" : String,
"Singular" : String,
"Slack" : String,
"Trendmicro" : String,
"Veeva" : String,
"Zendesk"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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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mplitude: String
Datadog: String
Dynatrace: String
GoogleAnalytics: String
InforNexus: String
Marketo: String
S3: String
Salesforce: String
ServiceNow: String
Singular: String
Slack: String
Trendmicro: String
Veeva: String
Zendesk: String

Properties
Amplitude
제공된 Amplitude 원본 필드에 대해 수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ETWEE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dog
제공된 Datadog 원본 필드에 대해 수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DDITION | BETWEEN | DIVISION | EQUAL_TO | MASK_ALL | MASK_FIRST_N
| MASK_LAST_N | MULTIPLICATION | NO_OP | PROJECTION | SUBTRACTION
| VALIDATE_NON_NEGATIVE | VALIDATE_NON_NULL | VALIDATE_NON_ZERO |
VALIDATE_NUMERI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ynatrace
제공된 Dynatrace 원본 필드에 대해 수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DDITION | BETWEEN | DIVISION | EQUAL_TO | MASK_ALL | MASK_FIRST_N
| MASK_LAST_N | MULTIPLICATION | NO_OP | PROJECTION | SUBTRACTION
| VALIDATE_NON_NEGATIVE | VALIDATE_NON_NULL | VALIDATE_NON_ZERO |
VALIDATE_NUMERI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oogleAnalytics
제공된 Google Analytics 원본 필드에 대해 수행할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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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ETWEEN | PROJECTI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forNexus
제공된 Infor Nexus 원본 필드에 대해 수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DDITION | BETWEEN | DIVISION | EQUAL_TO | MASK_ALL | MASK_FIRST_N
| MASK_LAST_N | MULTIPLICATION | NO_OP | PROJECTION | SUBTRACTION
| VALIDATE_NON_NEGATIVE | VALIDATE_NON_NULL | VALIDATE_NON_ZERO |
VALIDATE_NUMERI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rketo
제공된 Marketo 원본 필드에 대해 수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DDITION | BETWEEN | DIVISION | GREATER_THAN | LESS_THAN | MASK_ALL
| MASK_FIRST_N | MASK_LAST_N | MULTIPLICATION | NO_OP | PROJECTION |
SUBTRACTION | VALIDATE_NON_NEGATIVE | VALIDATE_NON_NULL | VALIDATE_NON_ZERO
| VALIDATE_NUMERI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
제공된 Amazon S3 원본 필드에 대해 수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DDITION | BETWEEN | DIVISION | EQUAL_TO | GREATER_THAN |
GREATER_THAN_OR_EQUAL_TO | LESS_THAN | LESS_THAN_OR_EQUAL_TO | MASK_ALL
| MASK_FIRST_N | MASK_LAST_N | MULTIPLICATION | NO_OP | NOT_EQUAL_TO |
PROJECTION | SUBTRACTION | VALIDATE_NON_NEGATIVE | VALIDATE_NON_NULL |
VALIDATE_NON_ZERO | VALIDATE_NUMERI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lesforce
제공된 Salesforce 원본 필드에 대해 수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DDITION | BETWEEN | CONTAINS | DIVISION | EQUAL_TO | GREATER_THAN
| GREATER_THAN_OR_EQUAL_TO | LESS_THAN | LESS_THAN_OR_EQUAL_TO | MASK_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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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K_FIRST_N | MASK_LAST_N | MULTIPLICATION | NO_OP | NOT_EQUAL_TO |
PROJECTION | SUBTRACTION | VALIDATE_NON_NEGATIVE | VALIDATE_NON_NULL |
VALIDATE_NON_ZERO | VALIDATE_NUMERI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Now
제공된 ServiceNow 원본 필드에 대해 수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DDITION | BETWEEN | CONTAINS | DIVISION | EQUAL_TO | GREATER_THAN
| GREATER_THAN_OR_EQUAL_TO | LESS_THAN | LESS_THAN_OR_EQUAL_TO | MASK_ALL
| MASK_FIRST_N | MASK_LAST_N | MULTIPLICATION | NO_OP | NOT_EQUAL_TO |
PROJECTION | SUBTRACTION | VALIDATE_NON_NEGATIVE | VALIDATE_NON_NULL |
VALIDATE_NON_ZERO | VALIDATE_NUMERI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ngular
제공된 Singular 원본 필드에 대해 수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DDITION | DIVISION | EQUAL_TO | MASK_ALL | MASK_FIRST_N
| MASK_LAST_N | MULTIPLICATION | NO_OP | PROJECTION | SUBTRACTION
| VALIDATE_NON_NEGATIVE | VALIDATE_NON_NULL | VALIDATE_NON_ZERO |
VALIDATE_NUMERI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lack
제공된 Slack 원본 필드에 대해 수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DDITION | BETWEEN | DIVISION | EQUAL_TO | GREATER_THAN |
GREATER_THAN_OR_EQUAL_TO | LESS_THAN | LESS_THAN_OR_EQUAL_TO | MASK_ALL
| MASK_FIRST_N | MASK_LAST_N | MULTIPLICATION | NO_OP | PROJECTION |
SUBTRACTION | VALIDATE_NON_NEGATIVE | VALIDATE_NON_NULL | VALIDATE_NON_ZERO
| VALIDATE_NUMERI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endmicro
제공된 Trend Micro 원본 필드에 대해 수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DDITION | DIVISION | EQUAL_TO | MASK_ALL | MASK_FIRST_N
| MASK_LAST_N | MULTIPLICATION | NO_OP | PROJECTION | SUB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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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E_NON_NEGATIVE | VALIDATE_NON_NULL | VALIDATE_NON_ZERO |
VALIDATE_NUMERI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eva
제공된 Veeva 원본 필드에 대해 수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DDITION | BETWEEN | CONTAINS | DIVISION | EQUAL_TO | GREATER_THAN
| GREATER_THAN_OR_EQUAL_TO | LESS_THAN | LESS_THAN_OR_EQUAL_TO | MASK_ALL
| MASK_FIRST_N | MASK_LAST_N | MULTIPLICATION | NO_OP | NOT_EQUAL_TO |
PROJECTION | SUBTRACTION | VALIDATE_NON_NEGATIVE | VALIDATE_NON_NULL |
VALIDATE_NON_ZERO | VALIDATE_NUMERI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Zendesk
제공된 Zendesk 원본 필드에 대해 수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DDITION | DIVISION | GREATER_THAN | MASK_ALL | MASK_FIRST_N
| MASK_LAST_N | MULTIPLICATION | NO_OP | PROJECTION | SUBTRACTION
| VALIDATE_NON_NEGATIVE | VALIDATE_NON_NULL | VALIDATE_NON_ZERO |
VALIDATE_NUMERI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ConnectorOperator

AWS::AppFlow::Flow DatadogSourceProperties
Datadog를 원본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bject" : String

YAML
Object: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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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Object
Datadog 흐름 원본에 지정된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DatadogSourceProperties

AWS::AppFlow::Flow DestinationConnectorProperties
특정 커넥터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ventBridge" : EventBridgeDestinationProperties (p. 1028),
"LookoutMetrics" : LookoutMetricsDestinationProperties (p. 1031),
"Redshift" : RedshiftDestinationProperties (p. 1033),
"S3" : S3DestinationProperties (p. 1034),
"Salesforce" : SalesforceDestinationProperties (p. 1037),
"Snowflake" : SnowflakeDestinationProperties (p. 1044),
"Upsolver" : UpsolverDestinationProperties (p. 1053),
"Zendesk" : ZendeskDestinationProperties (p. 1056)

YAML
EventBridge:
EventBridgeDestinationProperties (p. 1028)
LookoutMetrics:
LookoutMetricsDestinationProperties (p. 1031)
Redshift:
RedshiftDestinationProperties (p. 1033)
S3:
S3DestinationProperties (p. 1034)
Salesforce:
SalesforceDestinationProperties (p. 1037)
Snowflake:
SnowflakeDestinationProperties (p. 1044)
Upsolver:
UpsolverDestinationProperties (p. 1053)
Zen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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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deskDestinationProperties (p. 1056)

Properties
EventBridge
Amazon EventBridge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ventBridgeDestinationProperties (p. 10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okoutMetrics
Amazon Lookout for Metrics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okoutMetricsDestinationProperties (p. 103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dshift
Amazon Redshift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dshiftDestinationProperties (p. 103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
Amazon S3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DestinationProperties (p. 103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lesforce
Salesforce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alesforceDestinationProperties (p. 103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owflake
Snowflake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nowflakeDestinationProperties (p. 104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psolver
Upsolver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속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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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UpsolverDestinationProperties (p. 10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Zendesk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ZendeskDestinationProperties (p. 10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DestinationConnectorProperties

AWS::AppFlow::Flow DestinationFlowConfig
DestinationFlowConfig 속성 유형은 흐름에 있는 대상 커넥터의 구성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nectorProfileName" : String,
"ConnectorType" : String,
"DestinationConnectorProperties" : DestinationConnectorProperties (p. 1023)

YAML
ConnectorProfileName: String
ConnectorType: String
DestinationConnectorProperties:
DestinationConnectorProperties (p. 1023)

Properties
ConnectorProfileName
커넥터 프로파일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AWS 계정의 커넥터 프로파일마다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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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orType
대상 커넥터의 유형(예: Salesforce, Amazon S3 등)입니다.
허용된 값: EventBridge | Redshift | S3 | Salesforce | Snowflak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ConnectorProperties
특정 커넥터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Required: 예
Type: DestinationConnectorProperties (p. 10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DestinationConnectorProperties

AWS::AppFlow::Flow DynatraceSourceProperties
Dynatrace를 원본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bject" : String

YAML
Object: String

Properties
Object
Dynatrace 흐름 원본에 지정된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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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DynatraceSourceProperties

AWS::AppFlow::Flow ErrorHandlingConfig
Amazon AppFlow가 대상에 데이터를 배치할 때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설정은 한 번의 삽입 오류 후에 흐름이 실패할지 아니면 계속하여 초기 실패에 관계없이 모든 레코드를 삽
입하려고 시도할지를 결정합니다. ErrorHandlingConfig는 대상 커넥터 세부 정보의 일부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Name" : String,
"BucketPrefix" : String,
"FailOnFirstError" : Boolean

YAML
BucketName: String
BucketPrefix: String
FailOnFirstError: Boolean

Properties
BucketName
Amazon S3 버킷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cketPrefix
Amazon S3 버킷 접두사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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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ailOnFirstError
대상에 데이터를 배치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실패 인스턴스가 발생한 후 흐름이 실패할지 여부를 지정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ErrorHandlingConfig

AWS::AppFlow::Flow EventBridgeDestinationProperties
Amazon EventBridge를 대상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rrorHandlingConfig" : ErrorHandlingConfig (p. 1027),
"Object" : String

YAML
ErrorHandlingConfig:
ErrorHandlingConfig (p. 1027)
Object: String

Properties
ErrorHandlingConfig
Amplitude 흐름 원본에 지정된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rrorHandlingConfig (p. 1027)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bject
Amazon EventBridge 흐름 대상에 지정된 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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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EventBridgeDestinationProperties

AWS::AppFlow::Flow GoogleAnalyticsSourceProperties
Google Analytics를 원본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bject" : String

YAML
Object: String

Properties
Object
Google Analytics 흐름 원본에 지정된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GoogleAnalyticsSourceProperties

AWS::AppFlow::Flow IncrementalPullConfig
소스에서 증분 레코드를 가져올 때 사용되는 구성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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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etimeTypeFieldName" : String

YAML
DatetimeTypeFieldName: String

Properties
DatetimeTypeFieldName
소스에서 증분 레코드를 가져올 때 사용할 기준으로 날짜 시간 또는 타임스탬프 필드를 지정하는 필드입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Flow::Flow InforNexusSourceProperties
Infor Nexus를 원본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bject" : String

YAML
Object: String

Properties
Object
Infor Nexus 흐름 원본에 지정된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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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InforNexusSourceProperties

AWS::AppFlow::Flow LookoutMetricsDestinationProperties
Amazon Lookout for Metrics를 대상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bject" : String

YAML
Object: String

Properties
Object
Amazon Lookout for Metrics 흐름 대상에 지정된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Flow::Flow MarketoSourceProperties
Marketo를 원본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bject"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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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Object: String

Properties
Object
Marketo 흐름 원본에 지정된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MarketoSourceProperties

AWS::AppFlow::Flow PrefixConfig
Amazon AppFlow가 대상 폴더 이름에 적용하는 접두사를 결정합니다. 흐름 빈도 및 날짜에 따라 대상 폴더
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efixFormat" : String,
"PrefixType" : String

YAML
PrefixFormat: String
PrefixType: String

Properties
PrefixFormat
접두사에 포함된 세부 수준을 결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AY | HOUR | MINUTE | MONTH |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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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Type
접두사의 형식과 접두사가 적용되는 대상(파일 이름, 파일 경로 또는 둘 다)을 결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ILENAME | PATH | PATH_AND_FILENAM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PrefixConfig

AWS::AppFlow::Flow RedshiftDestinationProperties
Amazon Redshift를 대상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Prefix" : String,
"ErrorHandlingConfig" : ErrorHandlingConfig (p. 1027),
"IntermediateBucketName" : String,
"Object" : String

YAML
BucketPrefix: String
ErrorHandlingConfig:
ErrorHandlingConfig (p. 1027)
IntermediateBucketName: String
Object: String

Properties
BucketPrefix
Amazon AppFlow가 대상 파일을 배치하는 버킷의 객체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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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HandlingConfig
Amazon AppFlow가 Amazon Redshift 대상에 데이터를 배치할 때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설
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설정은 한 번의 삽입 오류 후에 흐름이 실패할지 아니면 계속하여 초기 실패에
관계없이 모든 레코드를 삽입하려고 시도할지를 결정합니다. ErrorHandlingConfig는 대상 커넥터
세부 정보의 일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rrorHandlingConfig (p. 10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rmediateBucketName
Amazon AppFlow가 데이터를 Amazon Redshift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중간 버킷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bject
Amazon Redshift 흐름 대상에 지정된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RedshiftDestinationProperties

AWS::AppFlow::Flow S3DestinationProperties
Amazon S3를 대상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BucketName" : String,
"BucketPrefix" : String,
"S3OutputFormatConfig" : S3OutputFormatConfig (p.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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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BucketName: String
BucketPrefix: String
S3OutputFormatConfig:
S3OutputFormatConfig (p. 1035)

Properties
BucketName
Amazon AppFlow가 전송된 데이터를 배치하는 Amazon S3 버킷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cketPrefix
Amazon AppFlow가 파일을 배치하는 대상 버킷의 객체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OutputFormatConfig
Amazon S3를 대상으로 사용할 때 Amazon AppFlow가 흐름 출력 데이터의 형식을 지정하는 방법을 결
정하는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OutputFormatConfig (p. 10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S3DestinationProperties

AWS::AppFlow::Flow S3OutputFormatConfig
Amazon S3를 대상으로 사용할 때 Amazon AppFlow가 흐름 출력 데이터의 형식을 지정하는 방법을 결정하
는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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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ggregationConfig" : AggregationConfig (p. 1017),
"FileType" : String,
"PrefixConfig" : PrefixConfig (p. 1032)

YAML
AggregationConfig:
AggregationConfig (p. 1017)
FileType: String
PrefixConfig:
PrefixConfig (p. 1032)

Properties
AggregationConfig
흐름 데이터의 출력 형식을 사용자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집계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ggregationConfig (p. 10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Type
Amazon AppFlow가 Amazon S3 버킷에 배치하는 파일 유형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SV | JSON | PARQUE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Config
Amazon AppFlow가 Amazon S3 버킷의 폴더 이름에 적용하는 접두사를 결정합니다. 흐름 빈도 및 날짜
에 따라 폴더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efixConfig (p. 10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S3OutputFormat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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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pFlow::Flow S3SourceProperties
Amazon S3를 흐름 원본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Name" : String,
"BucketPrefix" : String

YAML
BucketName: String
BucketPrefix: String

Properties
BucketName
원본 파일이 저장된 Amazon S3 버킷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cketPrefix
원본 파일이 저장된 Amazon S3 버킷의 객체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S3SourceProperties

AWS::AppFlow::Flow SalesforceDestinationProperties
Salesforce를 대상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103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AppFlow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rrorHandlingConfig" : ErrorHandlingConfig (p. 1027),
"IdFieldNames" : [ String, ... ],
"Object" : String,
"WriteOperationType" : String

YAML
ErrorHandlingConfig:
ErrorHandlingConfig (p. 1027)
IdFieldNames:
- String
Object: String
WriteOperationType: String

Properties
ErrorHandlingConfig
Amazon AppFlow가 Salesforce 대상에 데이터를 배치할 때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설정입니
다. 예를 들어, 이 설정은 한 번의 삽입 오류 후에 흐름이 실패할지 아니면 계속하여 초기 실패에 관계없
이 모든 레코드를 삽입하려고 시도할지를 결정합니다. ErrorHandlingConfig는 대상 커넥터 세부 정
보의 일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rrorHandlingConfig (p. 10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FieldNames
Amazon AppFlow에서 업데이트 또는 삭제와 같은 쓰기 작업을 수행할 때 ID로 사용하는 필드의 이름입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bject
Salesforce 흐름 대상에 지정된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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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riteOperationType
Salesforce에서 수행할 쓰기 작업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값이 UPSERT인 경우 idFieldNames가 필요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NSERT | UPDATE | UPSER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SalesforceDestinationProperties

AWS::AppFlow::Flow SalesforceSourceProperties
Salesforce를 원본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ynamicFieldUpdate" : Boolean,
"IncludeDeletedRecords" : Boolean,
"Object" : String

YAML
EnableDynamicFieldUpdate: Boolean
IncludeDeletedRecords: Boolean
Object: String

Properties
EnableDynamicFieldUpdate
흐름을 실행하는 동안 Salesforce 객체의 새(최근 추가) 필드를 동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플래그
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DeletedRecords
Amazon AppFlow가 삭제된 파일을 흐름 실행에 포함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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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bject
Salesforce 흐름 원본에 지정된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SalesforceSourceProperties

AWS::AppFlow::Flow ScheduledTriggerProperties
사용자가 정의한 대로 일정에 따라 트리거되는 흐름의 구성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현재 이러한 설정은
Scheduled 트리거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PullMode" : String,
"ScheduleEndTime" : Double,
"ScheduleExpression" : String,
"ScheduleStartTime" : Double,
"TimeZone" : String

YAML
DataPullMode: String
ScheduleEndTime: Double
ScheduleExpression: String
ScheduleStartTime: Double
TimeZone: String

Properties
DataPullMode
예약된 흐름에서 각 흐름 실행 시 증분 데이터를 전송할지 아니면 전체 데이터를 전송할지를 지정합니
다.
API 버전 2010-05-15
104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AppFlow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mplete | Incrementa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EndTime
일정에 따라 트리거되는 흐름의 예약된 종료 시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Expression
스케줄링된 플로우가 실행될 비율을 결정하는 스케줄링 표현식입니다. 예를 들면 rate(5minutes)과
같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StartTime
일정에 따라 트리거되는 흐름의 예약된 시작 시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Zone
일정에 따라 트리거되는 흐름의 날짜 및 시간을 참조할 때 사용되는 표준 시간대를 지정합니다(예:
America/New_York).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ScheduledTrigger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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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pFlow::Flow ServiceNowSourceProperties
ServiceNow를 원본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bject" : String

YAML
Object: String

Properties
Object
ServiceNow 흐름 원본에 지정된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ServiceNowSourceProperties

AWS::AppFlow::Flow SingularSourceProperties
Singular를 원본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bject" : String

YAML
Object: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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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Object
Singular 흐름 원본에 지정된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SingularSourceProperties

AWS::AppFlow::Flow SlackSourceProperties
Slack을 원본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bject" : String

YAML
Object: String

Properties
Object
Slack 흐름 원본에 지정된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SlackSource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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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pFlow::Flow SnowflakeDestinationProperties
Snowflake를 대상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Prefix" : String,
"ErrorHandlingConfig" : ErrorHandlingConfig (p. 1027),
"IntermediateBucketName" : String,
"Object" : String

YAML
BucketPrefix: String
ErrorHandlingConfig:
ErrorHandlingConfig (p. 1027)
IntermediateBucketName: String
Object: String

Properties
BucketPrefix
Amazon AppFlow가 파일을 배치하는 대상 버킷의 객체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rrorHandlingConfig
Amazon AppFlow가 Snowflake 대상에 데이터를 배치할 때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설정입니
다. 예를 들어, 이 설정은 한 번의 삽입 오류 후에 흐름이 실패할지 아니면 계속하여 초기 실패에 관계없
이 모든 레코드를 삽입하려고 시도할지를 결정합니다. ErrorHandlingConfig는 대상 커넥터 세부 정
보의 일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rrorHandlingConfig (p. 10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rmediateBucketName
Amazon AppFlow가 데이터를 Snowflake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중간 버킷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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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bject
Snowflake 흐름 대상에 지정된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SnowflakeDestinationProperties

AWS::AppFlow::Flow SourceConnectorProperties
특정 커넥터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mplitude" : AmplitudeSourceProperties (p. 1017),
"Datadog" : DatadogSourceProperties (p. 1022),
"Dynatrace" : DynatraceSourceProperties (p. 1026),
"GoogleAnalytics" : GoogleAnalyticsSourceProperties (p. 1029),
"InforNexus" : InforNexusSourceProperties (p. 1030),
"Marketo" : MarketoSourceProperties (p. 1031),
"S3" : S3SourceProperties (p. 1037),
"Salesforce" : SalesforceSourceProperties (p. 1039),
"ServiceNow" : ServiceNowSourceProperties (p. 1042),
"Singular" : SingularSourceProperties (p. 1042),
"Slack" : SlackSourceProperties (p. 1043),
"Trendmicro" : TrendmicroSourceProperties (p. 1052),
"Veeva" : VeevaSourceProperties (p. 1056),
"Zendesk" : ZendeskSourceProperties (p. 1057)

YAML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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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tudeSourceProperties (p. 1017)
Datadog:
DatadogSourceProperties (p. 1022)
Dynatrace:
DynatraceSourceProperties (p. 1026)
GoogleAnalytics:
GoogleAnalyticsSourceProperties (p. 1029)
InforNexus:
InforNexusSourceProperties (p. 1030)
Marketo:
MarketoSourceProperties (p. 1031)
S3:
S3SourceProperties (p. 1037)
Salesforce:
SalesforceSourceProperties (p. 1039)
ServiceNow:
ServiceNowSourceProperties (p. 1042)
Singular:
SingularSourceProperties (p. 1042)
Slack:
SlackSourceProperties (p. 1043)
Trendmicro:
TrendmicroSourceProperties (p. 1052)
Veeva:
VeevaSourceProperties (p. 1056)
Zendesk:
ZendeskSourceProperties (p. 1057)

Properties
Amplitude
Amplitude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mplitudeSourceProperties (p. 10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dog
Datadog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dogSourceProperties (p. 102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ynatrace
Dynatrace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ynatraceSourceProperties (p. 102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oogleAnalytics
Google Analytics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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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GoogleAnalyticsSourceProperties (p. 10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forNexus
Infor Nexus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forNexusSourceProperties (p. 10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rketo
Marketo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rketoSourceProperties (p. 103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
Amazon S3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SourceProperties (p. 103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lesforce
Salesforce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alesforceSourceProperties (p. 103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Now
ServiceNow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rviceNowSourceProperties (p. 104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ngular
Singular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ingularSourceProperties (p. 104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lack
Slack을 쿼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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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SlackSourceProperties (p. 104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endmicro
Trend Micro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rendmicroSourceProperties (p. 105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eva
Veeva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eevaSourceProperties (p. 10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Zendesk
Zendesk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ZendeskSourceProperties (p. 105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SourceConnectorProperties

AWS::AppFlow::Flow SourceFlowConfig
흐름에 사용되는 원본 커넥터의 구성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nectorProfileName" : String,
"ConnectorType" : String,
"IncrementalPullConfig" : IncrementalPullConfig (p. 1029),
"SourceConnectorProperties" : SourceConnectorProperties (p. 1045)

YAML
ConnectorProfileName: String

API 버전 2010-05-15
104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AppFlow
ConnectorType: String
IncrementalPullConfig:
IncrementalPullConfig (p. 1029)
SourceConnectorProperties:
SourceConnectorProperties (p. 1045)

Properties
ConnectorProfileName
커넥터 프로파일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AWS 계정의 커넥터 프로파일마다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orType
원본 커넥터의 유형(예: Salesforce, Amplitude 등)입니다.
허용된 값: S3 | Amplitude | Datadog | Dynatrace | Googleanalytics | Infornexus | Salesforce |
Servicenow | Singular | Slack | Trendmicro | Veeva | Zendesk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rementalPullConfig
예약된 증분 데이터 가져오기에 대한 구성을 정의합니다. 유효한 구성이 제공되면 증분 데이터 가져오기
를 쿼리할 때 구성에 지정된 필드가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crementalPullConfig (p. 10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ConnectorProperties
특정 원본 커넥터를 쿼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SourceConnectorProperties (p. 104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SourceFlow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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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pFlow::Flow Task
Task 속성 유형은 다양한 유형의 작업을 모델링하기 위한 클래스를 지정합니다. 작업 구현은 TaskType에
따라 다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nectorOperator" : ConnectorOperator (p. 1018),
"DestinationField" : String,
"SourceFields" : [ String, ... ],
"TaskProperties" : [ TaskPropertiesObject (p. 1051), ... ],
"TaskType" : String

YAML
ConnectorOperator:
ConnectorOperator (p. 1018)
DestinationField: String
SourceFields:
- String
TaskProperties:
- TaskPropertiesObject (p. 1051)
TaskType: String

Properties
ConnectorOperator
제공된 원본 필드에 대해 수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nectorOperator (p. 101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Field
대상 커넥터의 필드 또는 Amazon AppFlow가 원본 필드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필드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Fields
특정 작업이 적용되는 원본 필드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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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skProperties
작업 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맵입니다. 실행 서비스는 TaskType을 기반으로 특정 정보를
찾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skPropertiesObject (p. 105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skType
Amazon AppFlow에서 수행하는 특정 작업 구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rithmetic | Filter | Map | Mask | Merge | Truncate | Validat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Task

AWS::AppFlow::Flow TaskPropertiesObject
작업 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맵입니다. 실행 서비스는 TaskType을 기반으로 특정 정보를 찾습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작업 속성 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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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VALUE | VALUES | DATA_TYPE | UPPER_BOUND | LOWER_BOUND |
SOURCE_DATA_TYPE | DESTINATION_DATA_TYPE | VALIDATION_ACTION | MASK_VALUE |
MASK_LENGTH | TRUNCATE_LENGTH | MATH_OPERATION_FIELDS_ORDER | CONCAT_FORMAT
| SUBFIELD_CATEGORY_MAP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작업 속성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Flow::Flow TrendmicroSourceProperties
Trend Micro를 흐름 원본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bject" : String

YAML
Object: String

Properties
Object
Trend Micro 흐름 원본에 지정된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TrendmicroSourceProperties
API 버전 2010-05-15
105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AppFlow

AWS::AppFlow::Flow TriggerConfig
Amazon AppFlow가 지정된 흐름을 실행하는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 트리거 설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riggerProperties" : ScheduledTriggerProperties (p. 1040),
"TriggerType" : String

YAML
TriggerProperties:
ScheduledTriggerProperties (p. 1040)
TriggerType: String

Properties
TriggerProperties
사용자가 정의한 대로 일정에 따라 트리거되는 흐름의 구성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현재 이러한 설정
은 Scheduled 트리거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heduledTriggerProperties (p. 104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iggerType
흐름 트리거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OnDemand, Scheduled 또는 Event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vent | OnDemand | Schedu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TriggerConfig

AWS::AppFlow::Flow UpsolverDestinationProperties
Upsolver를 대상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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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BucketName" : String,
"BucketPrefix" : String,
"S3OutputFormatConfig" : UpsolverS3OutputFormatConfig (p. 1055)

YAML
BucketName: String
BucketPrefix: String
S3OutputFormatConfig:
UpsolverS3OutputFormatConfig (p. 1055)

Properties
BucketName
Amazon AppFlow가 전송된 데이터를 배치하는 Upsolver Amazon S3 버킷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6
Maximum: 63
Pattern: ^(upsolver-appflow)\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cketPrefix
Amazon AppFlow가 파일을 배치하는 대상 Upsolver Amazon S3 버킷의 객체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OutputFormatConfig
Upsolver가 흐름 대상으로 사용될 때 데이터의 포맷 방식을 결정하는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UpsolverS3OutputFormatConfig (p. 10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UpsolverDestination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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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pFlow::Flow UpsolverS3OutputFormatConfig
Upsolver를 대상으로 사용할 때 Amazon AppFlow가 흐름 출력 데이터의 형식을 지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ggregationConfig" : AggregationConfig (p. 1017),
"FileType" : String,
"PrefixConfig" : PrefixConfig (p. 1032)

YAML
AggregationConfig:
AggregationConfig (p. 1017)
FileType: String
PrefixConfig:
PrefixConfig (p. 1032)

Properties
AggregationConfig
흐름 데이터의 출력 형식을 사용자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집계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ggregationConfig (p. 10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Type
Amazon AppFlow가 Amazon S3 버킷에 배치하는 파일 유형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SV | JSON | PARQUE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Config
Amazon AppFlow가 대상 폴더 이름에 적용하는 접두사를 결정합니다. 흐름 빈도 및 날짜에 따라 대상
폴더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PrefixConfig (p. 10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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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UpsolverS3OutputFormatConfig

AWS::AppFlow::Flow VeevaSourceProperties
Veeva를 흐름 원본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bject" : String

YAML
Object: String

Properties
Object
Veeva 흐름 원본에 지정된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VeevaSourceProperties

AWS::AppFlow::Flow ZendeskDestinationProperties
ZendeskDestinationProperties 속성 유형은 AWS::AppFlow::Flow (p. 1011)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을(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rrorHandlingConfig" : ErrorHandlingConfig (p.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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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FieldNames" : [ String, ... ],
"Object" : String,
"WriteOperationType" : String

YAML
ErrorHandlingConfig:
ErrorHandlingConfig (p. 1027)
IdFieldNames:
- String
Object: String
WriteOperationType: String

Properties
ErrorHandlingConfig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ErrorHandlingConfig (p. 10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FieldName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bject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riteOperationTyp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Flow::Flow ZendeskSourceProperties
Zendesk를 흐름 원본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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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Object" : String

YAML
Object: String

Properties
Object
Zendesk 흐름 원본에 지정된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Flow API 참조의 ZendeskSourceProperties

Amazon AppIntegrations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AppIntegrations::EventIntegration (p. 1058)

AWS::AppIntegrations::EventIntegration
이벤트 통합을 생성합니다. 계정의 Amazon EventBridge 버스에 대한 이름, 설명 및 참조와 해당 버스에 이벤
트를 푸시할 파트너 이벤트 소스를 제공합니다. 계정에 객체가 생성되지 않고 EventIntegration 제어판에 유
지되는 메타데이터만 생성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ppIntegrations::EventIntegration",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EventBridgeBu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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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entFilter" : EventFilter (p. 1060),
"Name" : String,
"Tags" : [ Tag, ... ]

YAML
Type: AWS::AppIntegrations::EventIntegration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EventBridgeBus: String
EventFilter:
EventFilter (p. 1060)
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이벤트 통합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BridgeBus
이벤트 통합을 위한 Amazon EventBridge 버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ventFilter
이벤트 통합 필터입니다.
Required: 예
Type: EventFilter (p. 106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이벤트 통합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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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EventIntegration 이름입니다. 예:
{ "Ref": "myEventIntegrationName"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ssociations
이벤트 통합의 연결 상태로, EventIntegrationAssociation 객체의 배열로 반환됩니다.
EventIntegrationArn
이벤트 통합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WS::AppIntegrations::EventIntegration EventFilter
이벤트 통합 필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ource" : String

YAML
Source: String

Properties
Source
이벤트의 소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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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AppIntegrations::EventIntegration EventIntegrationAssociation
이벤트 통합 연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ientAssociationMetadata" : [ Metadata (p. 1062), ... ],
"ClientId" : String,
"EventBridgeRuleName" : String,
"EventIntegrationAssociationArn" : String,
"EventIntegrationAssociationId" : String

YAML
ClientAssociationMetadata:
- Metadata (p. 1062)
ClientId: String
EventBridgeRuleName: String
EventIntegrationAssociationArn: String
EventIntegrationAssociationId: String

Properties
ClientAssociationMetadata
클라이언트와 관련한 메타데이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메타데이터 (p. 106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Id
이벤트 통합과 연결된 클라이언트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BridgeRuleName
EventBridge 규칙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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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IntegrationAssociationArn
이벤트 통합 연결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IntegrationAssociationId
이벤트 통합 연결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Integrations::EventIntegration Metadata
클라이언트와 관련한 메타데이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키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값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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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plication Auto Scaling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p. 1063)
•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p. 1072)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리소스는 Application Auto Scaling에서 조정할
수 있는 리소스(예: AWS::DynamoDB::Table 또는 AWS::ECS::Service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Note
Application Auto Scaling에서 조정하려는 리소스가 계정에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경우 조정 가능 대상
으로 등록할 때 DependsOn 속성을 사용하여 리소스에 대한 종속성을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ication Auto Scaling API 참조의 RegisterScalableTarget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Properties" : {
"MaxCapacity" : Integer,
"MinCapacity" : Integer,
"ResourceId" : String,
"RoleARN" : String,
"ScalableDimension" : String,
"ScheduledActions" : [ ScheduledAction (p. 1069), ... ],
"ServiceNamespace" : String,
"SuspendedState" : SuspendedState (p. 1071)
}

YAML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Properties:
MaxCapacity: Integer
MinCapacity: Integer
ResourceId: String
RoleARN: String
ScalableDimension: String
ScheduledActions:
- ScheduledAction (p. 1069)
ServiceNamespace: String
SuspendedState:
SuspendedState (p.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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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MaxCapacity
확장하려는 최대값입니다. 확장 정책이 적용되는 경우 Application Auto Scaling은 수요 변화에 따라 필
요한 만큼 최대 용량 제한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Capacity
축소할 최소값입니다. 확장 정책이 적용되는 경우 Application Auto Scaling은 수요 변화에 따라 필요한
만큼 최소 용량 제한까지 축소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Id
조정 가능 대상과 연결된 리소스의 식별자입니다. 이 문자열은 리소스 유형과 고유한 식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CS 서비스 - 리소스 유형은 service이고, 고유 식별자는 클러스터 이름과 서비스 이름입니다. 예:
service/default/sample-webapp.
• 스팟 집합 요청 - 리소스 유형은 spot-fleet-request이고, 고유 식별자는 스팟 집합 요청 ID입니
다. 예: spot-fleet-request/sfr-73fbd2ce-aa30-494c-8788-1cee4EXAMPLE.
• EMR 클러스터 - 리소스 유형은 instancegroup이고, 고유 식별자는 클러스터 ID 및 인스턴스 그룹
ID입니다. 예: instancegroup/j-2EEZNYKUA1NTV/ig-1791Y4E1L8YI0.
• AppStream 2.0 플릿 - 리소스 유형은 fleet이고, 고유 식별자는 플릿 이름입니다. 예: fleet/
sample-fleet.
• DynamoDB 테이블 - 리소스 유형은 table이고, 고유 식별자는 테이블 이름입니다. 예: table/mytable.
• DynamoDB 글로벌 보조 인덱스 - 리소스 유형은 index이고, 고유 식별자는 인덱스 이름입니다. 예:
table/my-table/index/my-table-index.
• Aurora DB 클러스터 - 리소스 유형은 cluster이고, 고유 식별자는 클러스터 이름입니다. 예:
cluster:my-db-cluster.
• Amazon SageMaker 엔드포인트 변형 - 리소스 유형은 variant이고, 고유 식별자는 리소스 ID입니
다. 예: endpoint/my-end-point/variant/KMeansClustering.
• 사용자 지정 리소스에는 리소스 유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
용되는 CloudFormation 템플릿 스택에서 OutputValue를 지정해야 합니다. 고유 식별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정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mazon Comprehend 문서 분류 엔드포인트 - 리소스 유형 및 고유 식별자는 엔드포인트 ARN을
사용하여 지정됩니다. 예: arn:aws:comprehend:us-west-2:123456789012:documentclassifier-endpoint/EXAMPLE.
• Amazon Comprehend 엔터티 인식기 엔드포인트 - 리소스 유형 및 고유 식별자는 엔드포인트 ARN
을 사용하여 지정됩니다. 예: arn:aws:comprehend:us-west-2:123456789012:entityrecognizer-endpoint/EXAMPLE.
• Lambda 프로비저닝된 동시성 - 리소스 유형은 function이고, 고유 식별자는 함수 버전 또는
$LATEST 이외 별칭 이름 접미사가 포함된 함수 이름입니다. 예: function:my-function:prod 또
는 function:my-func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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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Keyspaces 테이블 - 리소스 유형은 table이고, 고유 식별자는 테이블 이름입니다. 예:
keyspace/mykeyspace/table/mytable.
• Amazon MSK 클러스터 - 리소스 유형 및 고유 식별자는 클러스터 ARN을 사용하여 지
정됩니다. 예: arn:aws:kafka:us-east-1:123456789012:cluster/democluster-1/6357e0b2-0e6a-4b86-a0b4-70df934c2e31-5.
• Amazon ElastiCache 복제 그룹 - 리소스 유형은 replication-group이고 고유 식별자는 복제 그룹
이름입니다. 예: replication-group/mycluster.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60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ARN
Application Auto Scaling이 사용자를 대신해 조정 가능 대상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합니다. 이 역할은 Application
Auto Scaling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다른 AWS 리소스를 호출하기 위해 수임할 수 있는 IAM 서비스 역할
이거나 지정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ication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IAM에서 Application Auto Scaling을 작동하는 방식을 참조하세요.
서비스 연결 역할을 자동으로 생성하려면(권장) 스택 템플릿에서 서비스 연결 역할의 전체 ARN을 지정
합니다. AWS 또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의 정확한 ARN을 찾으려면 Application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에서 서비스 연결 역할 주제를 참조하세요. 페이지 하단의 표에서 ARN을 찾습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alableDimension
확장 가능 대상에 연결된 확장 가능 차원입니다. 이 문자열은 서비스 네임스페이스, 리소스 유형 및 조정
속성으로 구성됩니다.
• ecs:service:DesiredCount - ECS 서비스의 원하는 작업 수입니다.
• elasticmapreduce:instancegroup:InstanceCount - EMR 인스턴스 그룹의 인스턴스 수입니
다.
• ec2:spot-fleet-request:TargetCapacity - 스팟 집합 요청의 목표 용량입니다.
• appstream:fleet:DesiredCapacity - AppStream 2.0 플릿의 원하는 용량입니다.
• dynamodb:table:ReadCapacityUnits - DynamoDB 테이블에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입니다.
• dynamodb:table:WriteCapacityUnits - DynamoDB 테이블에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입니다.
• dynamodb:index:ReadCapacityUnits - DynamoDB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입니다.
• dynamodb:index:WriteCapacityUnits - DynamoDB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입니다.
• rds:cluster:ReadReplicaCount - Aurora DB 클러스터의 Aurora 복제본 수입니다. Aurora
MySQL 호환 버전 및 Aurora PostgreSQL 호환 버전에 사용 가능합니다.
• sagemaker:variant:DesiredInstanceCount - Amazon SageMaker 모델 엔드포인트 변형의
EC2 인스턴스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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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om-resource:ResourceType:Property - 자체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
용자 지정 리소스의 조정 가능한 차원입니다.
• comprehend:document-classifier-endpoint:DesiredInferenceUnits - Amazon
Comprehend 문서 분류 엔드포인트의 추론 단위 수입니다.
• comprehend:entity-recognizer-endpoint:DesiredInferenceUnits - Amazon
Comprehend 엔터티 인식기 엔드포인트의 추론 단위 수입니다.
• lambda:function:ProvisionedConcurrency - Lambda 함수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동시성입니
다.
• cassandra:table:ReadCapacityUnits - Amazon Keyspaces 테이블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입니다.
• cassandra:table:WriteCapacityUnits - Amazon Keyspaces 테이블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쓰
기 용량입니다.
• kafka:broker-storage:VolumeSize - Amazon MSK 클러스터의 브로커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볼륨 크기(GiB)입니다.
• elasticache:replication-group:NodeGroups— Amazon ElastiCache 복제 그룹에 대한 노
드 그룹의 수입니다.
• elasticache:replication-group:Replicas— Amazon ElastiCache 복제 그룹에 대한 노드
그룹당 복제본 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ppstream:fleet:DesiredCapacity | cassandra:table:ReadCapacityUnits
| cassandra:table:WriteCapacityUnits | comprehend:document-classifierendpoint:DesiredInferenceUnits | comprehend:entity-recognizerendpoint:DesiredInferenceUnits | custom-resource:ResourceType:Property
| dynamodb:index:ReadCapacityUnits | dynamodb:index:WriteCapacityUnits
| dynamodb:table:ReadCapacityUnits | dynamodb:table:WriteCapacityUnits
| ec2:spot-fleet-request:TargetCapacity | ecs:service:DesiredCount |
elasticache:replication-group:NodeGroups | elasticache:replicationgroup:Replicas | elasticmapreduce:instancegroup:InstanceCount |
kafka:broker-storage:VolumeSize | lambda:function:ProvisionedConcurrency |
rds:cluster:ReadReplicaCount | sagemaker:variant:DesiredInstanceCou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cheduledActions
확장 가능 대상에 대해 예약된 작업. 중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약된 조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예약된
조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ScheduledAction (p. 106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Namespace
리소스, 즉 AWS를 제공하는 custom-resource 서비스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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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appstream | cassandra | comprehend | custom-resource | dynamodb
| ec2 | ecs | elasticache | elasticmapreduce | kafka | lambda | rds |
sagemaker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spendedState
자동 조정을 일시 중지 및 재개하는 데 사용되는 속성 및 속성 값이 있는 포함된 객체입니다.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하면 지정된 조정 작업이 일시 중지됩니다. false(기본값)로 설정하면 지정된 조정 작업이
재개됩니다.
일시 중지 결과
• DynamicScalingInSuspended의 경우, 일시 중지가 유효한 동안에는 조정 정책이 트리거한 모든
축소 작업이 일시 중지됩니다.
• DynamicScalingOutSuspended의 경우, 일시 중지가 유효한 동안에는 조정 정책이 트리거한 모든
확장 작업이 일시 중지됩니다.
• ScheduledScalingSuspended의 경우, 일시 중지가 유효한 동안에는 예약된 작업을 포함하는 모
든 조정 작업이 일시 중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조정 일시 중지 및 재개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SuspendedState (p. 107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제공하면 Ref가 CloudFormation이 생성한 리소스 ID를 반
환합니다. 예: service/ecsStack-MyECSCluster-AB12CDE3F4GH/ecsStack-MyECSServiceAB12CDE3F4GH|ecs:service:DesiredCount|ecs.
CloudFormation은 service/resource_ID|scalable_dimension|service_namespace 형식을 사
용하여 ID를 생성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예제
각각의 확장 가능한 대상은 서비스 네임스페이스, 확장 가능한 차원 및 리소스 ID를 비롯해 최소 및 최대 용
량 값을 가집니다.
더 많은 템플릿 코드 조각은 Application Auto Scaling 템플릿 예를 참조하세요.

조정 가능 대상 등록
다음 예에서는 AWS::Cassandra::Table 리소스에 대해 조정 가능 대상을 만듭니다. Application Auto Scaling
은 쓰기 용량 처리량을 최소 1 용량 단위 및 최대 20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Auto Scaling에서
지원하는 다른 리소스를 등록하려면 ServiceNamespace에서 네임스페이스를, ScalableDimension에
서 확장 가능한 차원을, ResourceId에서 리소스 ID, RoleARN에서 서비스 연결 역할을 지정합니다.

Note
RoleArn 속성은 지정된 리소스에 Application Auto Scaling을 처음 사용한 후에 사용자에 대해 생
성된 서비스 연결 역할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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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ScalableTarget":{
"Type":"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Properties":{
"MaxCapacity":20,
"MinCapacity":1,
"RoleARN":{
"Fn::Sub":"arn:aws:iam::${AWS::AccountId}:role/awsservice-role/cassandra.application-autoscaling.amazonaws.com/
AWSServiceRoleForApplicationAutoScaling_CassandraTable"
},
"ServiceNamespace":"cassandra",
"ScalableDimension":"cassandra:table:WriteCapacityUnits",
"ResourceId":"keyspace/mykeyspace/table/mytable"
}
}
}

YAML
ScalableTarget: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Properties:
MaxCapacity: 20
MinCapacity: 1
RoleARN:
Fn::Sub: 'arn:aws:iam::${AWS::AccountId}:role/aws-service-role/cassandra.applicationautoscaling.amazonaws.com/AWSServiceRoleForApplicationAutoScaling_CassandraTable'
ServiceNamespace: cassandra
ScalableDimension: cassandra:table:WriteCapacityUnits
ResourceId: keyspace/mykeyspace/table/mytable

참고 항목
• Application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시작하기
•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테이블 및 인덱스에 대한 자동 조정을 구성하는 방
법
• 반복 피크 사용에 대한 AWS Lambda 프로비저닝된 동시성 예약
• Application Auto Scaling 템플릿 예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ScalableTargetAction
ScalableTargetAction은(는)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ScheduledAction 속성 유형
의 ScalableTargetAction 속성에 대한 최소 및 최대 용량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Capacity" : Integer,
"MinCapacity"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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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MaxCapacity: Integer
MinCapacity: Integer

Properties
MaxCapacity
최대 용량.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Capacity
최소 용량.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pplication Auto Scaling 템플릿 예
• Application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자습서: 과도한 워크로드를 처리하도록 Auto Scaling 구성
• 반복 피크 사용에 대한 AWS Lambda 프로비저닝된 동시성 예약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ScheduledAction
ScheduledAction은(는) 확장 가능 대상에 대해 예약된 작업을 지정하는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ication Auto Scaling API 참조의 PutScheduledAction을 참조하십시오. cron 표현식 형식
을 포함하여 예약된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ication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예약된 조정을 참조
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Time" : Timestamp,
"ScalableTargetAction" : ScalableTargetAction (p. 1068),
"Schedule" : String,
"ScheduledActionName" : String,
"StartTime" : Timestamp,
"Timezon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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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EndTime: Timestamp
ScalableTargetAction:
ScalableTargetAction (p. 1068)
Schedule: String
ScheduledActionName: String
StartTime: Timestamp
Timezone: String

Properties
EndTime
작업 종료가 예약된 날짜와 시간(UTC)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imestam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alableTargetAction
새로운 최대 및 최소 용량. 두 값을 설정하거나 하나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시간에, 현재 용량이
최소 용량 미만인 경우 Application Auto Scaling이 최소 용량으로 확장합니다. 현재 용량이 최대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Application Auto Scaling이 최소 용량으로 축소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alableTargetAction (p. 10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
이 작업에 대한 일정입니다. 지원되는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At 표현식 - "at(yyyy-mm-ddThh:mm:ss)"
• Rate 표현식 - 'rate(value unit)'
• Cron 표현식 - "cron(fields)"
At 표현식은 1회 일정에 유용합니다. Cron 표현식은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주기적으로 실행되는 예약 작
업에 유용하며 Rate 표현식은 정기적인 간격으로 실행되는 예약 작업에 유용합니다.
At 및 Cron 표현식은 기본적으로 협정 세계시(UTC)를 사용합니다.
Cron 형식은 공백으로 구분된 다음 6개 필드로 구성됩니다. [Minutes] [Hours] [Day_of_Month] [Month]
[Day_of_Week] [Year].
rate 표현식의 경우 값은 양수이고, 단위는 minute | minutes | hour | hours | day | days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60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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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dActionName
예약된 작업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지정된 확장 가능한 대상에서 예약된 다른 모든 작업 중에서 고유
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 ]+.*)|(.*([\u0000-\u001f]|[\u007f-\u009f]|[:/|])+.*)|(.*[ ]+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rtTime
작업 시작이 예약된 날짜와 시간(UTC)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imestam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zone
예약 작업에 At 또는 Cron 표현식이 사용되는 경우 예약 작업의 날짜 및 시간을 참조할 때 사용되는 표준
시간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60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pplication Auto Scaling 템플릿 예
• Application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자습서: 과도한 워크로드를 처리하도록 Auto Scaling 구성
• 반복 피크 사용에 대한 AWS Lambda 프로비저닝된 동시성 예약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SuspendedState
SuspendedState은(는) 확장 가능 대상에 대한 조정 활동이 일시 중단된 상태인지 여부를 지정하는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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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DynamicScalingInSuspended" : Boolean,
"DynamicScalingOutSuspended" : Boolean,
"ScheduledScalingSuspended" : Boolean

YAML
DynamicScalingInSuspended: Boolean
DynamicScalingOutSuspended: Boolean
ScheduledScalingSuspended: Boolean

Properties
DynamicScalingInSuspended
대상 추적 조정 정책 또는 단계 조정 정책에 의한 축소가 일시 중지되는지 여부입니다. 조정 정책이 트리
거될 때 Application Auto Scaling이 용량을 제거하지 않게 하려면 이 값을 true로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ynamicScalingOutSuspended
대상 추적 조정 정책 또는 단계 조정 정책에 의한 확장이 일시 중지되는지 여부입니다. 조정 정책이 트리
거될 때 Application Auto Scaling이 용량을 추가하지 않게 하려면 이 값을 true로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dScalingSuspended
예약된 조정이 일시 중지되는지 여부입니다. Application Auto Scaling이 예약된 작업을 시작하여 용량을
추가 또는 제거하지 않게 하려면 이 값을 true로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리소스는 Application Auto Scaling에서 확장 가능
한 대상의 용량을 조정하는 데 사용하는 조정 정책을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ication Auto Scaling API 참조의 PutScalingPolicy를 참조하십시오. Application Auto
Scaling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ication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에서 대상 추적 조정 정책 및 단계
조정 정책을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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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 {
"PolicyName" : String,
"PolicyType" : String,
"ResourceId" : String,
"ScalableDimension" : String,
"ScalingTargetId" : String,
"ServiceNamespace" : String,
"StepScalingPolicyConfiguration" : StepScalingPolicyConfiguration (p. 1084),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p. 1086)
}

}

YAML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PolicyName: String
PolicyType: String
ResourceId: String
ScalableDimension: String
ScalingTargetId: String
ServiceNamespace: String
StepScalingPolicyConfiguration:
StepScalingPolicyConfiguration (p. 1084)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p. 1086)

Properties
PolicyName
조정 정책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p{Pri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licyType
Application Auto Scaling 정책 유형입니다.
다음 정책 유형이 지원됩니다.
TargetTrackingScaling - Amazon EMR에서는 지원되지 않음
API 버전 2010-05-15
107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pplication Auto Scaling

StepScaling - DynamoDB, Amazon Comprehend, Lambda, Amazon Keyspaces(Apache Cassandra
용), Amazon MSK, 또는 Amazon ElastiCache for Redis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Id
조정 정책과 연결된 리소스의 식별자입니다. 이 문자열은 리소스 유형과 고유한 식별자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 ECS 서비스 - 리소스 유형은 service이고, 고유 식별자는 클러스터 이름과 서비스 이름입니다. 예:
service/default/sample-webapp.
• 스팟 집합 요청 - 리소스 유형은 spot-fleet-request이고, 고유 식별자는 스팟 집합 요청 ID입니
다. 예: spot-fleet-request/sfr-73fbd2ce-aa30-494c-8788-1cee4EXAMPLE.
• EMR 클러스터 - 리소스 유형은 instancegroup이고, 고유 식별자는 클러스터 ID 및 인스턴스 그룹
ID입니다. 예: instancegroup/j-2EEZNYKUA1NTV/ig-1791Y4E1L8YI0.
• AppStream 2.0 플릿 - 리소스 유형은 fleet이고, 고유 식별자는 플릿 이름입니다. 예: fleet/
sample-fleet.
• DynamoDB 테이블 - 리소스 유형은 table이고, 고유 식별자는 테이블 이름입니다. 예: table/mytable.
• DynamoDB 글로벌 보조 인덱스 - 리소스 유형은 index이고, 고유 식별자는 인덱스 이름입니다. 예:
table/my-table/index/my-table-index.
• Aurora DB 클러스터 - 리소스 유형은 cluster이고, 고유 식별자는 클러스터 이름입니다. 예:
cluster:my-db-cluster.
• Amazon SageMaker 엔드포인트 변형 - 리소스 유형은 variant이고, 고유 식별자는 리소스 ID입니
다. 예: endpoint/my-end-point/variant/KMeansClustering.
• 사용자 지정 리소스에는 리소스 유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
용되는 CloudFormation 템플릿 스택에서 OutputValue를 지정해야 합니다. 고유 식별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정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mazon Comprehend 문서 분류 엔드포인트 - 리소스 유형 및 고유 식별자는 엔드포인트 ARN을
사용하여 지정됩니다. 예: arn:aws:comprehend:us-west-2:123456789012:documentclassifier-endpoint/EXAMPLE.
• Amazon Comprehend 엔터티 인식기 엔드포인트 - 리소스 유형 및 고유 식별자는 엔드포인트 ARN
을 사용하여 지정됩니다. 예: arn:aws:comprehend:us-west-2:123456789012:entityrecognizer-endpoint/EXAMPLE.
• Lambda 프로비저닝된 동시성 - 리소스 유형은 function이고, 고유 식별자는 함수 버전 또는
$LATEST 이외 별칭 이름 접미사가 포함된 함수 이름입니다. 예: function:my-function:prod 또
는 function:my-function:1.
• Amazon Keyspaces 테이블 - 리소스 유형은 table이고, 고유 식별자는 테이블 이름입니다. 예:
keyspace/mykeyspace/table/mytable.
• Amazon MSK 클러스터 - 리소스 유형 및 고유 식별자는 클러스터 ARN을 사용하여 지
정됩니다. 예: arn:aws:kafka:us-east-1:123456789012:cluster/democluster-1/6357e0b2-0e6a-4b86-a0b4-70df934c2e31-5.
• Amazon ElastiCache 복제 그룹 - 리소스 유형은 replication-group이고 고유 식별자는 복제 그룹
이름입니다. 예: replication-group/mycluster.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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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60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calableDimension
조정 가능한 차원입니다. 이 문자열은 서비스 네임스페이스, 리소스 유형 및 조정 속성으로 구성됩니다.
• ecs:service:DesiredCount - ECS 서비스의 원하는 작업 수입니다.
• elasticmapreduce:instancegroup:InstanceCount - EMR 인스턴스 그룹의 인스턴스 수입니
다.
• ec2:spot-fleet-request:TargetCapacity - 스팟 집합 요청의 목표 용량입니다.
• appstream:fleet:DesiredCapacity - AppStream 2.0 플릿의 원하는 용량입니다.
• dynamodb:table:ReadCapacityUnits - DynamoDB 테이블에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입니다.
• dynamodb:table:WriteCapacityUnits - DynamoDB 테이블에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입니다.
• dynamodb:index:ReadCapacityUnits - DynamoDB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입니다.
• dynamodb:index:WriteCapacityUnits - DynamoDB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입니다.
• rds:cluster:ReadReplicaCount - Aurora DB 클러스터의 Aurora 복제본 수입니다. Aurora
MySQL 호환 버전 및 Aurora PostgreSQL 호환 버전에 사용 가능합니다.
• sagemaker:variant:DesiredInstanceCount - Amazon SageMaker 모델 엔드포인트 변형의
EC2 인스턴스 수입니다.
• custom-resource:ResourceType:Property - 자체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
용자 지정 리소스의 조정 가능한 차원입니다.
• comprehend:document-classifier-endpoint:DesiredInferenceUnits - Amazon
Comprehend 문서 분류 엔드포인트의 추론 단위 수입니다.
• comprehend:entity-recognizer-endpoint:DesiredInferenceUnits - Amazon
Comprehend 엔터티 인식기 엔드포인트의 추론 단위 수입니다.
• lambda:function:ProvisionedConcurrency - Lambda 함수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동시성입니
다.
• cassandra:table:ReadCapacityUnits - Amazon Keyspaces 테이블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입니다.
• cassandra:table:WriteCapacityUnits - Amazon Keyspaces 테이블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쓰
기 용량입니다.
• kafka:broker-storage:VolumeSize - Amazon MSK 클러스터의 브로커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볼륨 크기(GiB)입니다.
• elasticache:replication-group:NodeGroups— Amazon ElastiCache 복제 그룹에 대한 노
드 그룹의 수입니다.
• elasticache:replication-group:Replicas— Amazon ElastiCache 복제 그룹에 대한 노드
그룹당 복제본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ppstream:fleet:DesiredCapacity | cassandra:table:ReadCapacityUnits
| cassandra:table:WriteCapacityUnits | comprehend:document-classifierendpoint:DesiredInferenceUnits | comprehend:entity-recognizerendpoint:DesiredInferenceUnits | custom-resource:ResourceType:Property
| dynamodb:index:ReadCapacityUnits | dynamodb:index:WriteCapacityUnits
| dynamodb:table:ReadCapacityUnits | dynamodb:table:WriteCapacityUnits
| ec2:spot-fleet-request:TargetCapacity | ecs:service:DesiredC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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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ache:replication-group:NodeGroups | elasticache:replicationgroup:Replicas | elasticmapreduce:instancegroup:InstanceCount |
kafka:broker-storage:VolumeSize | lambda:function:ProvisionedConcurrency |
rds:cluster:ReadReplicaCount | sagemaker:variant:DesiredInstanceCou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calingTargetId
CloudFormation이 생성하는 Application Auto Scaling 확장 가능 대상의 ID입니다. ID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리소스의 반환 값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Important
ScalingTargetId 속성 또는 ResourceId, ScalableDimension, ServiceNamespace
속성 중 하나만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rviceNamespace
리소스, 즉 AWS를 제공하는 custom-resource 서비스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ppstream | cassandra | comprehend | custom-resource | dynamodb
| ec2 | ecs | elasticache | elasticmapreduce | kafka | lambda | rds |
sagemaker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epScalingPolicyConfiguration
단계 조정 정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epScalingPolicyConfiguration (p. 108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대상 추적 조정 정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p. 108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입력하면 Ref는 Application Auto Scaling 조
정 정책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예: arn:aws:autoscaling:us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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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2:123456789012:scalingPolicy:12ab3c4d-56789-0ef1-2345-6ghi7jk8lm90:resource/
ecs/service/ecsStack-MyECSCluster-AB12CDE3F4GH/ecsStack-MyECSServiceAB12CDE3F4GH:policyName/MyStepPolicy.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예제
다음 예제는 Application Auto Scaling에 등록된 확장 가능한 대상에 대한 조정 정책을 생성합니다.
더 많은 템플릿 코드 조각은 Application Auto Scaling 템플릿 예를 참조하세요.

사전 정의된 지표를 사용한 대상 추적 조정 정책
이 예에서는 새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리소스를 선언하여
TargetTrackingScaling 정책 유형을 사용해 새 조정 정책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코드 조각에서 정책은 ECSServiceAverageCPUUtilization이라는 사전 정의된 지표를 지정합니다.
대상 추적 조정 정책에 사용되는 지표는 사용자 지정 또는 사전 정의된 지표입니다. 사전 정의된 지표 목록은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을 참조하세요. 지표의 값이 75% 이상이 되면 조정 정책이 조정 가능 대상의
용량을 늘리고(확장), 75% 미만으로 떨어지면 조정 정책이 조정 가능 대상의 용량을 줄입니다(축소). 조정 정
책에는 모든 조정 활동 후 60초의 휴지 기간이 있습니다.

JSON
{

}

"Resources":{
"TargetTrackingScalingPolicy":{
"Type":"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PolicyName":"cpu75-target-tracking-scaling-policy",
"PolicyType":"TargetTrackingScaling",
"ScalingTargetId":{
"Ref":"ScalableTarget"
},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TargetValue":75.0,
"ScaleInCooldown":60,
"ScaleOutCooldown":60,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PredefinedMetricType":"ECSServiceAverageCPUUtilization"
}
}
}
}
}

YAML
--Resources:
TargetTrackingScalingPolicy: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PolicyName: cpu75-target-tracking-scaling-policy
PolicyType: TargetTrackingScaling
ScalingTargetId: !Ref ScalableTarget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TargetValue: 75.0
ScaleInCooldown: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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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OutCooldown: 60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PredefinedMetricType: ECSServiceAverageCPUUtilization

단계 조정 정책
다음 예제에서는 StepScaling 정책 유형과 ChangeInCapacity 조정 유형을 사용하여 조정 정책을 만
듭니다. 연결된 경보가 트리거되면 정책은 다음 단계 조정을 기준으로 확장 가능한 대상의 용량을 늘립니다
(CloudWatch 경보 임계값이 70%라고 가정).
• 지표의 값이 70%보다 크거나 같지만 85%보다 작으면 용량을 1 증가시킵니다.
• 지표의 값이 85%보다 크거나 같지만 95%보다 작으면 용량을 2 증가시킵니다.
• 지표의 값이 95%보다 크거나 같으면 용량을 3 증가시킵니다.
이 코드 조각에서 조정 정책은 모든 조정 활동 후 600초의 휴지 기간을 갖습니다.

JSON
{

}

"Resources":{
"PolicyHigh":{
"Type":"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PolicyName":"PolicyHigh",
"PolicyType":"StepScaling",
"ScalingTargetId":{
"Ref":"ScalableTarget"
},
"StepScalingPolicyConfiguration":{
"AdjustmentType":"ChangeInCapacity",
"Cooldown":600,
"MetricAggregationType":"Average",
"StepAdjustments":[
{
"MetricIntervalLowerBound":0,
"MetricIntervalUpperBound":15,
"ScalingAdjustment":1
},
{
"MetricIntervalLowerBound":15,
"MetricIntervalUpperBound":25,
"ScalingAdjustment":2
},
{
"MetricIntervalLowerBound":25,
"ScalingAdjustment":3
}
]
}
}
}
}

YAML
--Resources:
PolicyHigh: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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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PolicyName: PolicyHigh
PolicyType: StepScaling
ScalingTargetId:
Ref: ScalableTarget
StepScalingPolicyConfiguration:
AdjustmentType: ChangeInCapacity
Cooldown: 600
MetricAggregationType: Average
StepAdjustments:
- MetricIntervalLowerBound: 0
MetricIntervalUpperBound: 15
ScalingAdjustment: 1
- MetricIntervalLowerBound: 15
MetricIntervalUpperBound: 25
ScalingAdjustment: 2
- MetricIntervalLowerBound: 25
ScalingAdjustment: 3

참고 항목
• Application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시작하기
• Application Auto Scaling 템플릿 예
•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테이블 및 인덱스에 대한 자동 조정을 구성하는 방
법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CustomizedMetricSpecification
Application Auto Scaling에 대한 대상 추적 조정 정책에 대해 사용자 지정된 지표 사양 정보를 포함합니다.
서비스에 사용 가능한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에서 CloudWatch 지표
를 게시하는 AWS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지표 사양을 생성하려면
• CloudWatch의 각 필수 파라미터에 대해 값을 추가합니다. 기존 지표나, 새로 만든 지표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직접 만든 지표를 사용하려면 해당 지표를 CloudWatch에 게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의 사용자 지정 지표 게시를 참조하세요.
• 용량에 비례하여 변경되는 지표를 선택합니다. 용량 단위와 역비례하여 지표 값이 증가하거나 줄어들어야
합니다. 즉, 용량이 증가하면 지표의 값이 감소하고 용량이 감소하면 지표의 값이 증가해야 합니다.
CloudWatch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개념을 참조하십시오.
CustomizedMetricSpecification은(는)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Dimensions" : [ MetricDimension (p. 1081), ... ],
"MetricName" : String,
"Namespace" : String,
"Statistic" : String,
"Unit"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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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Dimensions:
- MetricDimension (p. 1081)
MetricName: String
Namespace: String
Statistic: String
Unit: String

Properties
Dimensions
측정치의 차원입니다.
조건: 차원과 함께 지표를 게시한 경우 조정 정책에도 동일한 차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tricDimension (p. 108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Name
측정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space
측정치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istic
측정치의 통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verage | Maximum | Minimum | SampleCount | Sum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it
측정치의 단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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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pplication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시작하기
• Application Auto Scaling 템플릿 예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MetricDimension
MetricDimension은(는)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CustomizedMetricSpecification 속
성 유형의 Dimensions 속성에 대한 CloudWatch 지표 ID의 일부인 이름/값 쌍을 지정합니다. 중복 차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 : String

YAML
Nam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Name
차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차원의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pplication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시작하기
• Application Auto Scaling 템플릿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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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Application Auto Scaling에 대한 대상 추적 조정 정책에 대해 미리 정의된 지표 사양 정보를 포함합니다.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은(는)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edefinedMetricType" : String,
"ResourceLabel" : String

YAML
PredefinedMetricType: String
ResourceLabel: String

Properties
PredefinedMetricType
측정치 유형입니다. ALBRequestCountPerTarget 지표 유형은 스팟 플릿 요청 및 ECS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BRequestCountPerTarget | AppStreamAverageCapacityUtilization
| CassandraReadCapacityUtilization | CassandraWriteCapacityUtilization
| ComprehendInferenceUtilization | DynamoDBReadCapacityUtilization |
DynamoDBWriteCapacityUtilization | EC2SpotFleetRequestAverageCPUUtilization
| EC2SpotFleetRequestAverageNetworkIn | EC2SpotFleetRequestAverageNetworkOut
| ECSServiceAverageCPUUtilization | ECSServiceAverageMemoryUtilization
| ElastiCacheDatabaseMemoryUsageCountedForEvictPercentage
| ElastiCachePrimaryEngineCPUUtilization |
ElastiCacheReplicaEngineCPUUtilization | KafkaBrokerStorageUtilization |
LambdaProvisionedConcurrencyUtilization | RDSReaderAverageCPUUtilization |
RDSReaderAverageDatabaseConnections | SageMakerVariantInvocationsPerInstanc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Label
측정치 유형과 연결된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지표 유형이 ALBRequestCountPerTarget이고 스팟 플
릿 요청이나 ECS 서비스에 연결된 대상 그룹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리소스 레이블을 지정할 수 없습니
다.
로드 밸런서 ARN의 마지막 부분과 대상 그룹 ARN의 마지막 부분을 슬래시(/) 로 구분된 단일 값에 추가
하여 리소스 레이블을 생성합니다. 리소스 레이블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pp/my-alb/778d41231b141a0f/targetgroup/my-alb-targetgroup/943f017f100becff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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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pp/<load-balancer-name>/<load-balancer-id>는 로드 밸런서 ARN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 targetgroup/<target-group-name>/<target-group-id>는 대상 그룹 ARN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에 대한 ARN을 찾으려면 DescribeLoadBalancers API 작업을 사용합니다. 대
상 그룹에 대한 ARN을 찾으려면 DescribeTargetGroups API 작업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pplication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시작하기
• Application Auto Scaling 템플릿 예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StepAdjustment
StepAdjustment은(는)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StepScalingPolicyConfiguration 속성
유형의 StepAdjustments 속성에 대한 단계 조정을 지정합니다.
다음은 위반 임계값이 50으로 설정된 경보를 예로 들은 것입니다.
• 지표가 50 이상이거나 60 미만일 경우 단계 조정을 트리거하려면, 하한을 0으로 지정하고 상한을 10으로
지정합니다.
• 지표가 40을 초과하거나 50 이하일 경우 단계 조정을 트리거하려면, 하한을 -10으로 지정하고 상한을 0으
로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ication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단계 조정을 참조하세요.
샘플 템플릿 조각은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문서의 예제 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etricIntervalLowerBound" : Double,
"MetricIntervalUpperBound" : Double,
"ScalingAdjustment" : Integer

YAML
MetricIntervalLowerBound: Double
MetricIntervalUpperBound: Double
ScalingAdjustment: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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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MetricIntervalLowerBound
경보 임계값과 CloudWatch 지표 간의 차이에 대한 하한입니다. 지표 값이 위반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하한값은 포함됩니다(지표가 임계값 더하기 하한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외됩니다(지표가 임계값 더하기 하한값보다 커야 함). null 값은 음의 무한대를 나타냅니다.
상한 또는 하한을 최소한 하나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IntervalUpperBound
경보 임계값과 CloudWatch 지표 간의 차이에 대한 상한입니다. 지표 값이 위반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값은 제외됩니다(지표가 임계값 더하기 상한값보다 작아야 함).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됩니
다(지표가 임계값 더하기 상한값 이하여야 함). null 값은 양의 무한대를 나타냅니다.
상한 또는 하한을 최소한 하나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alingAdjustment
조정할 양입니다. 조절은 AdjustmentType 속성에서 지정한 값을 기반으로 합니다(절대 수 또는 백분
율). 양수 값은 현재 용량에 추가되고 음수는 현재 용량에서 공제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StepScalingPolicyConfiguration
StepScalingPolicyConfiguration은 Application Auto Scaling에 대한 단계 조정 정책 구성을 지정하
는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ication Auto Scaling API 참조의 PutScalingPolicy를 참조하십시오. 단계 조정 정책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Application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단계 조정 정책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justmentType" : String,
"Cooldown" : Integer,
"MetricAggregationType" : String,
"MinAdjustmentMagnitude" : Integer,
"StepAdjustments" : [ StepAdjustment (p. 10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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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djustmentType: String
Cooldown: Integer
MetricAggregationType: String
MinAdjustmentMagnitude: Integer
StepAdjustments:
- StepAdjustment (p. 1083)

Properties
AdjustmentType
ScalingAdjustment 속성의 StepAdjustment 값이 절대 수인지 또는 현재 용량의 백분율인지를 지
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hangeInCapacity | ExactCapacity | PercentChangeInCapacit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oldown
이전의 조정 활동이 적용될 때까지 대기할 시간(초)입니다.
확장 정책의 목적은 지속적이지만 과도하지는 않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Application Auto Scaling에서 단
계 조정 정책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확장하면 휴지 기간이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조정 정책은 더 큰 조
정이 트리거되거나 휴지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한 원하는 용량을 다시 늘리지 않습니다. 휴지 기간이 진
행되는 동안 확장 활동을 시작하여 추가된 용량은 다음 확장 활동에 대해 원하는 용량의 일부로 계산됩
니다. 예를 들어 경보가 트리거되어 단계 조정 정책이 용량을 2만큼 늘릴 때, 조정 활동은 성공적으로 완
료되고 휴지 기간이 시작됩니다. 휴지 기간 동안 경보가 다시 트리거되지만 더 적극적인 단계 조정(3)에
서 발생하는 경우, 이전의 증가치 2는 현재 용량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용량은 1만 추가됩니다.
축소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보호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확장하므로 휴지 기간
이 만료될 때까지 축소 활동이 차단됩니다. 그러나 축소 활동 후 휴지 기간 중에 다른 경보가 확장 활동
을 트리거하면 Application Auto Scaling은 대상을 즉시 확장합니다. 이 경우 축소 활동의 휴지 기간이 중
지되고 완료되지 않습니다.
Application Auto Scaling은 Amazon ElastiCache 복제 그룹에 대해 기본값인 600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
은 확장 가능 대상에 대해 기본값 300을 제공합니다.
• ECS 서비스
• 스팟 집합 요청
• EMR 클러스터
• AppStream 2.0 플릿
• Aurora DB 클러스터
• Amazon Sagemaker 엔드포인트 버전
• 사용자 지정 리소스
다른 모든 확장 가능한 대상의 경우 기본값은 0입니다.
• DynamoDB 테이블
• DynamoDB 글로벌 보조 인덱스
• Amazon Comprehend 문서 분류 및 엔터티 인식기 엔드포인트
• Lambda 프로비저닝된 동시성
• Amazon Keyspaces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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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MSK 브로커 스토리지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AggregationType
CloudWatch 지표에 대한 집계 유형입니다. 유효 값은 Minimum, Maximum 및 Average입니다. 집계 유
형이 null이면 값이 Average로 간주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verage | Maximum | Minimum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AdjustmentMagnitude
조정 유형이 PercentChangeInCapacity일 때 조정 가능한 최소값입니다. 예를 들어, Amazon
ECS 서비스를 25%만큼 확장하는 단계 조정 정책을 생성하고 MinAdjustmentMagnitude를 2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서비스에 작업이 4개 있고 조정 정책이 수행될 경우 4의 25%는 1입니다. 하지만
MinAdjustmentMagnitude를 2로 지정했기 때문에 Application Auto Scaling은 서비스의 작업을 2개
확장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epAdjustments
경보 위반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조정 세트입니다.
새 단계 조정 정책 구성을 추가하는 경우 최소 하나 이상의 단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epAdjustment (p. 108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은 Application Auto Scaling에 대한 대상 추적 조정 정
책 구성을 지정하는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대상 추적 조정 정책
을 사용하여 실제 워크로드에 따라 지정한 확장 가능 대상의 용량을 조정함으로써 리소스 사용률이 목표 사
용률 값이나 그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ication Auto Scaling API 참조의 PutScalingPolicy를 참조하십시오. 대상 추적 조정 정책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ication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대상 추적 조정 정책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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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ustomizedMetricSpecification" : CustomizedMetricSpecification (p. 1079),
"DisableScaleIn" : Boolean,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p. 1082),
"ScaleInCooldown" : Integer,
"ScaleOutCooldown" : Integer,
"TargetValue" : Double

YAML
CustomizedMetricSpecification:
CustomizedMetricSpecification (p. 1079)
DisableScaleIn: Boolean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p. 1082)
ScaleInCooldown: Integer
ScaleOutCooldown: Integer
TargetValue: Double

Properties
CustomizedMetricSpecification
사용자 지정 측정치입니다. 사전 정의된 지표 또는 사용자 지정 지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ustomizedMetricSpecification (p. 107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ableScaleIn
대상 추적 조정 정책에 대해 축소가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값이 true인 경우 축소
가 비활성화된 것이며, 대상 추적 조정 정책이 확장 가능한 대상에서 용량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축소가 활성화된 것이며, 대상 추적 조정 정책이 확장 가능한 대상에서 용량을 제거할 수 있습
니다. 기본 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사전 정의된 측정치입니다. 사전 정의된 지표 또는 사용자 지정 지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p. 108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aleInCooldown
한 축소 활동을 완료한 후 다른 축소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간(초)입니다.
축소 휴지 기간을 사용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보호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확장하므로 휴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축소 활동이 차단됩니다. 그러나 축소 휴지 기간 중에 다른 경보가 확장 활동을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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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거하면 Application Auto Scaling은 대상을 즉시 확장합니다. 이 경우 축소 휴지 기간이 중지되고 완료
되지 않습니다.
Application Auto Scaling은 Amazon ElastiCache 복제 그룹에 대해 기본값인 600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
은 확장 가능 대상에 대해 기본값 300을 제공합니다.
• ECS 서비스
• 스팟 집합 요청
• EMR 클러스터
• AppStream 2.0 플릿
• Aurora DB 클러스터
• Amazon Sagemaker 엔드포인트 버전
• 사용자 지정 리소스
다른 모든 확장 가능한 대상의 경우 기본값은 0입니다.
• DynamoDB 테이블
• DynamoDB 글로벌 보조 인덱스
• Amazon Comprehend 문서 분류 및 엔터티 인식기 엔드포인트
• Lambda 프로비저닝된 동시성
• Amazon Keyspaces 테이블
• Amazon MSK 브로커 스토리지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aleOutCooldown
이전의 확장 활동이 적용될 때까지 대기할 시간(초)입니다.
확장 휴지 기간을 사용하는 경우, 지속적이지만 과도하지는 않게 확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Application
Auto Scaling에서 대상 추적 조정 정책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확장하면 휴지 기간이 계산되기 시작합
니다. 조정 정책은 더 큰 조정이 트리거되거나 휴지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한 원하는 용량을 다시 늘리지
않습니다. 휴지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확장 활동을 시작하여 추가된 용량은 다음 확장 활동에 대해 원하
는 용량의 일부로 계산됩니다.
Application Auto Scaling은 Amazon ElastiCache 복제 그룹에 대해 기본값인 600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
은 확장 가능 대상에 대해 기본값 300을 제공합니다.
• ECS 서비스
• 스팟 집합 요청
• EMR 클러스터
• AppStream 2.0 플릿
• Aurora DB 클러스터
• Amazon Sagemaker 엔드포인트 버전
• 사용자 지정 리소스
다른 모든 확장 가능한 대상의 경우 기본값은 0입니다.
• DynamoDB 테이블
• DynamoDB 글로벌 보조 인덱스
• Amazon Comprehend 문서 분류 및 엔터티 인식기 엔드포인트
• Lambda 프로비저닝된 동시성
• Amazon Keyspaces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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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MSK 브로커 스토리지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Value
측정치에 대한 대상 값입니다. 이 속성은 Double 유형의 수를 허용하지만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값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값은 -2^360에서 2^360 사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 값은 지표의 선택에 따라 유효
한 숫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표가 CPU 사용률인 경우 대상 값은 확장 전에 사용할 수 있는 CPU의
양을 나타내는 백분율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pplication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시작하기
• Application Auto Scaling 템플릿 예

AWS App Mesh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AppMesh::GatewayRoute (p. 1089)
• AWS::AppMesh::Mesh (p. 1110)
• AWS::AppMesh::Route (p. 1115)
• AWS::AppMesh::VirtualGateway (p. 1141)
• AWS::AppMesh::VirtualNode (p. 1165)
• AWS::AppMesh::VirtualRouter (p. 1203)
• AWS::AppMesh::VirtualService (p. 1209)

AWS::AppMesh::GatewayRoute
게이트웨이 라우팅을 생성합니다.
게이트웨이 라우팅은 가상 게이트웨이에 연결되며 기존 가상 서비스로 트래픽을 라우팅합니다. 라우팅이 요
청과 일치하는 경우 대상 가상 서비스에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라우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게이트웨이 라우팅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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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AppMesh::GatewayRoute",
"Properties" : {
"GatewayRouteName" : String,
"MeshName" : String,
"MeshOwner" : String,
"Spec" : GatewayRouteSpec (p. 1095),
"Tags" : [ Tag, ... ],
"VirtualGatewayName" : String
}

YAML
Type: AWS::AppMesh::GatewayRoute
Properties:
GatewayRouteName: String
MeshName: String
MeshOwner: String
Spec:
GatewayRouteSpec (p. 1095)
Tags:
- Tag
VirtualGatewayName: String

Properties
GatewayRouteName
게이트웨이 라우팅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eshName
리소스가 있는 서비스 메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eshOwner
서비스 메시 소유자의 AWS IAM 계정 ID입니다. 계정 ID가 사용자 고유의 ID가 아닌 경우, 사용자 계정
과 메시를 공유한 계정의 ID입니다. 메시 공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유 메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pec
게이트웨이 라우팅의 사양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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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GatewayRouteSpec (p. 10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범주화 및 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해 게이트웨이 라우팅에 적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선택 사항)입니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태그 키의 문자 길이는 최대 128자일 수
있으며 태그 값의 길이는 최대 256자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rtualGatewayName
게이트웨이 라우팅이 연결된 가상 게이트웨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ARN. 예:
{ "Ref": "myGatewayRoute" }
AWS::AppMesh::GatewayRoute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는 게이트웨이
라우팅 ARN(예: arn:aws:appmesh:us-east-1:555555555555:gatewayRoute/myGatewayRoute
)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게이트웨이 라우팅의 전체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GatewayRouteName
게이트웨이 라우팅의 이름입니다.
MeshName
게이트웨이 라우팅이 있는 서비스 메시의 이름입니다.
MeshOwner
서비스 메시 소유자의 AWS IAM 계정 ID입니다. 계정 ID가 사용자 고유의 ID가 아닌 경우, 사용자 계정
과 메시를 공유한 계정의 ID입니다. 메시 공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유 메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API 버전 2010-05-15
109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pp Mesh

ResourceOwner
리소스 소유자의 IAM 계정 ID입니다. 계정 ID가 사용자 ID가 아닌 경우, 메시 소유자 또는 메시를 공유하
는 다른 계정의 ID입니다. 메시 공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유 메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Uid
게이트웨이 라우팅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VirtualGatewayName
게이트웨이 라우팅이 연결된 가상 게이트웨이의 이름입니다.

참고 항목
• AWS App Mesh 사용 설명서 의 게이트웨이 라우팅.
• AWS App Mesh API 참조 의 CreateGatewayRoute

AWS::AppMesh::GatewayRoute GatewayRouteHostnameMatch
일치할 게이트웨이 경로 호스트 이름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act" : String,
"Suffix" : String

YAML
Exact: String
Suffix: String

Properties
Exact
일치에 사용할 정확한 호스트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ffix
일치에 사용할 호스트 이름의 지정된 끝 문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109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pp Mesh

AWS::AppMesh::GatewayRoute GatewayRouteHostnameRewrite
다시 작성할 게이트웨이 경로 호스트 이름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faultTargetHostname" : String

YAML
DefaultTargetHostname: String

Properties
DefaultTargetHostname
작성할 기본 대상 호스트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GatewayRoute GatewayRouteMetadataMatch
일치할 메서드 헤더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act" : String,
"Prefix" : String,
"Range" : GatewayRouteRangeMatch (p. 1094),
"Regex" : String,
"Suffix" : String

YAML
Exact: String
Prefix: String
Range:
GatewayRouteRangeMatch (p. 1094)
Regex: String
Suffix: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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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Exact
일치에 사용할 정확한 메서드 헤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일치에 사용할 메서드 헤더의 지정된 시작 문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ng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GatewayRouteRangeMatch (p. 109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ex
메서드 헤더 일치에 사용되는 정규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ffix
일치에 사용할 메서드 헤더의 지정된 끝 문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GatewayRoute GatewayRouteRangeMatch
일치시킬 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범위의 첫 번째 문자는 범위에 포함되지만 마지막 문자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된 범위가 1~100이라면 값 1~99만 일치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nd"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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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 Integer

YAML
End: Integer
Start: Integer

Properties
End
범위의 끝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rt
범위의 시작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GatewayRoute GatewayRouteSpec
게이트웨이 라우팅 사양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게이트웨이 라우팅 유형을 하나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rpcRoute" : GrpcGatewayRoute (p. 1097),
"Http2Route" : HttpGatewayRoute (p. 1101),
"HttpRoute" : HttpGatewayRoute (p. 1101)

YAML
GrpcRoute:
GrpcGatewayRoute (p. 1097)
Http2Route:
HttpGatewayRoute (p. 1101)
HttpRoute:
HttpGatewayRoute (p. 1101)

Properties
GrpcRoute
gRPC 게이트웨이 라우팅의 사양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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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GrpcGatewayRoute (p. 109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2Route
HTTP/2 게이트웨이 라우팅의 사양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GatewayRoute (p. 11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Route
HTTP 게이트웨이 라우팅의 사양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GatewayRoute (p. 11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GatewayRoute GatewayRouteTarget
게이트웨이 라우팅 대상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irtualService" : GatewayRouteVirtualService (p. 1096)

YAML
VirtualService:
GatewayRouteVirtualService (p. 1096)

Properties
VirtualService
가상 서비스 게이트웨이 라우팅 대상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GatewayRouteVirtualService (p. 1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GatewayRoute GatewayRouteVirtualService
트래픽이 라우팅되는 가상 서비스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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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irtualServiceName" : String

YAML
VirtualServiceName: String

Properties
VirtualServiceName
트래픽이 라우팅되는 가상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GatewayRoute GrpcGatewayRoute
gRPC 게이트웨이 라우팅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 : GrpcGatewayRouteAction (p. 1098),
"Match" : GrpcGatewayRouteMatch (p. 1098)

YAML
Action:
GrpcGatewayRouteAction (p. 1098)
Match:
GrpcGatewayRouteMatch (p. 1098)

Properties
Action
일치가 결정될 경우 수행할 작업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GrpcGatewayRouteAction (p.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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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tch
요청 일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GrpcGatewayRouteMatch (p. 109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GatewayRoute GrpcGatewayRouteAction
일치가 결정될 경우 수행할 작업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write" : GrpcGatewayRouteRewrite (p. 1100),
"Target" : GatewayRouteTarget (p. 1096)

YAML
Rewrite:
GrpcGatewayRouteRewrite (p. 1100)
Target:
GatewayRouteTarget (p. 1096)

Properties
Rewrite
다시 작성할 게이트웨이 경로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rpcGatewayRouteRewrite (p. 1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
요청이 게이트웨이 라우팅과 일치할 때 트래픽이 라우팅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GatewayRouteTarget (p. 1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GatewayRoute GrpcGatewayRouteMatch
요청 일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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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ostname" : GatewayRouteHostnameMatch (p. 1092),
"Metadata" : [ GrpcGatewayRouteMetadata (p. 1099), ... ],
"ServiceName" : String

YAML
Hostname:
GatewayRouteHostnameMatch (p. 1092)
Metadata:
- GrpcGatewayRouteMetadata (p. 1099)
ServiceName: String

Properties
Hostname
일치에 사용할 게이트웨이 라우팅 호스트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atewayRouteHostnameMatch (p. 10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adata
일치에 사용할 게이트웨이 경로 메타데이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rpcGatewayRouteMetadata (p. 109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Name
요청과 일치시킬 서비스의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GatewayRoute GrpcGatewayRouteMetadata
게이트웨이 경로의 메타데이터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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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Invert" : Boolean,
"Match" : GatewayRouteMetadataMatch (p. 1093),
"Name" : String

YAML
Invert: Boolean
Match:
GatewayRouteMetadataMatch (p. 1093)
Name: String

Properties
Invert
일치 조건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일치하도록 True을 지정합니다. 기본 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tch
메타데이터 일치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atewayRouteMetadataMatch (p. 10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게이트웨이 경로 메타데이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GatewayRoute GrpcGatewayRouteRewrite
다시 작성할 게이트웨이 경로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ostname" : GatewayRouteHostnameRewrite (p.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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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Hostname:
GatewayRouteHostnameRewrite (p. 1093)

Properties
Hostname
다시 작성할 게이트웨이 경로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atewayRouteHostnameRewrite (p. 10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GatewayRoute HttpGatewayRoute
HTTP 게이트웨이 라우팅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 : HttpGatewayRouteAction (p. 1102),
"Match" : HttpGatewayRouteMatch (p. 1104)

YAML
Action:
HttpGatewayRouteAction (p. 1102)
Match:
HttpGatewayRouteMatch (p. 1104)

Properties
Action
일치가 결정될 경우 수행할 작업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HttpGatewayRouteAction (p. 11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tch
요청 일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HttpGatewayRouteMatch (p. 110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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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pMesh::GatewayRoute HttpGatewayRouteAction
일치가 결정될 경우 수행할 작업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write" : HttpGatewayRouteRewrite (p. 1107),
"Target" : GatewayRouteTarget (p. 1096)

YAML
Rewrite:
HttpGatewayRouteRewrite (p. 1107)
Target:
GatewayRouteTarget (p. 1096)

Properties
Rewrite
다시 작성할 게이트웨이 경로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GatewayRouteRewrite (p. 110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
요청이 게이트웨이 라우팅과 일치할 때 트래픽이 라우팅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GatewayRouteTarget (p. 1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GatewayRoute HttpGatewayRouteHeader
게이트웨이 경로의 HTTP 헤더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vert" : Boolean,
"Match" : HttpGatewayRouteHeaderMatch (p. 1103),
"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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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Invert: Boolean
Match:
HttpGatewayRouteHeaderMatch (p. 1103)
Name: String

Properties
Invert
일치 조건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일치하도록 True을 지정합니다. 기본 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tch
요청에서 전송된 헤더 값과 일치할 메서드 및 값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일치 메서드를 1개 지정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GatewayRouteHeaderMatch (p. 11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일치에 사용할 게이트웨이 경로의 HTTP 헤더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GatewayRoute HttpGatewayRouteHeaderMatch
요청에서 전송된 헤더 값과 일치할 메서드 및 값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일치 메서드를 1개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act" : String,
"Prefix" : String,
"Range" : GatewayRouteRangeMatch (p. 1094),
"Regex" : String,
"Suffix" : String

YAML
Exact: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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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ix: String
Range:
GatewayRouteRangeMatch (p. 1094)
Regex: String
Suffix: String

Properties
Exact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값이 지정된 값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값이 지정된 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nge
일치시킬 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atewayRouteRangeMatch (p. 109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ex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값이 지정된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ffix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값이 지정된 문자로 끝나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GatewayRoute HttpGatewayRouteMatch
요청 일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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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Headers" : [ HttpGatewayRouteHeader (p. 1102), ... ],
"Hostname" : GatewayRouteHostnameMatch (p. 1092),
"Method" : String,
"Path" : HttpPathMatch (p. 1108),
"Prefix" : String,
"QueryParameters" : [ QueryParameter (p. 1109), ... ]

YAML
Headers:
- HttpGatewayRouteHeader (p. 1102)
Hostname:
GatewayRouteHostnameMatch (p. 1092)
Method: String
Path:
HttpPathMatch (p. 1108)
Prefix: String
QueryParameters:
- QueryParameter (p. 1109)

Properties
Headers
일치시킬 클라이언트 요청 헤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GatewayRouteHeader (p. 110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name
일치에 사용할 호스트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atewayRouteHostnameMatch (p. 10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hod
일치에 사용할 메서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h
일치에 사용할 경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PathMatch (p.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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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요청과 일치시킬 경로를 지정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항상 /로 시작하며, 모든 요청과 가상 서비스 이름
을 일치시킵니다. 요청의 경로 기반 라우팅에 대해 일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 서비스 이
름이 my-service.local이고 라우팅을 my-service.local/metrics에 대한 요청과 일치시키려
면 접두사가 /metrics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Parameters
일치에 사용할 쿼리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QueryParameter (p. 110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GatewayRoute HttpGatewayRoutePathRewrite
다시 작성할 경로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act" : String

YAML
Exact: String

Properties
Exact
다시 작성할 정확한 경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GatewayRoute HttpGatewayRoutePrefixRewrite
다시 작성할 경로의 시작 문자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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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faultPrefix" : String,
"Value" : String

YAML
DefaultPrefix: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DefaultPrefix
다시 작성된 수신 경로 접두사를 바꾸는 데 사용되는 기본 접두사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다시 작성된 수신 경로 접두사를 바꾸는 데 사용되는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GatewayRoute HttpGatewayRouteRewrite
다시 작성할 게이트웨이 경로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ostname" : GatewayRouteHostnameRewrite (p. 1093),
"Path" : HttpGatewayRoutePathRewrite (p. 1106),
"Prefix" : HttpGatewayRoutePrefixRewrite (p. 1106)

YAML
Hostname:
GatewayRouteHostnameRewrite (p. 1093)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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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atewayRoutePathRewrite (p. 1106)
Prefix:
HttpGatewayRoutePrefixRewrite (p. 1106)

Properties
Hostname
다시 작성할 호스트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atewayRouteHostnameRewrite (p. 10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h
다시 작성할 경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GatewayRoutePathRewrite (p. 110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다시 작성할 지정된 시작 문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GatewayRoutePrefixRewrite (p. 110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GatewayRoute HttpPathMatch
요청에서 일치할 경로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act" : String,
"Regex" : String

YAML
Exact: String
Regex: String

Properties
Exact
일치에 사용할 정확한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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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ex
경로 일치에 사용되는 정규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GatewayRoute HttpQueryParameterMatch
일치할 쿼리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act" : String

YAML
Exact: String

Properties
Exact
일치에 사용할 정확한 쿼리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GatewayRoute QueryParameter
요청의 쿼리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Match" : HttpQueryParameterMatch (p.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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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 String

YAML
Match:
HttpQueryParameterMatch (p. 1109)
Name: String

Properties
Match
일치에 사용할 쿼리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QueryParameterMatch (p. 11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일치에 사용할 쿼리 파라미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Mesh
메시를 생성합니다.
서비스 메시는 메시 내의 리소스로 표시되는 서비스 간의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논리적 경계입니다. 서비
스 메시를 생성한 후에는 메시의 애플리케이션 간에 트래픽을 분산하는 가상 서비스, 가상 노드, 가상 라우터
및 라우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메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메시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pMesh::Mesh",
"Properties" : {
"MeshName" : String,
"Spec" : MeshSpec (p. 1114),
"Tags" : [ Tag, ... ]
}

YAML
Type: AWS::AppMesh::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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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MeshName: String
Spec:
MeshSpec (p. 1114)
Tags:
- Tag

Properties
MeshName
서비스 메시에 사용할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pec
적용할 서비스 메시 사양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shSpec (p. 111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범주화 및 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메시에 적용할 수 있는 선택적 메타데이터입니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태그 키의 문자 길이는 최대 128자일 수 있으며 태
그 값의 길이는 최대 256자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ARN. 예:
{ "Ref": "myMesh" }
AWS::AppMesh::Mesh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가 메시 ARN을 반환합니
다(예: arn:aws:appmesh:us-east-1:555555555555:mesh/myMesh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PI 버전 2010-05-15
111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pp Mesh

Arn
메시에 대한 전체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MeshName
서비스 메시의 이름입니다.
MeshOwner
서비스 메시 소유자의 IAM 계정 ID입니다. 계정 ID가 사용자 고유의 ID가 아닌 경우, 사용자 계정과 메시
를 공유한 계정의 ID입니다. 메시 공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유 메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ResourceOwner
리소스 소유자의 IAM 계정 ID입니다. 계정 ID가 사용자 ID가 아닌 경우, 메시 소유자 또는 메시를 공유하
는 다른 계정의 ID입니다. 메시 공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유 메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Uid
메시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예제
서비스 메시 생성
이 예에서는 모든 송신 트래픽을 허용하는 서비스 메시를 생성합니다.

JSON
{

"Description": "Basic Test Mesh",
"Resources": {
"BasicMesh": {
"Type": "AWS::AppMesh::Mesh",
"Properties": {
"MeshName": "BasicMesh1",
"Spec": {
"EgressFilter": {
"Type": "ALLOW_ALL"
}
},
"Tags": [
{
"Key": "Key1",
"Value": "Value1"
},
{
"Key": "Key2",
"Value": "Value2"
}
]
}
}
},
"Outputs": {
"MeshName": {
"Description": "Name of the Mesh",
"Value": {
"Fn::GetAtt": [
"BasicMesh",
"MeshName"
]

API 버전 2010-05-15
111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pp Mesh

}

}

}
},
"Arn": {
"Description": "Arn of the Mesh created",
"Value": {
"Fn::GetAtt": [
"BasicMesh",
"Arn"
]
}
},
"Uid": {
"Description": "Uid of the Mesh created",
"Value": {
"Fn::GetAtt": [
"BasicMesh",
"Uid"
]
}
}

YAML
Description: "Basic Test Mesh"
Resources:
BasicMesh:
Type: "AWS::AppMesh::Mesh"
Properties:
MeshName: "BasicMesh1"
Spec:
EgressFilter:
Type: "ALLOW_ALL"
Tags:
- Key: "Key1"
Value: "Value1"
- Key: "Key2"
Value: "Value2"
Outputs:
MeshName:
Description: Name of the Mesh
Value:
Fn::GetAtt:
- BasicMesh
- MeshName
Arn:
Description: Arn of the Mesh created
Value:
Fn::GetAtt:
- BasicMesh
- Arn
Uid:
Description: Uid of the Mesh created
Value:
Fn::GetAtt:
- BasicMesh
- Uid

참고 항목
• AWS App Mesh 사용 설명서 의 서비스 메시.
• AWS App Mesh API 참조의 Create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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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pMesh::Mesh EgressFilter
서비스 메시에 대한 송신 필터 규칙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String

YAML
Type: String

Properties
Type
송신 필터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유형은 DROP_ALL이며, 가상 노드에서 서비스 메시에 정의된 다른
리소스로의 송신(AWS API 호출에 대한 *.amazonaws.com으로의 트래픽 포함)만 허용합니다. 송신 필
터 유형을 ALLOW_ALL로 설정하여 서비스 메시의 내부 및 외부에 있는 엔드포인트로의 송신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Mesh MeshSpec
서비스 메시의 사양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gressFilter" : EgressFilter (p. 1114)

YAML
EgressFilter:
EgressFilter (p. 1114)

Properties
EgressFilter
서비스 메시에 대한 송신 필터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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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EgressFilter (p. 111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Route
가상 라우터와 연결되는 라우팅을 생성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라우팅하고 경로에 대한 재시도 정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을 하나 이상의 가
상 노드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로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pMesh::Route",
"Properties" : {
"MeshName" : String,
"MeshOwner" : String,
"RouteName" : String,
"Spec" : RouteSpec (p. 1137),
"Tags" : [ Tag, ... ],
"VirtualRouterName" : String
}

YAML
Type: AWS::AppMesh::Route
Properties:
MeshName: String
MeshOwner: String
RouteName: String
Spec:
RouteSpec (p. 1137)
Tags:
- Tag
VirtualRouterName: String

Properties
MeshName
라우팅을 생성할 서비스 메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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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Owner
서비스 메시 소유자의 AWS IAM 계정 ID입니다. 계정 ID가 사용자 고유의 ID가 아닌 경우, 지정한 계정
이 사용자 계정과 메시를 공유해야 서비스 메시에서 리소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메시 공유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공유 메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uteName
라우팅에 사용할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pec
적용할 라우팅 사양입니다.
Required: 예
Type: RouteSpec (p. 113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범주화 및 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해 라우팅에 적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선택 사항)입니다. 각 태그는 사
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태그 키의 문자 길이는 최대 128자일 수 있으며 태그
값의 길이는 최대 256자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rtualRouterName
라우팅을 생성할 가상 라우터의 이름입니다. 가상 라우터가 공유 메시에 있는 경우 가상 라우터 리소스
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ARN. 예:
{ "Ref": "myRoute" }
AWS::AppMesh::Route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는 라우팅 ARN(예:
arn:aws:appmesh:us-east-1:555555555555:route/myRoute )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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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라우팅의 전체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MeshName
라우팅이 있는 서비스 메시의 이름입니다.
MeshOwner
서비스 메시 소유자의 AWS IAM 계정 ID입니다. 계정 ID가 사용자 고유의 ID가 아닌 경우, 사용자 계정
과 메시를 공유한 계정의 ID입니다. 메시 공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유 메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ResourceOwner
리소스 소유자의 AWS IAM 계정 ID입니다. 계정 ID가 사용자 ID가 아닌 경우, 메시 소유자 또는 메시를
공유하는 다른 계정의 ID입니다. 메시 공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유 메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RouteName
라우팅의 이름입니다.
Uid
라우팅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VirtualRouterName
라우팅이 연결된 가상 라우터의 이름입니다.

예제
라우팅 생성
이 예제에서는 가중치가 지정된 두 개의 대상을 가진 라우팅을 생성합니다.

JSON
{

"Description": "Basic Test Route",
"Resources": {
"BasicRoute": {
"Type": "AWS::AppMesh::Route",
"Properties": {
"RouteName": "TestRoute",
"MeshName": null,
"VirtualRouterName": null,
"Spec": {
"HttpRoute": {
"Match": {
"Prefix": "routePrefix"
},
"Action": {
"WeightedTarge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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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VirtualNode": null,
"Weight": 10
"VirtualNode": null,
"Weight": 20

},
"Tags": [
{
"Key": "Key1",
"Value": "Value1"
},
{
"Key": "Key2",
"Value": "Value2"
}
]

},
"Outputs": {
"RouteName": {
"Description": "Name of the Route",
"Value": {
"Fn::GetAtt": [
"BasicRoute",
"RouteName"
]
}
},
"MeshName": {
"Description": "Name of the Mesh",
"Value": {
"Fn::GetAtt": [
"BasicRoute",
"MeshName"
]
}
},
"VirtualRouterName": {
"Description": "Name of the VirtualRouter",
"Value": {
"Fn::GetAtt": [
"BasicRoute",
"VirtualRouterName"
]
}
},
"Arn": {
"Description": "Arn of the Route created",
"Value": {
"Fn::GetAtt": [
"BasicRoute",
"Arn"
]
}
},
"Uid": {
"Description": "Uid of the Route created",
"Value": {
"Fn::GetAtt": [
"Basic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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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Uid"

YAML
Description: "Basic Test Route"
Resources:
BasicRoute:
Type: "AWS::AppMesh::Route"
Properties:
RouteName: "TestRoute"
MeshName: !ImportValue TestMeshName
VirtualRouterName: !ImportValue TestVirtualRouterName1
Spec:
HttpRoute:
Match:
Prefix: "routePrefix"
Action:
WeightedTargets:
- VirtualNode: !ImportValue TestVirtualNodeName1
Weight: 10
- VirtualNode: !ImportValue TestVirtualNodeName2
Weight: 20
Tags:
- Key: "Key1"
Value: "Value1"
- Key: "Key2"
Value: "Value2"
Outputs:
RouteName:
Description: Name of the Route
Value:
Fn::GetAtt:
- BasicRoute
- RouteName
MeshName:
Description: Name of the Mesh
Value:
Fn::GetAtt:
- BasicRoute
- MeshName
VirtualRouterName:
Description: Name of the VirtualRouter
Value:
Fn::GetAtt:
- BasicRoute
- VirtualRouterName
Arn:
Description: Arn of the Route created
Value:
Fn::GetAtt:
- BasicRoute
- Arn
Uid:
Description: Uid of the Route created
Value:
Fn::GetAtt:
- BasicRoute
- 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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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WS App Mesh 사용 설명서 의 라우팅.
• AWS App Mesh API 참조의 CreateRoute.

AWS::AppMesh::Route Duration
기간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Unit" : String,
"Value" : Integer

YAML
Unit: String
Value: Integer

Properties
Unit
시간 단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시간 단위 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Route GrpcRetryPolicy
재시도 정책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하나 이상의 RetryEvents 유형에 대해 하나 이상의 값
(maxRetries에 대한 값과 perRetryTimeout에 대한 값)을 지정합니다. httpRetryEvents의 servererror 및 gateway-error에는 Envoy reset 정책이 포함됩니다. reset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nvoy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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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GrpcRetryEvents" : [ String, ... ],
"HttpRetryEvents" : [ String, ... ],
"MaxRetries" : Integer,
"PerRetryTimeout" : Duration (p. 1120),
"TcpRetryEvents" : [ String, ... ]

YAML
GrpcRetryEvents:
- String
HttpRetryEvents:
- String
MaxRetries: Integer
PerRetryTimeout:
Duration (p. 1120)
TcpRetryEvents:
- String

Properties
GrpcRetryEvents
유효한 값을 하나 이상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RetryEvents
다음 값 중 하나 이상을 지정합니다.
• server-error – HTTP 상태 코드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10, 511
• gateway-error – HTTP 상태 코드 502, 503, 504
• client-error – HTTP 상태 코드 409
• stream-error – 거부된 스트림 재시도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Retries
최대 재시도 횟수.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RetryTimeout
각 재시도의 제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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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Duration (p. 11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cpRetryEvents
유효한 값을 지정합니다. 이벤트는 요청 처리가 시작되기 전에 업스트림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Route GrpcRoute
gRPC 라우팅 유형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 : GrpcRouteAction (p. 1123),
"Match" : GrpcRouteMatch (p. 1123),
"RetryPolicy" : GrpcRetryPolicy (p. 1120),
"Timeout" : GrpcTimeout (p. 1127)

YAML
Action:
GrpcRouteAction (p. 1123)
Match:
GrpcRouteMatch (p. 1123)
RetryPolicy:
GrpcRetryPolicy (p. 1120)
Timeout:
GrpcTimeout (p. 1127)

Properties
Action
일치가 결정될 경우 수행할 작업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GrpcRouteAction (p. 11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tch
요청 일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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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GrpcRouteMatch (p. 11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ryPolicy
재시도 정책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rpcRetryPolicy (p. 11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
제한 시간 유형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rpcTimeout (p. 11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Route GrpcRouteAction
일치가 결정될 경우 수행할 작업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WeightedTargets" : [ WeightedTarget (p. 1141), ... ]

YAML
WeightedTargets:
- WeightedTarget (p. 1141)

Properties
WeightedTargets
요청이 경로와 일치할 때 트래픽이 라우팅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WeightedTarget (p. 114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Route GrpcRouteMatch
요청 일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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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etadata" : [ GrpcRouteMetadata (p. 1124), ... ],
"MethodName" : String,
"ServiceName" : String

YAML
Metadata:
- GrpcRouteMetadata (p. 1124)
MethodName: String
ServiceName: String

Properties
Metadata
요청에서 일치시킬 데이터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rpcRouteMetadata (p. 112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hodName
요청에서 일치시킬 메서드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serviceName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Name
요청과 일치시킬 서비스의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Route GrpcRouteMetadata
라우팅에 대한 일치 메타 데이터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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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rt" : Boolean,
"Match" : GrpcRouteMetadataMatchMethod (p. 1125),
"Name" : String

YAML
Invert: Boolean
Match:
GrpcRouteMetadataMatchMethod (p. 1125)
Name: String

Properties
Invert
일치 조건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일치하도록 True을 지정합니다. 기본 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tch
요청에서 일치시킬 데이터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rpcRouteMetadataMatchMethod (p. 11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라우팅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Route GrpcRouteMetadataMatchMethod
일치 메서드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일치 값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 : String,
"Prefix" : String,
"Range" : MatchRange (p. 1136),
"Regex" : String,
"Suffix"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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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Exact: String
Prefix: String
Range:
MatchRange (p. 1136)
Regex: String
Suffix: String

Properties
Exact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값이 지정된 값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값이 지정된 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nge
일치시킬 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tchRange (p. 11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ex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값이 지정된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ffix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값이 지정된 문자로 끝나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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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pMesh::Route GrpcTimeout
제한 시간 유형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le" : Duration (p. 1120),
"PerRequest" : Duration (p. 1120)

YAML
Idle:
Duration (p. 1120)
PerRequest:
Duration (p. 1120)

Properties
Idle
유휴 제한 시간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유휴 제한 시간은 연결이 유휴 상태일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합니
다. 기본값은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uration (p. 11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Request
요청당 제한 시간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기본 값은 15초입니다. 제한 시간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 대화
의 각 App Mesh 리소스에 대해 높은 값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 노드 백엔드가
가상 라우터 공급자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 노드로 라우팅하는 경우, 원본 및 대상 가상 노드와 라우팅의
제한 시간은 15초보다 커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uration (p. 11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Route HeaderMatchMethod
요청에서 전송된 헤더 값과 일치할 메서드 및 값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일치 메서드를 1개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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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 : String,
"Prefix" : String,
"Range" : MatchRange (p. 1136),
"Regex" : String,
"Suffix" : String

YAML
Exact: String
Prefix: String
Range:
MatchRange (p. 1136)
Regex: String
Suffix: String

Properties
Exact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값이 지정된 값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값이 지정된 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nge
일치시킬 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tchRange (p. 11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ex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값이 지정된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ffix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값이 지정된 문자로 끝나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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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Route HttpPathMatch
요청에서 일치할 경로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act" : String,
"Regex" : String

YAML
Exact: String
Regex: String

Properties
Exact
일치에 사용할 정확한 경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ex
경로 일치에 사용되는 정규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Route HttpQueryParameterMatch
일치할 쿼리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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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Exact: String

Properties
Exact
일치에 사용할 정확한 쿼리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Route HttpRetryPolicy
재시도 정책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하나 이상의 RetryEvents 유형에 대해 하나 이상의 값
(maxRetries에 대한 값과 perRetryTimeout에 대한 값)을 지정합니다. httpRetryEvents의 servererror 및 gateway-error에는 Envoy reset 정책이 포함됩니다. reset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nvoy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ttpRetryEvents" : [ String, ... ],
"MaxRetries" : Integer,
"PerRetryTimeout" : Duration (p. 1120),
"TcpRetryEvents" : [ String, ... ]

YAML
HttpRetryEvents:
- String
MaxRetries: Integer
PerRetryTimeout:
Duration (p. 1120)
TcpRetryEvents:
- String

Properties
HttpRetryEvents
다음 값 중 하나 이상을 지정합니다.
• server-error – HTTP 상태 코드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10, 511
• gateway-error – HTTP 상태 코드 502, 503, 504
• client-error – HTTP 상태 코드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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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am-error – 거부된 스트림 재시도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Retries
최대 재시도 횟수.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RetryTimeout
각 재시도의 제한 시간입니다.
Required: 예
Type: Duration (p. 11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cpRetryEvents
유효한 값을 지정합니다. 이벤트는 요청 처리가 시작되기 전에 업스트림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Route HttpRoute
HTTP 또는 HTTP/2 라우팅 유형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 : HttpRouteAction (p. 1132),
"Match" : HttpRouteMatch (p. 1134),
"RetryPolicy" : HttpRetryPolicy (p. 1130),
"Timeout" : HttpTimeout (p. 1135)

YAML
Action:
HttpRouteAction (p. 1132)
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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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outeMatch (p. 1134)
RetryPolicy:
HttpRetryPolicy (p. 1130)
Timeout:
HttpTimeout (p. 1135)

Properties
Action
일치가 결정될 경우 수행할 작업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HttpRouteAction (p. 11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tch
요청 일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HttpRouteMatch (p. 113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ryPolicy
재시도 정책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RetryPolicy (p. 11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
제한 시간 유형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Timeout (p. 11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Route HttpRouteAction
일치가 결정될 경우 수행할 작업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WeightedTargets" : [ WeightedTarget (p. 1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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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WeightedTargets:
- WeightedTarget (p. 1141)

Properties
WeightedTargets
요청이 경로와 일치할 때 트래픽이 라우팅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WeightedTarget (p. 114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Route HttpRouteHeader
요청의 HTTP 헤더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vert" : Boolean,
"Match" : HeaderMatchMethod (p. 1127),
"Name" : String

YAML
Invert: Boolean
Match:
HeaderMatchMethod (p. 1127)
Name: String

Properties
Invert
일치 조건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일치하도록 True을 지정합니다. 기본 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tch
HeaderMatchMethod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eaderMatchMethod (p.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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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클라이언트 요청에서 일치시킬 HTTP 헤더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Route HttpRouteMatch
가상 라우터에 대한 HTTP 요청과 일치하는 라우팅에 대한 요구 사항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eaders" : [ HttpRouteHeader (p. 1133), ... ],
"Method" : String,
"Path" : HttpPathMatch (p. 1129),
"Prefix" : String,
"QueryParameters" : [ QueryParameter (p. 1137), ... ],
"Scheme" : String

YAML
Headers:
- HttpRouteHeader (p. 1133)
Method: String
Path:
HttpPathMatch (p. 1129)
Prefix: String
QueryParameters:
- QueryParameter (p. 1137)
Scheme: String

Properties
Headers
일치시킬 클라이언트 요청 헤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RouteHeader (p. 113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hod
일치시킬 클라이언트 요청 메서드입니다. 하나만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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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h
일치에 사용할 클라이언트 요청 경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PathMatch (p. 11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요청과 일치시킬 경로를 지정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항상 /로 시작하며, 모든 요청과 가상 서비스 이름
을 일치시킵니다. 요청의 경로 기반 라우팅에 대해 일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 서비스 이
름이 my-service.local이고 라우팅을 my-service.local/metrics에 대한 요청과 일치시키려
면 접두사가 /metrics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Parameters
일치에 사용할 클라이언트 요청 쿼리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QueryParameter (p. 113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me
일치시킬 클라이언트 요청 체계입니다. 하나만 지정하십시오. HTTP2 라우팅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Route HttpTimeout
제한 시간 유형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le" : Duration (p. 1120),
"PerRequest" : Duration (p. 1120)

YAML
I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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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p. 1120)
PerRequest:
Duration (p. 1120)

Properties
Idle
유휴 제한 시간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유휴 제한 시간은 연결이 유휴 상태일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합니
다. 기본값은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uration (p. 11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Request
요청당 제한 시간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기본 값은 15초입니다. 제한 시간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 대화
의 각 App Mesh 리소스에 대해 높은 값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 노드 백엔드가
가상 라우터 공급자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 노드로 라우팅하는 경우, 원본 및 대상 가상 노드와 라우팅의
제한 시간은 15초보다 커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uration (p. 11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Route MatchRange
일치시킬 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범위의 첫 번째 문자는 범위에 포함되지만 마지막 문자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된 범위가 1~100이라면 값 1~99만 일치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 : Integer,
"Start" : Integer

YAML
End: Integer
Start: Integer

Properties
End
범위의 끝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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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rt
범위의 시작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Route QueryParameter
요청의 쿼리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tch" : HttpQueryParameterMatch (p. 1129),
"Name" : String

YAML
Match:
HttpQueryParameterMatch (p. 1129)
Name: String

Properties
Match
일치에 사용할 쿼리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QueryParameterMatch (p. 11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일치에 사용할 쿼리 파라미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Route RouteSpec
라우팅 사양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하나의 라우팅 유형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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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rpcRoute" : GrpcRoute (p. 1122),
"Http2Route" : HttpRoute (p. 1131),
"HttpRoute" : HttpRoute (p. 1131),
"Priority" : Integer,
"TcpRoute" : TcpRoute (p. 1139)

YAML
GrpcRoute:
GrpcRoute (p. 1122)
Http2Route:
HttpRoute (p. 1131)
HttpRoute:
HttpRoute (p. 1131)
Priority: Integer
TcpRoute:
TcpRoute (p. 1139)

Properties
GrpcRoute
gRPC 라우팅의 사양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rpcRoute (p. 112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2Route
HTTP/2 라우팅의 사양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Route (p. 113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Route
HTTP 라우팅의 사양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Route (p. 113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ority
경로에 대한 우선 순위입니다. 경로는 지정된 값을 기준으로 일치되며, 0이 가장 높은 우선 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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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cpRoute
TCP 라우팅의 사양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cpRoute (p. 113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Route TcpRoute
TCP 라우팅 유형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 : TcpRouteAction (p. 1140),
"Timeout" : TcpTimeout (p. 1140)

YAML
Action:
TcpRouteAction (p. 1140)
Timeout:
TcpTimeout (p. 1140)

Properties
Action
매칭이 정의된 경우 수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예
Type: TcpRouteAction (p. 114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
제한 시간 유형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cpTimeout (p. 114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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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pMesh::Route TcpRouteAction
일치가 결정될 경우 수행할 작업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WeightedTargets" : [ WeightedTarget (p. 1141), ... ]

YAML
WeightedTargets:
- WeightedTarget (p. 1141)

Properties
WeightedTargets
요청이 경로와 일치할 때 트래픽이 라우팅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WeightedTarget (p. 114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Route TcpTimeout
제한 시간 유형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le" : Duration (p. 1120)

YAML
Idle:
Duration (p. 1120)

Properties
Idle
유휴 제한 시간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유휴 제한 시간은 연결이 유휴 상태일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합니
다. 기본값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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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Duration (p. 11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Route WeightedTarget
대상 및 상대 가중치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트래픽은 해당 상대적 가중치에 따라 대상에 배포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 가중치가 50인 대상은 상대적 가중치가 10인 대상보다 트래픽을 5배 많이 수신합니다. 모든 대
상의 가중치 총합은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irtualNode" : String,
"Weight" : Integer

YAML
VirtualNode: String
Weight: Integer

Properties
VirtualNode
가중 대상과 연결할 가상 노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ight
가중 대상의 상대적 가중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가상 게이트웨이를 생성합니다.
가상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 메시 외부의 리소스가 메시 내부에 있는 리소스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가상 게
이트웨이는 Amazon ECS 태스크, Kubernetes 서비스 또는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Envoy 프
록시를 나타냅니다.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실행되는 Envoy를 나타내는 가상 노드와 달리 가상 게이트웨이는
자체적으로 배포된 Envoy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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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게이트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상 게이트웨이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pMesh::VirtualGateway",
"Properties" : {
"MeshName" : String,
"MeshOwner" : String,
"Spec" : VirtualGatewaySpec (p. 1161),
"Tags" : [ Tag, ... ],
"VirtualGatewayName" : String
}

YAML
Type: AWS::AppMesh::VirtualGateway
Properties:
MeshName: String
MeshOwner: String
Spec:
VirtualGatewaySpec (p. 1161)
Tags:
- Tag
VirtualGatewayName: String

Properties
MeshName
가상 게이트웨이가 상주하는 서비스 메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eshOwner
서비스 메시 소유자의 AWS IAM 계정 ID입니다. 계정 ID가 사용자 고유의 ID가 아닌 경우, 사용자 계정
과 메시를 공유한 계정의 ID입니다. 메시 공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유 메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pec
가상 게이트웨이의 사양입니다.
Required: 예
Type: VirtualGatewaySpec (p. 116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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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범주화 및 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상 게이트웨이에 적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선택 사항)입니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태그 키의 문자 길이는 최대 128자일 수 있
으며 태그 값의 길이는 최대 256자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rtualGatewayName
가상 게이트웨이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ARN. 예:
{ "Ref": "myVirtualGateway" }
AWS::AppMesh::VirtualGateway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
에 전달하면 이 함수는 게이트웨이 라우팅 ARN(예: arn:aws:appmesh:useast-1:555555555555:virtualGateway/myVirtualGateway )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가상 게이트웨이의 전체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MeshName
가상 게이트웨이가 상주하는 서비스 메시의 이름입니다.
MeshOwner
서비스 메시 소유자의 AWS IAM 계정 ID입니다. 계정 ID가 사용자 고유의 ID가 아닌 경우, 사용자 계정
과 메시를 공유한 계정의 ID입니다. 메시 공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유 메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ResourceOwner
리소스 소유자의 AWS IAM 계정 ID입니다. 계정 ID가 사용자 ID가 아닌 경우, 메시 소유자 또는 메시를
공유하는 다른 계정의 ID입니다. 메시 공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유 메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Uid
가상 게이트웨이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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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GatewayName
가상 게이트웨이의 이름입니다.

참고 항목
• AWS App Mesh 사용 설명서 의 가상 게이트웨이.
• AWS App Mesh API 참조 의 CreateVirtualGateway.

AWS::AppMesh::VirtualGateway SubjectAlternativeNameMatchers
피어 전송 계층 보안(TLS) 인증서의 주체 대체 이름과 일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를 나타내는 객체입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act" : [ String, ... ]

YAML
Exact:
- String

Properties
Exact
전송된 값은 지정된 값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SubjectAlternativeNames
인증서로 보호되는 주체 대체 이름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tch" : SubjectAlternativeNameMatchers (p.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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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Match:
SubjectAlternativeNameMatchers (p. 1144)

Properties
Match
SAN 일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SubjectAlternativeNameMatchers (p. 114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AccessLog
가상 게이트웨이에 대한 액세스 로그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le" : VirtualGatewayFileAccessLog (p. 1149)

YAML
File:
VirtualGatewayFileAccessLog (p. 1149)

Properties
File
가상 게이트웨이 액세스 로그를 전송할 파일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FileAccessLog (p. 114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BackendDefaults
백엔드의 기본 속성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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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lientPolicy" : VirtualGatewayClientPolicy (p. 1146)

YAML
ClientPolicy:
VirtualGatewayClientPolicy (p. 1146)

Properties
ClientPolicy
클라이언트 정책을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ClientPolicy (p. 11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ClientPolicy
클라이언트 정책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LS" : VirtualGatewayClientPolicyTls (p. 1146)

YAML
TLS:
VirtualGatewayClientPolicyTls (p. 1146)

Properties
TLS
전송 계층 보안(TLS) 클라이언트 정책을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ClientPolicyTls (p. 11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ClientPolicyTls
전송 계층 보안(TLS) 클라이언트 정책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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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 : VirtualGatewayClientTlsCertificate (p. 1148),
"Enforce" : Boolean,
"Ports" : [ Integer, ... ],
"Validation" :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 (p. 1162)

YAML
Certificate:
VirtualGatewayClientTlsCertificate (p. 1148)
Enforce: Boolean
Ports:
- Integer
Validation: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 (p. 1162)

Properties
Certificate
가상 게이트웨이 클라이언트의 전송 계층 보안(TLS)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ClientTlsCertificate (p. 11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force
정책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값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s
정책이 적용되는 하나 이상의 포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idation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예
Type: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 (p. 116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114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pp Mesh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ClientTlsCertificate
가상 게이트웨이 클라이언트의 전송 계층 보안(TLS)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le" : VirtualGatewayListenerTlsFileCertificate (p. 1157),
"SDS" : VirtualGatewayListenerTlsSdsCertificate (p. 1158)

YAML
File:
VirtualGatewayListenerTlsFileCertificate (p. 1157)
SDS:
VirtualGatewayListenerTlsSdsCertificate (p. 1158)

Properties
File
로컬 파일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인증서는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프록시 권한 부여
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송 계층 보안(TLS)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ListenerTlsFileCertificate (p. 115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DS
가상 게이트웨이 클라이언트의 비밀 검색 서비스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ListenerTlsSdsCertificate (p. 115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ConnectionPool
가상 게이트웨이 연결 풀의 유형을 나타내는 개체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프로토콜만 사용되며 포트 매핑에서 선택한 프로토콜과 동일한 프로토콜이어야 합니다.
maxPendingRequests 기본값이 없는 경우 2147483647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PI 버전 2010-05-15
114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pp Mesh

}

"GRPC" : VirtualGatewayGrpcConnectionPool (p. 1150),
"HTTP" : VirtualGatewayHttpConnectionPool (p. 1153),
"HTTP2" : VirtualGatewayHttp2ConnectionPool (p. 1152)

YAML
GRPC:
VirtualGatewayGrpcConnectionPool (p. 1150)
HTTP:
VirtualGatewayHttpConnectionPool (p. 1153)
HTTP2:
VirtualGatewayHttp2ConnectionPool (p. 1152)

Properties
GRPC
연결 풀의 유형을 나타내는 개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GrpcConnectionPool (p. 11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
연결 풀의 유형을 나타내는 개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HttpConnectionPool (p. 11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2
연결 풀의 유형을 나타내는 개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Http2ConnectionPool (p. 115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FileAccessLog
액세스 로그 파일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th"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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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Path: String

Properties
Path
액세스 로그를 쓸 파일 경로입니다. /dev/stdout을 사용하여 액세스 로그를 표준 출력으로 전송하
고, Envoy 컨테이너가 로그 드라이버(예: awslogs)를 사용하도록 구성하여 액세스 로그를 Amazon
CloudWatch Logs와 같은 스토리지 서비스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Envoy 컨테이너의 파일 시스템의 경
로를 지정하여 디스크에 파일을 쓸 수도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GrpcConnectionPool
연결 풀의 유형을 나타내는 개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Requests" : Integer

YAML
MaxRequests: Integer

Properties
MaxRequests
업스트림 클러스터의 호스트 간에 Envoy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진행 요청 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HealthCheckPolicy
가상 게이트웨이의 리스너에 대한 상태 확인 정책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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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HealthyThreshold" : Integer,
"IntervalMillis" : Integer,
"Path" : String,
"Port" : Integer,
"Protocol" : String,
"TimeoutMillis" : Integer,
"UnhealthyThreshold" : Integer

YAML
HealthyThreshold: Integer
IntervalMillis: Integer
Path: String
Port: Integer
Protocol: String
TimeoutMillis: Integer
UnhealthyThreshold: Integer

Properties
HealthyThreshold
리스너를 정상으로 선언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연속적인 상태 확인 성공 횟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rvalMillis
각 상태 확인 실행 간의 시간(밀리초)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h
상태 확인 요청에 대한 대상 경로입니다. 이 값은 지정된 프로토콜이 HTTP 또는 HTTP/2인 경우에만 사
용됩니다. 다른 프로토콜의 경우 이 값은 무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상태 확인 요청에 대한 대상 포트입니다. 이 포트는 리스너의 PortMapping에 정의된 포트와 일치해야 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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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
상태 확인 요청에 대한 프로토콜입니다. grpc을 지정하면 서비스는 GRPC 상태 확인 프로토콜을 준수
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Millis
상태 확인부터 응답 수신까지 기다리는 시간(밀리초)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healthyThreshold
가상 게이트웨이를 비정상으로 선언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연속적인 상태 확인 실패 횟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Http2ConnectionPool
연결 풀의 유형을 나타내는 개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Requests" : Integer

YAML
MaxRequests: Integer

Properties
MaxRequests
업스트림 클러스터의 호스트 간에 Envoy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진행 요청 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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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HttpConnectionPool
연결 풀의 유형을 나타내는 개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Connections" : Integer,
"MaxPendingRequests" : Integer

YAML
MaxConnections: Integer
MaxPendingRequests: Integer

Properties
MaxConnections
업스트림 클러스터의 모든 호스트와 Envoy가 동시에 설정할 수 있는 아웃바운드 TCP 연결의 최대 수입
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PendingRequests
max_connections Envoy가 업스트림 클러스터에 대기한 후 오버플로되는 요청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Listener
가상 게이트웨이에 대한 리스너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onnectionPool" : VirtualGatewayConnectionPool (p. 1148),
"HealthCheck" : VirtualGatewayHealthCheckPolicy (p. 1150),
"PortMapping" : VirtualGatewayPortMapping (p. 1160),
"TLS" : VirtualGatewayListenerTls (p.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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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ConnectionPool:
VirtualGatewayConnectionPool (p. 1148)
HealthCheck:
VirtualGatewayHealthCheckPolicy (p. 1150)
PortMapping:
VirtualGatewayPortMapping (p. 1160)
TLS:
VirtualGatewayListenerTls (p. 1154)

Properties
ConnectionPool
리스너에 대한 접속 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ConnectionPool (p. 11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lthCheck
리스너에 대한 상태 검사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HealthCheckPolicy (p. 11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Mapping
리스너에 대한 포트 매핑 정보입니다.
Required: 예
Type: VirtualGatewayPortMapping (p. 11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LS
리스너에 대한 전송 계층 보안(TLS) 속성을 나타내는 객체의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ListenerTls (p. 115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ListenerTls
리스너에 대한 전송 계층 보안(TLS) 속성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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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ertificate" : VirtualGatewayListenerTlsCertificate (p. 1156),
"Mode" : String,
"Validation" : VirtualGatewayListenerTlsValidationContext (p. 1158)

YAML
Certificate:
VirtualGatewayListenerTlsCertificate (p. 1156)
Mode: String
Validation:
VirtualGatewayListenerTlsValidationContext (p. 1158)

Properties
Certificate
전송 계층 보안(TLS)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VirtualGatewayListenerTlsCertificate (p. 11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de
다음 모드 중 하나를 지정하십시오.
• STRACT — 리스너는 TLS가 활성화된 연결만 허용합니다.
• PERMISSIVE — 리스너는 TLS 활성화 여부와 상관없이 연결을 허용합니다.
• DISABLED — 리스너는 TLS가 없는 연결만 허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idation
가상 게이트웨이 리스너의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ListenerTlsValidationContext (p. 115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ListenerTlsAcmCertificate
AWS Certificate Manager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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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ertificateArn" : String

YAML
CertificateArn: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Arn
인증서에 대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인증서는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프록시 권
한 부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LS(전송 계층 보안)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ListenerTlsCertificate
리스너의 전송 계층 보안(TLS)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M" : VirtualGatewayListenerTlsAcmCertificate (p. 1155),
"File" : VirtualGatewayListenerTlsFileCertificate (p. 1157),
"SDS" : VirtualGatewayListenerTlsSdsCertificate (p. 1158)

YAML
ACM:
VirtualGatewayListenerTlsAcmCertificate (p. 1155)
File:
VirtualGatewayListenerTlsFileCertificate (p. 1157)
SDS:
VirtualGatewayListenerTlsSdsCertificate (p. 1158)

Properties
ACM
AWS Certificate Manager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ListenerTlsAcmCertificate (p.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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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
로컬 파일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ListenerTlsFileCertificate (p. 115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DS
가상 게이트웨이 리스너의 비밀 검색 서비스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ListenerTlsSdsCertificate (p. 115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ListenerTlsFileCertificate
로컬 파일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인증서는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프록시 권한 부여를 활
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LS(전송 계층 보안)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Chain" : String,
"PrivateKey" : String

YAML
CertificateChain: String
PrivateKey: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Chain
인증서의 인증서 체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vateKey
프록시가 실행 중인 메시 엔드포인트의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인증서의 프라이빗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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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ListenerTlsSdsCertificate
가상 게이트웨이 리스너의 비밀 검색 서비스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Unix 도메인 소켓을 통해 로컬
SDS 공급자로 프록시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 MeshTLS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cretName" : String

YAML
SecretName: String

Properties
SecretName
전송 계층 보안(TLS) 자료(예: 인증서 또는 인증서 체인)를 제시하는 비밀 검색 서비스 공급자가 요청한
암호의 이름을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ListenerTlsValidationContext
가상 게이트웨이 리스너의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ubjectAlternativeNames" : SubjectAlternativeNames (p. 1144),
"Trust" : VirtualGatewayListenerTlsValidationContextTrust (p. 1159)

YAML
SubjectAlternativeNames:
SubjectAlternativeNames (p. 1144)
Trust:
VirtualGatewayListenerTlsValidationContextTrust (p. 1159)

API 버전 2010-05-15
115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pp Mesh

Properties
SubjectAlternativeNames
가상 게이트웨이 리스너의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에 대한 SAN을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ubjectAlternativeNames (p. 114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ust
피어의 전송 계층 보안(TLS) 인증서 유효성을 검사할 때 신뢰 체인을 검색할 위치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예
Type: VirtualGatewayListenerTlsValidationContextTrust (p. 115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ListenerTlsValidationContextTrust
가상 게이트웨이 리스너의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le" :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FileTrust (p. 1163),
"SDS" :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SdsTrust (p. 1164)

YAML
File: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FileTrust (p. 1163)
SDS: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SdsTrust (p. 1164)

Properties
File
로컬 파일에 대한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FileTrust (p. 11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DS
가상 게이트웨이 리스너의 전송 계층 보안(TLS) 비밀 검색 서비스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내
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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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SdsTrust (p. 11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Logging
로깅 정보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essLog" : VirtualGatewayAccessLog (p. 1145)

YAML
AccessLog:
VirtualGatewayAccessLog (p. 1145)

Properties
AccessLog
액세스 로그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AccessLog (p. 114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PortMapping
포트 매핑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ort" : Integer,
"Protocol" : String

YAML
Port: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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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String

Properties
Port
포트 매핑에 사용되는 포트입니다. 프로토콜을 하나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
포트 매핑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Spec
서비스 메시 리소스의 사양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ackendDefaults" : VirtualGatewayBackendDefaults (p. 1145),
"Listeners" : [ VirtualGatewayListener (p. 1153), ... ],
"Logging" : VirtualGatewayLogging (p. 1160)

YAML
BackendDefaults:
VirtualGatewayBackendDefaults (p. 1145)
Listeners:
- VirtualGatewayListener (p. 1153)
Logging:
VirtualGatewayLogging (p. 1160)

Properties
BackendDefaults
백엔드의 기본값을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BackendDefaults (p. 114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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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ers
메시 엔드포인트가 인바운드 트래픽을 수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너입니다. 리스너를 하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VirtualGatewayListener (p. 115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ing
로깅 정보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Logging (p. 11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ubjectAlternativeNames" : SubjectAlternativeNames (p. 1144),
"Trust" :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Trust (p. 1164)

YAML
SubjectAlternativeNames:
SubjectAlternativeNames (p. 1144)
Trust: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Trust (p. 1164)

Properties
SubjectAlternativeNames
가상 게이트웨이 리스너의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에 대한 SAN을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ubjectAlternativeNames (p. 114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ust
피어의 전송 계층 보안(TLS) 인증서 유효성을 검사할 때 신뢰 체인을 검색할 위치에 대한 참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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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Trust (p. 11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AcmTrust
AWS Certificate Manager 인증서에 대한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내는 객체
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AuthorityArns" : [ String, ... ]

YAML
CertificateAuthorityArns:
-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s
하나 이상의 ACM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FileTrust
로컬 파일에 대한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Chain" : String

YAML
CertificateChai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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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ertificateChain
프록시가 실행 중인 가상 노드의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인증서의 인증서 신뢰 체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SdsTrust
가상 게이트웨이 리스너의 전송 계층 보안(TLS) 비밀 검색 서비스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프록시는 Unix 도메인 소켓을 통해 로컬 SDS 공급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
Mesh TLS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cretName" : String

YAML
SecretName: String

Properties
SecretName
가상 게이트웨이의 전송 계층 보안(TLS) 비밀 검색 서비스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에 대한 비밀 이름
을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Trust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CM" :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AcmTrust (p.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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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FileTrust (p. 1163),
"SDS" :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SdsTrust (p. 1164)

YAML
ACM: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AcmTrust (p. 1163)
File: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FileTrust (p. 1163)
SDS: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SdsTrust (p. 1164)

Properties
ACM
AWS Certificate Manager 인증서에 대한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AcmTrust (p. 11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
로컬 파일에 대한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FileTrust (p. 11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DS
가상 게이트웨이의 전송 계층 보안(TLS) 비밀 검색 서비스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내는 객체
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SdsTrust (p. 11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서비스 메시 내에 가상 노드를 생성합니다.
가상 노드는 Amazon ECS 서비스 또는 Kubernetes 배포와 같은 특정 태스크 그룹에 대한 논리 포인터 역할
을 합니다. 가상 노드를 생성할 때 작업 그룹에 대한 서비스 검색 정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작업 그룹에서 실
행 중인 프록시가 TLS(전송 계층 보안)를 사용하여 다른 프록시와 통신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상 노드에서 예상되는 모든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listener를 정의합니다. 가상 노드에서 통신할 것으
로 예상되는 모든 가상 서비스는 backend로 지정됩니다.
새로운 가상 노드에 대한 응답 메타 데이터에는 가상 노드와 연결된 arn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값을 전체
ARN(예: arn:aws:appmesh:us-west-2:123456789012:myMesh/default/virtualNode/my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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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정하세요. 작업 정의 또는 포드(pod) 사양에서 해당 작업 그룹의 Envoy 프록시 컨테이너에 대한
APPMESH_RESOURCE_ARN 환경 변수입니다. 그러면 node.id 및 node.cluster Envoy 파라미터로 매핑
됩니다.

Note
기본적으로 App Mesh는 Envoy가 지표 및 트레이스에서 자신을 참조할
때 APPMESH_RESOURCE_ARN에서 지정한 리소스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APPMESH_RESOURCE_CLUSTER 환경 변수를 사용자 고유의 이름으로 설정하여 이 동작을 재정의
할 수 있습니다.
가상 노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상 노드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변수를 설정할 때는 Envoy 이미지
1.15.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App Mesh Envoy 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App Mesh 사용
설명서에서 Envoy 이미지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pMesh::VirtualNode",
"Properties" : {
"MeshName" : String,
"MeshOwner" : String,
"Spec" : VirtualNodeSpec (p. 1201),
"Tags" : [ Tag, ... ],
"VirtualNodeName" : String
}

YAML
Type: AWS::AppMesh::VirtualNode
Properties:
MeshName: String
MeshOwner: String
Spec:
VirtualNodeSpec (p. 1201)
Tags:
- Tag
VirtualNodeName: String

Properties
MeshName
가상 노드를 생성할 서비스 메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eshOwner
서비스 메시 소유자의 AWS IAM 계정 ID입니다. 계정 ID가 사용자 고유의 ID가 아닌 경우, 지정한 계정
이 사용자 계정과 메시를 공유해야 서비스 메시에서 리소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메시 공유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공유 메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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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pec
적용할 가상 노드 사양입니다.
Required: 예
Type: VirtualNodeSpec (p. 12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범주화 및 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상 노드에 적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선택 사항)입니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태그 키의 문자 길이는 최대 128자일 수 있으며 태
그 값의 길이는 최대 256자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rtualNodeName
가상 노드에 사용할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ARN. 예:
{ "Ref": "myVirtualNode" }
AWS::AppMesh::VirtualNode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Ref 내장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가 가상 노드
ARN(예: arn:aws:appmesh:us-east-1:555555555555:virtualNode/myVirtualNode )을 반환합
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가상 노드의 전체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116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pp Mesh

MeshName
가상 노드가 상주하는 서비스 메시의 이름입니다.
MeshOwner
서비스 메시 소유자의 AWS IAM 계정 ID입니다. 계정 ID가 사용자 고유의 ID가 아닌 경우, 사용자 계정
과 메시를 공유한 계정의 ID입니다. 메시 공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유 메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ResourceOwner
리소스 소유자의 AWS IAM 계정 ID입니다. 계정 ID가 사용자 ID가 아닌 경우, 메시 소유자 또는 메시를
공유하는 다른 계정의 ID입니다. 메시 공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유 메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Uid
가상 노드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VirtualNodeName
가상 노드의 이름입니다.

예제
가상 노드 만들기
이 예제는 두 개의 백엔드를 포함하는 가상 노드 한 개와, 상태 확인 정책을 가진 리스너 한 개를 생성합니다.
또한 파일 경로로 액세스 로그를 전송하고, DNS 서비스 검색을 사용합니다.

JSON
{

"Description": "Basic Test Virtual Node",
"Resources": {
"BasicVirtualNode": {
"Type": "AWS::AppMesh::VirtualNode",
"Properties": {
"VirtualNodeName": "TestVirtualNode",
"MeshName": null,
"Spec": {
"Backends": [
{
"VirtualService": {
"VirtualServiceName": "Backend_1"
}
},
{
"VirtualService": {
"VirtualServiceName": "Backend_2"
}
}
],
"Listeners": [
{
"HealthCheck": {
"HealthyThreshold": 2,
"IntervalMillis": 5000,
"Path": "Path",
"Port": 8080,
"Protocol": "http",
"TimeoutMillis": 2000,
"UnhealthyThreshold": 2
},
"PortMapping": {
"Port": 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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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ocol": "http"

}
],
"ServiceDiscovery": {
"DNS": {
"Hostname": "Hostname"
}
},
"Logging": {
"AccessLog": {
"File": {
"Path": "Path"
}
}
}

}

}

},
"Tags": [
{
"Key": "Key1",
"Value": "Value1"
},
{
"Key": "Key2",
"Value": "Value2"
}
]

},
"Outputs": {
"VirtualNodeName": {
"Description": "Name of the VirtualNode",
"Value": {
"Fn::GetAtt": [
"BasicVirtualNode",
"VirtualNodeName"
]
}
},
"MeshName": {
"Description": "Name of the Mesh",
"Value": {
"Fn::GetAtt": [
"BasicVirtualNode",
"MeshName"
]
}
},
"Arn": {
"Description": "Arn of the VirtualNode created",
"Value": {
"Fn::GetAtt": [
"BasicVirtualNode",
"Arn"
]
}
},
"Uid": {
"Description": "Uid of the VirtualNode created",
"Value": {
"Fn::GetAtt": [
"BasicVirtualNode",
"U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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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Description: "Basic Test Virtual Node"
Resources:
BasicVirtualNode:
Type: "AWS::AppMesh::VirtualNode"
Properties:
VirtualNodeName: "TestVirtualNode"
MeshName: !ImportValue TestMeshName
Spec:
Backends:
- VirtualService:
VirtualServiceName: "Backend_1"
- VirtualService:
VirtualServiceName: "Backend_2"
Listeners:
- HealthCheck:
HealthyThreshold: 2
IntervalMillis: 5000
Path: "Path"
Port: 8080
Protocol: "http"
TimeoutMillis: 2000
UnhealthyThreshold: 2
PortMapping:
Port: 8080
Protocol: "http"
ServiceDiscovery:
DNS:
Hostname: "Hostname"
Logging:
AccessLog:
File:
Path: "Path"
Tags:
- Key: "Key1"
Value: "Value1"
- Key: "Key2"
Value: "Value2"
Outputs:
VirtualNodeName:
Description: Name of the VirtualNode
Value:
Fn::GetAtt:
- BasicVirtualNode
- VirtualNodeName
MeshName:
Description: Name of the Mesh
Value:
Fn::GetAtt:
- BasicVirtualNode
- MeshName
Arn:
Description: Arn of the VirtualNode created
Value:
Fn::GetAtt:
- BasicVirtualNode
- Arn
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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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Uid of the VirtualNode created
Value:
Fn::GetAtt:
- BasicVirtualNode
- Uid

참고 항목
• AWS App Mesh 사용 설명서 의 가상 노드.
• AWS App Mesh API 참조 의 CreateVirtualNode.

AWS::AppMesh::VirtualNode AccessLog
가상 노드에 대한 액세스 로깅 정보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le" : FileAccessLog (p. 1178)

YAML
File:
FileAccessLog (p. 1178)

Properties
File
가상 노드 액세스 로그를 전송할 파일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ileAccessLog (p. 11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AwsCloudMapInstanceAttribute
가상 노드에 대한 AWS Cloud Map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Note
AWS Cloud Map은 eu-south-1 리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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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AWS Cloud Map 서비스 인스턴스 속성 키의 이름입니다. 지정된 키와 값을 포함하는 모든 AWS Cloud
Map 서비스 인스턴스가 반환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AWS Cloud Map 서비스 인스턴스 속성 키의 값입니다. 지정된 키와 값을 포함하는 모든 AWS Cloud
Map 서비스 인스턴스가 반환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AwsCloudMapServiceDiscovery
가상 노드에 대한 AWS Cloud Map 서비스 검색 정보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Note
AWS Cloud Map은 eu-south-1 리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s" : [ AwsCloudMapInstanceAttribute (p. 1171), ... ],
"NamespaceName" : String,
"ServiceName" : String

YAML
Attributes:
- AwsCloudMapInstanceAttribute (p. 1171)
NamespaceName: String
Service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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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ttributes
인스턴스를 등록할 때 지정한 모든 사용자 지정 속성별로 인스턴스를 필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값
이 있는 속성이 포함된 문자열 맵입니다. 지정된 모든 키/값 페어와 일치하는 인스턴스만 반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wsCloudMapInstanceAttribute (p. 1171)의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spaceName
사용할 AWS Cloud Map 네임스페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Name
사용할 AWS Cloud Map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Backend
가상 노드가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백엔드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irtualService" : VirtualServiceBackend (p. 1203)

YAML
VirtualService:
VirtualServiceBackend (p. 1203)

Properties
VirtualService
백엔드로 사용할 가상 서비스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ServiceBackend (p.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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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BackendDefaults
백엔드의 기본 속성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ientPolicy" : ClientPolicy (p. 1174)

YAML
ClientPolicy:
ClientPolicy (p. 1174)

Properties
ClientPolicy
클라이언트 정책을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ientPolicy (p. 117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ClientPolicy
클라이언트 정책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LS" : ClientPolicyTls (p. 1175)

YAML
TLS:
ClientPolicyTls (p. 1175)

Properties
TLS
전송 계층 보안(TLS) 클라이언트 정책을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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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ClientPolicyTls (p. 117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ClientPolicyTls
전송 계층 보안(TLS) 클라이언트 정책을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 : ClientTlsCertificate (p. 1176),
"Enforce" : Boolean,
"Ports" : [ Integer, ... ],
"Validation" : TlsValidationContext (p. 1194)

YAML
Certificate:
ClientTlsCertificate (p. 1176)
Enforce: Boolean
Ports:
- Integer
Validation:
TlsValidationContext (p. 1194)

Properties
Certificate
클라이언트의 TLS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ientTlsCertificate (p. 11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force
정책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값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s
정책이 적용되는 하나 이상의 포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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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idation
TLS 검증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예
Type: TlsValidationContext (p. 119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ClientTlsCertificate
클라이언트의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le" : ListenerTlsFileCertificate (p. 1187),
"SDS" : ListenerTlsSdsCertificate (p. 1188)

YAML
File:
ListenerTlsFileCertificate (p. 1187)
SDS:
ListenerTlsSdsCertificate (p. 1188)

Properties
File
로컬 파일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인증서는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프록시 권한 부여
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송 계층 보안(TLS)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ListenerTlsFileCertificate (p. 118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DS
클라이언트의 TLS 비밀 검색 서비스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istenerTlsSdsCertificate (p. 118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DnsServiceDiscovery
가상 노드에 대한 DNS 서비스 검색 정보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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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ostname" : String,
"ResponseType" : String

YAML
Hostname: String
ResponseType: String

Properties
Hostname
가상 노드에 대한 DNS 서비스 검색 호스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ponseType
가상 노드에 대한 DNS 응답 유형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기간
기간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Unit" : String,
"Value" : Integer

YAML
Unit: String
Value: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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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Unit
시간 단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시간 단위 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FileAccessLog
액세스 로그 파일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th" : String

YAML
Path: String

Properties
Path
액세스 로그를 쓸 파일 경로입니다. /dev/stdout을 사용하여 액세스 로그를 표준 출력으로 전송하
고, Envoy 컨테이너가 로그 드라이버(예: awslogs)를 사용하도록 구성하여 액세스 로그를 Amazon
CloudWatch Logs와 같은 스토리지 서비스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Envoy 컨테이너의 파일 시스템의 경
로를 지정하여 디스크에 파일을 쓸 수도 있습니다.

Note
Envoy 프로세스는 여기서 지정된 경로에 대해 쓰기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권한이 없으면
Envoy가 부트스트랩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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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pMesh::VirtualNode GrpcTimeout
제한 시간 유형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le" : Duration (p. 1177),
"PerRequest" : Duration (p. 1177)

YAML
Idle:
Duration (p. 1177)
PerRequest:
Duration (p. 1177)

Properties
Idle
유휴 제한 시간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유휴 제한 시간은 연결이 유휴 상태일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합니
다. 기본값은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기간 (p. 117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Request
요청당 제한 시간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기본 값은 15초입니다. 제한 시간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 대화
의 각 App Mesh 리소스에 대해 높은 값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 노드 백엔드가
가상 라우터 공급자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 노드로 라우팅하는 경우, 원본 및 대상 가상 노드와 라우팅의
제한 시간은 15초보다 커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기간 (p. 117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HealthCheck
가상 노드의 리스너에 대한 상태 확인 정책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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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yThreshold" : Integer,
"IntervalMillis" : Integer,
"Path" : String,
"Port" : Integer,
"Protocol" : String,
"TimeoutMillis" : Integer,
"UnhealthyThreshold" : Integer

YAML
HealthyThreshold: Integer
IntervalMillis: Integer
Path: String
Port: Integer
Protocol: String
TimeoutMillis: Integer
UnhealthyThreshold: Integer

Properties
HealthyThreshold
리스너를 정상으로 선언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연속적인 상태 확인 성공 횟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rvalMillis
각 상태 확인 실행 간의 시간(밀리초)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h
상태 확인 요청에 대한 대상 경로입니다. 이 값은 지정된 프로토콜이 HTTP 또는 HTTP/2인 경우에만 사
용됩니다. 다른 프로토콜의 경우 이 값은 무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상태 확인 요청에 대한 대상 포트입니다. 이 포트는 리스너의 PortMapping에 정의된 포트와 일치해야 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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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상태 확인 요청에 대한 프로토콜입니다. grpc을 지정하면 서비스는 GRPC 상태 확인 프로토콜을 준수
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Millis
상태 확인부터 응답 수신까지 기다리는 시간(밀리초)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healthyThreshold
가상 노드를 비정상으로 선언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연속적인 상태 확인 실패 횟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HttpTimeout
제한 시간 유형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le" : Duration (p. 1177),
"PerRequest" : Duration (p. 1177)

YAML
Idle:
Duration (p. 1177)
PerRequest:
Duration (p. 1177)

Properties
Idle
유휴 제한 시간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유휴 제한 시간은 연결이 유휴 상태일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합니
다. 기본값은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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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기간 (p. 117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Request
요청당 제한 시간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기본 값은 15초입니다. 제한 시간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 대화
의 각 App Mesh 리소스에 대해 높은 값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 노드 백엔드가
가상 라우터 공급자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 노드로 라우팅하는 경우, 원본 및 대상 가상 노드와 라우팅의
제한 시간은 15초보다 커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기간 (p. 117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Listener
가상 노드에 대한 리스너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nectionPool" : VirtualNodeConnectionPool (p. 1198),
"HealthCheck" : HealthCheck (p. 1179),
"OutlierDetection" : OutlierDetection (p. 1190),
"PortMapping" : PortMapping (p. 1191),
"Timeout" : ListenerTimeout (p. 1183),
"TLS" : ListenerTls (p. 1184)

YAML
ConnectionPool:
VirtualNodeConnectionPool (p. 1198)
HealthCheck:
HealthCheck (p. 1179)
OutlierDetection:
OutlierDetection (p. 1190)
PortMapping:
PortMapping (p. 1191)
Timeout:
ListenerTimeout (p. 1183)
TLS:
ListenerTls (p. 1184)

Properties
ConnectionPool
리스너에 대한 접속 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NodeConnectionPool (p.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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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lthCheck
리스너에 대한 상태 검사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ealthCheck (p. 117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lierDetection
리스너에 대한 특이치 탐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utlierDetection (p. 119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Mapping
리스너에 대한 포트 매핑 정보입니다.
Required: 예
Type: PortMapping (p. 11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
다른 프로토콜에 대한 제한 시간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istenerTimeout (p. 118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LS
리스너에 대한 전송 계층 보안(TLS) 속성을 나타내는 객체의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istenerTls (p. 118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ListenerTimeout
다른 프로토콜에 대한 제한 시간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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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PC" : GrpcTimeout (p. 1179),
"HTTP" : HttpTimeout (p. 1181),
"HTTP2" : HttpTimeout (p. 1181),
"TCP" : TcpTimeout (p. 1194)

YAML
GRPC:
GrpcTimeout (p. 1179)
HTTP:
HttpTimeout (p. 1181)
HTTP2:
HttpTimeout (p. 1181)
TCP:
TcpTimeout (p. 1194)

Properties
GRPC
제한 시간 유형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rpcTimeout (p. 117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
제한 시간 유형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Timeout (p. 118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2
제한 시간 유형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Timeout (p. 118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CP
제한 시간 유형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cpTimeout (p. 119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ListenerTls
리스너에 대한 전송 계층 보안(TLS) 속성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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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 : ListenerTlsCertificate (p. 1186),
"Mode" : String,
"Validation" : ListenerTlsValidationContext (p. 1188)

YAML
Certificate:
ListenerTlsCertificate (p. 1186)
Mode: String
Validation:
ListenerTlsValidationContext (p. 1188)

Properties
Certificate
리스너의 전송 계층 보안(TLS)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예
Type: ListenerTlsCertificate (p. 118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de
다음 모드 중 하나를 지정하십시오.
• STRACT — 리스너는 TLS가 활성화된 연결만 허용합니다.
• PERMISSIVE — 리스너는 TLS 활성화 여부와 상관없이 연결을 허용합니다.
• DISABLED — 리스너는 TLS가 없는 연결만 허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idation
리스너의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istenerTlsValidationContext (p. 118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ListenerTlsAcmCertificate
AWS Certificate Manager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118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pp Mesh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Arn" : String

YAML
CertificateArn: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Arn
인증서에 대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인증서는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프록시 권
한 부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LS(전송 계층 보안)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ListenerTlsCertificate
리스너의 전송 계층 보안(TLS)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M" : ListenerTlsAcmCertificate (p. 1185),
"File" : ListenerTlsFileCertificate (p. 1187),
"SDS" : ListenerTlsSdsCertificate (p. 1188)

YAML
ACM:
ListenerTlsAcmCertificate (p. 1185)
File:
ListenerTlsFileCertificate (p. 1187)
SDS:
ListenerTlsSdsCertificate (p. 1188)

Properties
ACM
AWS Certificate Manager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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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ListenerTlsAcmCertificate (p. 118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
로컬 파일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istenerTlsFileCertificate (p. 118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DS
리스너의 비밀 검색 서비스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istenerTlsSdsCertificate (p. 118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ListenerTlsFileCertificate
로컬 파일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인증서는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프록시 권한 부여를 활
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LS(전송 계층 보안)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Chain" : String,
"PrivateKey" : String

YAML
CertificateChain: String
PrivateKey: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Chain
인증서의 인증서 체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vateKey
프록시가 실행 중인 가상 노드의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인증서의 프라이빗 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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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ListenerTlsSdsCertificate
리스너의 비밀 검색 서비스 인증서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프록시는 Unix 도메인 소켓을 통해 로컬 SDS 공
급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 Mesh TLS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cretName" : String

YAML
SecretName: String

Properties
SecretName
전송 계층 보안(TLS) 자료(예: 인증서 또는 인증서 체인)를 제시하는 비밀 검색 서비스 공급자가 요청한
암호의 이름을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ListenerTlsValidationContext
리스너의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ubjectAlternativeNames" : SubjectAlternativeNames (p. 1193),
"Trust" : ListenerTlsValidationContextTrust (p. 1189)

YAML
SubjectAlternativeN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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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AlternativeNames (p. 1193)
Trust:
ListenerTlsValidationContextTrust (p. 1189)

Properties
SubjectAlternativeNames
리스너의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에 대한 SAN을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ubjectAlternativeNames (p. 11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ust
피어의 전송 계층 보안(TLS) 인증서 유효성을 검사할 때 신뢰 체인을 검색할 위치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예
Type: ListenerTlsValidationContextTrust (p. 118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ListenerTlsValidationContextTrust
리스너의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le" : TlsValidationContextFileTrust (p. 1196),
"SDS" : TlsValidationContextSdsTrust (p. 1196)

YAML
File:
TlsValidationContextFileTrust (p. 1196)
SDS:
TlsValidationContextSdsTrust (p. 1196)

Properties
File
로컬 파일에 대한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lsValidationContextFileTrust (p. 11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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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
리스너의 전송 계층 보안(TLS) 비밀 검색 서비스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
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lsValidationContextSdsTrust (p. 11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Logging
가상 노드에 대한 로깅 정보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essLog" : AccessLog (p. 1171)

YAML
AccessLog:
AccessLog (p. 1171)

Properties
AccessLog
가상 노드에 대한 액세스 로그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cessLog (p. 117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OutlierDetection
가상 노드의 리스너에 대한 특이치 탐지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aseEjectionDuration" : Duration (p. 1177),
"Interval" : Duration (p. 1177),
"MaxEjectionPercent" : Integer,
"MaxServerErrors"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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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BaseEjectionDuration:
Duration (p. 1177)
Interval:
Duration (p. 1177)
MaxEjectionPercent: Integer
MaxServerErrors: Integer

Properties
BaseEjectionDuration
호스트가 꺼지는 기본 시간입니다.
Required: 예
Type: 기간 (p. 117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rval
방출 스윕 분석 사이의 시간 간격입니다.
Required: 예
Type: 기간 (p. 117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EjectionPercent
추출할 수 있는 업스트림 서비스에 대한 로드 밸런싱 풀에 있는 호스트의 최대 백분율입니다. 값에 관계
없이 하나 이상의 호스트를 꺼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ServerErrors
방출에 필요한 연속 5xx 오류의 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PortMapping
가상 노드 또는 가상 라우터 리스너 포트 매핑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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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 : Integer,
"Protocol" : String

YAML
Port: Integer
Protocol: String

Properties
Port
포트 매핑에 사용되는 포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
포트 매핑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http, http2, grpc 또는 tcp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ServiceDiscovery
가상 노드에 대한 서비스 검색 정보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WSCloudMap" : AwsCloudMapServiceDiscovery (p. 1172),
"DNS" : DnsServiceDiscovery (p. 1176)

YAML
AWSCloudMap:
AwsCloudMapServiceDiscovery (p. 1172)
DNS:
DnsServiceDiscovery (p. 1176)

Properties
AWSCloudMap
가상 노드에 대한 AWS Cloud Map 정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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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AwsCloudMapServiceDiscovery (p. 117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NS
가상 노드에 대한 DNS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nsServiceDiscovery (p. 11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SubjectAlternativeNameMatchers
피어 전송 계층 보안(TLS) 인증서의 주체 대체 이름과 일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를 나타내는 객체입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act" : [ String, ... ]

YAML
Exact:
- String

Properties
Exact
전송된 값은 지정된 값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SubjectAlternativeNames
인증서로 보호되는 주체 대체 이름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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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 : SubjectAlternativeNameMatchers (p. 1193)

YAML
Match:
SubjectAlternativeNameMatchers (p. 1193)

Properties
Match
SAN 일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SubjectAlternativeNameMatchers (p. 11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TcpTimeout
제한 시간 유형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le" : Duration (p. 1177)

YAML
Idle:
Duration (p. 1177)

Properties
Idle
유휴 제한 시간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유휴 제한 시간은 연결이 유휴 상태일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합니
다. 기본값은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기간 (p. 117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TlsValidationContext
전송 계층 보안(TLS) 협상 중에 프록시에서 피어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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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ubjectAlternativeNames" : SubjectAlternativeNames (p. 1193),
"Trust" : TlsValidationContextTrust (p. 1197)

YAML
SubjectAlternativeNames:
SubjectAlternativeNames (p. 1193)
Trust:
TlsValidationContextTrust (p. 1197)

Properties
SubjectAlternativeNames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에 대한 SAN을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ubjectAlternativeNames (p. 11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ust
피어의 전송 계층 보안(TLS) 인증서 유효성을 검사할 때 신뢰 체인을 검색할 위치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예
Type: TlsValidationContextTrust (p. 119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TlsValidationContextAcmTrust
AWS Certificate Manager 인증서에 대한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내는 객체
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AuthorityArns" : [ String, ... ]

YAML
CertificateAuthorityArn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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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s
하나 이상의 ACM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TlsValidationContextFileTrust
로컬 파일에 대한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Chain" : String

YAML
CertificateChain: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Chain
프록시가 실행 중인 가상 노드의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인증서의 인증서 신뢰 체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TlsValidationContextSdsTrust
전송 계층 보안(TLS) 비밀 검색 서비스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프록시는 Unix
도메인 소켓을 통해 로컬 SDS 공급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 Mesh TLS 설명서를 참조하
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cret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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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SecretName: String

Properties
SecretName
전송 계층 보안(TLS) 비밀 검색 서비스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에 대한 비밀 이름을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TlsValidationContextTrust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M" : TlsValidationContextAcmTrust (p. 1195),
"File" : TlsValidationContextFileTrust (p. 1196),
"SDS" : TlsValidationContextSdsTrust (p. 1196)

YAML
ACM:
TlsValidationContextAcmTrust (p. 1195)
File:
TlsValidationContextFileTrust (p. 1196)
SDS:
TlsValidationContextSdsTrust (p. 1196)

Properties
ACM
AWS Certificate Manager 인증서에 대한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lsValidationContextAcmTrust (p. 11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
로컬 파일에 대한 전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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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TlsValidationContextFileTrust (p. 11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DS
전송 계층 보안(TLS) 비밀 검색 서비스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lsValidationContextSdsTrust (p. 11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VirtualNodeConnectionPool
가상 노드 연결 풀의 유형을 나타내는 개체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프로토콜만 사용되며 포트 매핑에서 선택한 프로토콜과 동일한 프로토콜이어야 합니다.
maxPendingRequests 기본값이 없는 경우 2147483647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RPC" : VirtualNodeGrpcConnectionPool (p. 1199),
"HTTP" : VirtualNodeHttpConnectionPool (p. 1200),
"HTTP2" : VirtualNodeHttp2ConnectionPool (p. 1200),
"TCP" : VirtualNodeTcpConnectionPool (p. 1202)

YAML
GRPC:
VirtualNodeGrpcConnectionPool (p. 1199)
HTTP:
VirtualNodeHttpConnectionPool (p. 1200)
HTTP2:
VirtualNodeHttp2ConnectionPool (p. 1200)
TCP:
VirtualNodeTcpConnectionPool (p. 1202)

Properties
GRPC
연결 풀의 유형을 나타내는 개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NodeGrpcConnectionPool (p. 11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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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연결 풀의 유형을 나타내는 개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NodeHttpConnectionPool (p. 1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2
연결 풀의 유형을 나타내는 개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NodeHttp2ConnectionPool (p. 1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CP
연결 풀의 유형을 나타내는 개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NodeTcpConnectionPool (p. 12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VirtualNodeGrpcConnectionPool
연결 풀의 유형을 나타내는 개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Requests" : Integer

YAML
MaxRequests: Integer

Properties
MaxRequests
업스트림 클러스터의 호스트 간에 Envoy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진행 요청 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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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pMesh::VirtualNode VirtualNodeHttp2ConnectionPool
연결 풀의 유형을 나타내는 개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Requests" : Integer

YAML
MaxRequests: Integer

Properties
MaxRequests
업스트림 클러스터의 호스트 간에 Envoy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진행 요청 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VirtualNodeHttpConnectionPool
연결 풀의 유형을 나타내는 개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Connections" : Integer,
"MaxPendingRequests" : Integer

YAML
MaxConnections: Integer
MaxPendingRequests: Integer

Properties
MaxConnections
업스트림 클러스터의 모든 호스트와 Envoy가 동시에 설정할 수 있는 아웃바운드 TCP 연결의 최대 수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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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PendingRequests
max_connections Envoy가 업스트림 클러스터에 대기한 후 오버플로되는 요청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VirtualNodeSpec
가상 노드의 사양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ackendDefaults" : BackendDefaults (p. 1174),
"Backends" : [ Backend (p. 1173), ... ],
"Listeners" : [ Listener (p. 1182), ... ],
"Logging" : Logging (p. 1190),
"ServiceDiscovery" : ServiceDiscovery (p. 1192)

YAML
BackendDefaults:
BackendDefaults (p. 1174)
Backends:
- Backend (p. 1173)
Listeners:
- Listener (p. 1182)
Logging:
Logging (p. 1190)
ServiceDiscovery:
ServiceDiscovery (p. 1192)

Properties
BackendDefaults
백엔드의 기본값을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ackendDefaults (p. 117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ackends
가상 노드가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백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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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Backend (p. 117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steners
가상 노드가 인바운드 트래픽을 수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너입니다. 리스너를 하나 지정할 수 있습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Listener (p. 118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ing
가상 노드에 대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액세스 로깅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gging (p. 119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Discovery
가상 노드에 대한 서비스 검색 정보입니다. 가상 노드에서 수신 트래픽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 이 파라미
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listener를 지정하는 경우 서비스 검색 정보를 지정해야 합니다. ,
Required: 아니요
Type: ServiceDiscovery (p. 11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VirtualNodeTcpConnectionPool
연결 풀의 유형을 나타내는 개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Connections" : Integer

YAML
MaxConnections: Integer

Properties
MaxConnections
업스트림 클러스터의 모든 호스트와 Envoy가 동시에 설정할 수 있는 아웃바운드 TCP 연결의 최대 수입
니다.
API 버전 2010-05-15
120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pp Mesh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Node VirtualServiceBackend
가상 노드에 대한 가상 서비스 백엔드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ientPolicy" : ClientPolicy (p. 1174),
"VirtualServiceName" : String

YAML
ClientPolicy:
ClientPolicy (p. 1174)
VirtualServiceName: String

Properties
ClientPolicy
백엔드에 대한 클라이언트 정책을 나타내는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ientPolicy (p. 117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rtualServiceName
가상 노드 백엔드 역할을 하는 가상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Router
서비스 메시 내에 가상 라우터를 생성합니다.
가상 라우터가 수신하는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 listener를 지정합니다. 라우팅해야 하는 각 프로토콜 및
포트에 대한 가상 라우터를 생성합니다. 가상 라우터는 메시 내에 있는 하나 이상의 가상 서비스에 대한 트래
픽을 처리합니다. 가상 라우터를 생성한 후, 해당 가상 라우터에 대해 수신 요청을 다른 가상 노드로 보내는
라우팅을 만들어 연결합니다.
가상 라우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상 라우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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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pMesh::VirtualRouter",
"Properties" : {
"MeshName" : String,
"MeshOwner" : String,
"Spec" : VirtualRouterSpec (p. 1209),
"Tags" : [ Tag, ... ],
"VirtualRouterName" : String
}

YAML
Type: AWS::AppMesh::VirtualRouter
Properties:
MeshName: String
MeshOwner: String
Spec:
VirtualRouterSpec (p. 1209)
Tags:
- Tag
VirtualRouterName: String

Properties
MeshName
가상 라우터를 생성할 서비스 메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eshOwner
서비스 메시 소유자의 AWS IAM 계정 ID입니다. 계정 ID가 사용자 고유의 ID가 아닌 경우, 지정한 계정
이 사용자 계정과 메시를 공유해야 서비스 메시에서 리소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메시 공유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공유 메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pec
적용할 가상 라우터 사양입니다.
Required: 예
Type: VirtualRouterSpec (p. 12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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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범주화 및 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상 라우터에 적용할 수 있는 선택적 메타데이터입니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태그 키의 문자 길이는 최대 128자일 수 있으며 태
그 값의 길이는 최대 256자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rtualRouterName
가상 라우터에 사용할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ARN. 예:
{ "Ref": "myVirtualRouter" }
AWS::AppMesh::VirtualRouter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Ref 내장 함수에 전
달하면 이 함수가 가상 라우터 ARN을 반환합니다(예: arn:aws:appmesh:useast-1:555555555555:virtualRouter/myVirtualRouter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가상 라우터에 대한 전체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MeshName
가상 라우터가 있는 서비스 메시의 이름입니다.
MeshOwner
서비스 메시 소유자의 AWS IAM 계정 ID입니다. 계정 ID가 사용자 고유의 ID가 아닌 경우, 사용자 계정
과 메시를 공유한 계정의 ID입니다. 메시 공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유 메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ResourceOwner
리소스 소유자의 AWS IAM 계정 ID입니다. 계정 ID가 사용자 ID가 아닌 경우, 메시 소유자 또는 메시를
공유하는 다른 계정의 ID입니다. 메시 공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유 메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Uid
가상 라우터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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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RouterName
가상 라우터의 이름입니다.

예제
가상 라우터 생성
이 예제에서는 HTTP 포트 매핑과 두 개의 태그로 기본 가상 라우터를 생성합니다.

JSON
{

"Description": "Basic Test Virtual Router",
"Resources": {
"BasicVirtualRouter": {
"Type": "AWS::AppMesh::VirtualRouter",
"Properties": {
"VirtualRouterName": "TestVirtualRouter",
"MeshName": null,
"Spec": {
"Listeners": [
{
"PortMapping": {
"Port": 8080,
"Protocol": "http"
}
}
]
},
"Tags": [
{
"Key": "Key1",
"Value": "Value1"
},
{
"Key": "Key2",
"Value": "Value2"
}
]
}
}
},
"Outputs": {
"VirtualRouterName": {
"Description": "Name of the VirtualRouter",
"Value": {
"Fn::GetAtt": [
"BasicVirtualRouter",
"VirtualRouterName"
]
}
},
"MeshName": {
"Description": "Name of the Mesh",
"Value": {
"Fn::GetAtt": [
"BasicVirtualRouter",
"MeshName"
]
}
},
"A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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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Arn of the VirtualRouter created",
"Value": {
"Fn::GetAtt": [
"BasicVirtualRouter",
"Arn"
]
}
},
"Uid": {
"Description": "Uid of the VirtualRouter created",
"Value": {
"Fn::GetAtt": [
"BasicVirtualRouter",
"Uid"
]
}
}

YAML
Description: Basic Test Virtual Router
Resources:
BasicVirtualRouter:
Type: AWS::AppMesh::VirtualRouter
Properties:
VirtualRouterName: TestVirtualRouter
MeshName:
Spec:
Listeners:
- PortMapping:
Port: 8080
Protocol: http
Tags:
- Key: Key1
Value: Value1
- Key: Key2
Value: Value2
Outputs:
VirtualRouterName:
Description: Name of the VirtualRouter
Value:
Fn::GetAtt:
- BasicVirtualRouter
- VirtualRouterName
MeshName:
Description: Name of the Mesh
Value:
Fn::GetAtt:
- BasicVirtualRouter
- MeshName
Arn:
Description: Arn of the VirtualRouter created
Value:
Fn::GetAtt:
- BasicVirtualRouter
- Arn
Uid:
Description: Uid of the VirtualRouter created
Value:
Fn::GetAtt:
- BasicVirtualRouter
- 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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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WS App Mesh 사용 설명서 의 가상 라우터.
• AWS App Mesh API 참조 의 CreateVirtualRouter.

AWS::AppMesh::VirtualRouter PortMapping
가상 라우터 리스너 포트 매핑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ort" : Integer,
"Protocol" : String

YAML
Port: Integer
Protocol: String

Properties
Port
포트 매핑에 사용되는 포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
포트 매핑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을 하나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Router VirtualRouterListener
가상 라우터 리스너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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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Mapping" : PortMapping (p. 1208)

YAML
PortMapping:
PortMapping (p. 1208)

Properties
PortMapping
리스너에 대한 포트 매핑 정보입니다.
Required: 예
Type: PortMapping (p. 120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Router VirtualRouterSpec
가상 라우터의 사양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isteners" : [ VirtualRouterListener (p. 1208), ... ]

YAML
Listeners:
- VirtualRouterListener (p. 1208)

Properties
Listeners
가상 라우터가 인바운드 트래픽을 수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너입니다. 리스너를 하나 지정할 수 있습
니다.
Required: 예
Type: VirtualRouterListener (p. 120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Service
서비스 메시 내에 가상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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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서비스는 가상 노드가 가상 라우터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실제 서비스의 추상화입니
다. 종속 서비스는 virtualServiceName으로 가상 서비스를 호출하고, 이러한 요청은 가상 서비스의 공급
자로 지정된 가상 노드 또는 가상 라우터로 라우팅됩니다.
가상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상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pMesh::VirtualService",
"Properties" : {
"MeshName" : String,
"MeshOwner" : String,
"Spec" : VirtualServiceSpec (p. 1214),
"Tags" : [ Tag, ... ],
"VirtualServiceName" : String
}

YAML
Type: AWS::AppMesh::VirtualService
Properties:
MeshName: String
MeshOwner: String
Spec:
VirtualServiceSpec (p. 1214)
Tags:
- Tag
VirtualServiceName: String

Properties
MeshName
가상 서비스를 생성할 서비스 메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eshOwner
서비스 메시 소유자의 AWS IAM 계정 ID입니다. 계정 ID가 사용자 고유의 ID가 아닌 경우, 지정한 계정
이 사용자 계정과 메시를 공유해야 서비스 메시에서 리소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메시 공유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공유 메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pec
적용할 가상 서비스 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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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VirtualServiceSpec (p. 121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범주화 및 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상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선택 사항)입니다. 각 태그
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태그 키의 문자 길이는 최대 128자일 수 있으며
태그 값의 길이는 최대 256자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rtualServiceName
가상 서비스에 사용할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ARN. 예:
{ "Ref": "myVirtualService" }
AWS::AppMesh::VirtualService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Ref 내장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가 가상 서비
스 ARN(예: arn:aws:appmesh:us-east-1:555555555555:virtualService/myVirtualService
)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가상 서비스의 전체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MeshName
가상 서비스가 상주하는 서비스 메시의 이름입니다.
MeshOwner
서비스 메시 소유자의 AWS IAM 계정 ID입니다. 계정 ID가 사용자 고유의 ID가 아닌 경우, 사용자 계정
과 메시를 공유한 계정의 ID입니다. 메시 공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유 메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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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Owner
리소스 소유자의 AWS IAM 계정 ID입니다. 계정 ID가 사용자 ID가 아닌 경우, 메시 소유자 또는 메시를
공유하는 다른 계정의 ID입니다. 메시 공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유 메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Uid
가상 서비스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VirtualServiceName
가상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참고 항목
• AWS App Mesh 사용 설명서 의 가상 서비스.
• AWS App Mesh API 참조 의 CreateVirtualService.

AWS::AppMesh::VirtualService VirtualNodeServiceProvider
가상 노드 서비스 공급자를 나타내는 개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irtualNodeName" : String

YAML
VirtualNodeName: String

Properties
VirtualNodeName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하는 가상 노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Service VirtualRouterServiceProvider
가상 노드 서비스 공급자를 나타내는 개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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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VirtualRouterName" : String

YAML
VirtualRouterName: String

Properties
VirtualRouterName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하는 가상 라우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Service VirtualServiceProvider
가상 서비스의 공급자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irtualNode" : VirtualNodeServiceProvider (p. 1212),
"VirtualRouter" : VirtualRouterServiceProvider (p. 1212)

YAML
VirtualNode:
VirtualNodeServiceProvider (p. 1212)
VirtualRouter:
VirtualRouterServiceProvider (p. 1212)

Properties
VirtualNode
가상 노드와 연결된 가상 노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NodeServiceProvider (p. 12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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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Router
가상 노드와 연결된 가상 라우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RouterServiceProvider (p. 12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Mesh::VirtualService VirtualServiceSpec
가상 서비스의 사양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ovider" : VirtualServiceProvider (p. 1213)

YAML
Provider:
VirtualServiceProvider (p. 1213)

Properties
Provider
가상 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App Mesh 객체입니다. 한 개의 가상 노드 또는 가상 라우터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rtualServiceProvider (p. 12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App Runne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AppRunner::Service (p. 1214)

AWS::AppRunner::Service
AWS::AppRunner::Service 리소스는 App Runner 서비스를 지정하는 AWS App Runner 리소스 유형입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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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AppRunner::Service",
"Properties" : {
"AutoScalingConfigurationArn" : String,
"EncryptionConfiguration" : EncryptionConfiguration (p. 1224),
"HealthCheckConfiguration" : HealthCheckConfiguration (p. 1224),
"InstanceConfiguration" : InstanceConfiguration (p. 1229),
"ServiceName" : String,
"SourceConfiguration" : SourceConfiguration (p. 1232),
"Tags" : [ Tag, ... ]
}

YAML
Type: AWS::AppRunner::Service
Properties:
AutoScalingConfigurationArn: String
EncryptionConfiguration:
EncryptionConfiguration (p. 1224)
HealthCheckConfiguration:
HealthCheckConfiguration (p. 1224)
InstanceConfiguration:
InstanceConfiguration (p. 1229)
ServiceName: String
SourceConfiguration:
SourceConfiguration (p. 1232)
Tags:
- Tag

Properties
AutoScalingConfigurationArn
서비스와 연결하려는 App Runner 자동 크기 조정 구성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제
공되지 않으면, App Runner는 기본 자동 크기 조정 구성의 최신 버전을 연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11
Pattern: arn:aws(-[\w]+)*:[a-z0-9-\\.]{0,63}:[a-z0-9-\\.]{0,63}:[0-9]{12}:(\w|
\/|-){1,10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ionConfiguration
App Runner가 유지 관리하는 소스 리포지토리의 복사본과 사용자 서비스 로그를 암호화하기 위해 App
Runner가 사용하는 선택적 사용자 지정 암호화 키입니다. 기본적으로 App Runner는 AWS 관리형 CMK
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cryptionConfiguration (p.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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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HealthCheckConfiguration
AWS App Runner가 서비스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행하는 상태 확인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ealthCheckConfiguration (p. 12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Configuration
App Runner 서비스 인스턴스(확장 단위)의 런타임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stanceConfiguration (p. 12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Name
새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이는 AWS 리전의 AWS 계정에서 실행 중인 모든 App Runner 서비스에서 고
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4
Maximum: 40
Pattern: [A-Za-z0-9][A-Za-z0-9-_]{3,3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Configuration
App Runner 서비스에 배포할 원본입니다. 이는 코드 또는 이미지 리포지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SourceConfiguration (p. 12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서비스 리소스와 연결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항목의 선택적 목록입니다. 태그는 키-값 쌍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When the logical ID of this resource is provided to the Ref intrinsic function, Ref returns the resourc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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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ServiceArn
이 서비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ServiceId
App Runner가 이 서비스에 대해 생성한 ID입니다. AWS 리전 내에서 고유합니다.
ServiceUrl
App Runner가 이 서비스에 대해 생성한 하위 도메인 URL입니다. 이 URL을 사용하여 서비스 웹 애플리
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tatus
App Runner 서비스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러한 특정 값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CREATE_FAILED - 서비스를 생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오류를 해결하려면 실패 이벤트 및 로그를 읽
고 수정해야 할 파라미터를 변경한 다음 호출을 다시 시도하여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실패한 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지만 여전히 서비스 할당량에 포함됩니다. 실패 분석이 완료되면 서비스
를 삭제하세요.
• DELETE_FAILED - 서비스가 삭제되지 않았고 복구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삭제 호출을 다시 시도하
여 관련 리소스가 모두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제
소스 코드 기반 서비스
이 예제는 Python 소스 코드 리포지토리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

"Type" : "AWS::AppRunner::Service",
"Properties" : {
"ServiceName": "python-app",
"SourceConfiguration": {
"AuthenticationConfiguration": {
"ConnectionArn": "arn:aws:apprunner:us-east-1:123456789012:connection/my-githubconnection/e7656250f67242d7819feade6800f59e"
},
"AutoDeploymentsEnabled": true,
"CodeRepository": {
"RepositoryUrl": "https://github.com/my-account/python-hello",
"SourceCodeVersion": {
"Type": "BRANCH",
"Value": "main"
},
"CodeConfiguration": {
"ConfigurationSource": "API",
"CodeConfigurationValues": {
"Runtime": "PYTHON_3",
"BuildCommand":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API 버전 2010-05-15
121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pp Runner

}

}

}

}

"StartCommand": "python server.py",
"Port": "8080",
"RuntimeEnvironmentVariables": [
{
"Name": "NAME",
"Value": "Jane"
}
]

}
},
"InstanceConfiguration": {
"Cpu": "1 vCPU",
"Memory": "3 GB"
}

YAML
Type: AWS::AppRunner::Service
Properties:
ServiceName: python-app,
SourceConfiguration:
AuthenticationConfiguration:
ConnectionArn: "arn:aws:apprunner:us-east-1:123456789012:connection/my-githubconnection/e7656250f67242d7819feade6800f59e"
AutoDeploymentsEnabled: true
CodeRepository:
RepositoryUrl: "https://github.com/my-account/python-hello"
SourceCodeVersion:
Type: BRANCH
Value: main
CodeConfiguration:
ConfigurationSource: API
CodeConfigurationValues:
Runtime: PYTHON_3
BuildCommand: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StartCommand: "python server.py"
Port: 8080
RuntimeEnvironmentVariables:
Name: NAME
Value: Jane
InstanceConfiguration:
Cpu: 1 vCPU
Memory: 3 GB

소스 이미지 기반 서비스
이 예에서는 Amazon Elastic Container Registry(Amazon ECR)에 저장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생성
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

"Type" : "AWS::AppRunner::Service",
"Properties" : {
"ServiceName": "golang-container-app",
"SourceConfiguration": {
"AuthenticationConfiguration": {
"Access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my-ecr-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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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DeploymentsEnabled": true,
"ImageRepository": {
"ImageIdentifier": "123456789012.dkr.ecr.us-east-1.amazonaws.com/golangapp:latest",
"ImageRepositoryType": "ECR",
"ImageConfiguration": {
"Port": "8080",
"RuntimeEnvironmentVariables": [
{
"Name": "NAME",
"Value": "Jane"
}
]
}
}
},
"InstanceConfiguration": {
"Cpu": "1 vCPU",
"Memory": "3 GB"
}
}
}

YAML
Type: AWS::AppRunner::Service
Properties:
ServiceName: golang-container-app
SourceConfiguration:
AuthenticationConfiguration:
Access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my-ecr-role"
AutoDeploymentsEnabled: true
ImageRepository:
ImageIdentifier: "123456789012.dkr.ecr.us-east-1.amazonaws.com/golang-app:latest"
ImageRepositoryType: ECR
ImageConfiguration:
Port: 8080
RuntimeEnvironmentVariables:
Name: NAME
Value: Jane
InstanceConfiguration:
Cpu: 1 vCPU
Memory: 3 GB

참고 항목
• AWS App Runner 개발자 안내서의 App Runner 서비스 생성
• AWS App Runner 개발자 안내서의 App Runner에 새 애플리케이션 버전 배포
• AWS App Runner 개발자 안내서의 App Runner 서비스 구성

AWS::AppRunner::Service AuthenticationConfiguration
일부 소스 리포지토리에 대한 액세스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설명합니다. 특정 리소스는 리포지토리
공급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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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ccessRoleArn" : String,
"ConnectionArn" : String

YAML
AccessRoleArn: String
ConnectionArn: String

Properties
AccessRoleArn
App Runner 서비스에 원본 리포지토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
름(ARN)입니다. ECR 이미지 리포지토리에 필요합니다(ECR 퍼블릭 리포지토리에는 필요하지 않음).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9
Maximum: 1024
Pattern: arn:(aws|aws-us-gov|aws-cn|aws-iso|aws-iso-b):iam::[0-9]{12}:(role|
role\/service-role)\/[\w+=,.@\-/]{1,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ionArn
App Runner 서비스가 소스 리포지토리에 연결되게 해주는 App Runner 연결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GitHub 코드 리포지토리에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11
Pattern: arn:aws(-[\w]+)*:[a-z0-9-\\.]{0,63}:[a-z0-9-\\.]{0,63}:[0-9]{12}:(\w|
\/|-){1,10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Runner::Service CodeConfiguration
AWS App Runner가 소스 코드 리포지토리에서 App Runner 서비스를 빌드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구성
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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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odeConfigurationValues" : CodeConfigurationValues (p. 1221),
"ConfigurationSource" : String

YAML
CodeConfigurationValues:
CodeConfigurationValues (p. 1221)
ConfigurationSource: String

Properties
CodeConfigurationValues
App Runner 서비스를 빌드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본 구성입니다. 이를 사용하여 소스 코드 리포지토
리에 apprunner.yaml 파일을 제공하지 않고 (또는 파일이 있는 경우 파일을 무시하지 않고) App
Runner 서비스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deConfigurationValues (p. 122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figurationSource
App Runner 구성의 소스입니다. 값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 REPOSITORY – App Runner는 소스 코드 리포지토리의 apprunner.yaml 파일에서 구성 값을 읽고
CodeConfigurationValues을(를) 무시합니다.
• API – App Runner는 CodeConfigurationValues에 제공된 구성 값을 사용하고 소스 코드 리포지
토리의 apprunner.yaml 파일을 무시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PI | REPOSITOR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Runner::Service CodeConfigurationValues
AWS App Runner 서비스를 빌드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유형은 가능
한 구성 옵션의 전체 세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체 구성 기능을 사용하려면 소스 코드 리포지토리에서
apprunner.yaml 파일을 사용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BuildComman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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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 : String,
"Runtime" : String,
"RuntimeEnvironmentVariables" : [ KeyValuePair (p. 1230), ... ],
"StartCommand" : String

YAML
BuildCommand: String
Port: String
Runtime: String
RuntimeEnvironmentVariables:
- KeyValuePair (p. 1230)
StartCommand: String

Properties
BuildCommand
App Runner 명령을 실행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애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에서 수신하는 포트입니다.
기본값: 8080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51200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ntime
App Runner 서비스를 빌드하고 실행하기 위한 런타임 환경 유형입니다. 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런타임
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DEJS_12 | PYTHON_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ntimeEnvironmentVariables
실행 중인 App Runner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변수입니다. 키-값 페어 어레이. 접두사가
AWSAPPRUNNER인 키는 시스템 사용을 위해 예약되어 있으며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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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KeyValuePair (p. 12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rtCommand
App Runner 명령을 실행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Runner::Service CodeRepository
소스 코드 리포지토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deConfiguration" : CodeConfiguration (p. 1220),
"RepositoryUrl" : String,
"SourceCodeVersion" : SourceCodeVersion (p. 1231)

YAML
CodeConfiguration:
CodeConfiguration (p. 1220)
RepositoryUrl: String
SourceCodeVersion:
SourceCodeVersion (p. 1231)

Properties
CodeConfiguration
소스 코드 리포지토리에서 서비스를 빌드하고 실행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deConfiguration (p. 12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ositoryUrl
소스 코드가 포함된 리포지토리의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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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51200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CodeVersion
소스 코드 리포지토리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버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SourceCodeVersion (p. 123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Runner::Service EncryptionConfiguration
AWS App Runner가 소스 리포지토리 및 서비스 로그의 복사본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사용자 지정 암호
화 키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msKey" : String

YAML
KmsKey: String

Properties
KmsKey
암호화에 사용되는 KMS 키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arn:aws(-[\w]+)*:kms:[a-z\-]+-[0-9]{1}:[0-9]{12}:key\/[0-9a-f]{8}[0-9a-f]{4}-[0-9a-f]{4}-[0-9a-f]{4}-[0-9a-f]{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AppRunner::Service HealthCheckConfiguration
AWS App Runner가 서비스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행하는 상태 확인에 대한 설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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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ealthyThreshold" : Integer,
"Interval" : Integer,
"Path" : String,
"Protocol" : String,
"Timeout" : Integer,
"UnhealthyThreshold" : Integer

YAML
HealthyThreshold: Integer
Interval: Integer
Path: String
Protocol: String
Timeout: Integer
UnhealthyThreshold: Integer

Properties
HealthyThreshold
서비스가 정상임을 App Runner가 결정하기 전에 성공해야 하는 연속 검사 수입니다.
기본값: 1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rval
상태 확인 사이의 시간 간격(초)입니다.
기본값: 5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h
상태 확인 요청이 전송되는 URL입니다.
Path은(는) Protocol을(를) HTTP(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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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 "/"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
App Runner가 서비스에 대한 상태 확인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IP 프로토콜입니다.
Protocol을(를) HTTP(으)로 설정하면 App Runner는 Path에서 지정한 HTTP 경로로 상태 확인 요청을
보냅니다.
기본값: TCP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HTTP | TC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
실패를 결정하기 전에 상태 확인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초)입니다.
기본값: 2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healthyThreshold
서비스가 비정상임을 App Runner가 결정하기 전에 실패해야 하는 연속 검사 수입니다.
기본값: 5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Runner::Service ImageConfiguration
AWS App Runner가 소스 이미지 리포지토리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사용하여 App Runner 서비스를 실행하
는 데 사용하는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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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ort" : String,
"RuntimeEnvironmentVariables" : [ KeyValuePair (p. 1230), ... ],
"StartCommand" : String

YAML
Port: String
RuntimeEnvironmentVariables:
- KeyValuePair (p. 1230)
StartCommand: String

Properties
Port
애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에서 수신하는 포트입니다.
기본값: 8080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51200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ntimeEnvironmentVariables
실행 중인 App Runner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변수입니다. 키-값 페어 어레이. 접두사가
AWSAPPRUNNER인 키는 시스템 사용을 위해 예약되어 있으며 유효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eyValuePair (p. 12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rtCommand
App Runner가 소스 이미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기 위해 실행하는 선택적 명령입니다. 지정된 경
우, 이 명령은 Docker 이미지의 기본 시작 명령보다 우선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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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51200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Runner::Service ImageRepository
소스 이미지 리포지토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mageConfiguration" : ImageConfiguration (p. 1226),
"ImageIdentifier" : String,
"ImageRepositoryType" : String

YAML
ImageConfiguration:
ImageConfiguration (p. 1226)
ImageIdentifier: String
ImageRepositoryType: String

Properties
ImageConfiguration
식별된 이미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mageConfiguration (p. 122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Identifier
이미지의 식별자입니다.
Amazon Elastic Container Registry(Amazon ECR)에 있는 이미지의 경우, 이미지 이름입니다. 이미지 이
름 형식은 Amazon ECR 사용 설명서의 이미지 가져오기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Pattern: ([0-9]{12}.dkr.ecr.[a-z\-]+-[0-9]{1}.amazonaws.com\/.*)|(^public\.ecr
\.aw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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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RepositoryType
이미지 리포지토리의 유형입니다. 이는 리포지토리 공급자를 반영하고 리포지토리가 프라이빗 또는 퍼
블릭 리포지토리인지 여부를 반영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CR | ECR_PUBLI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Runner::Service InstanceConfiguration
AWS App Runner 서비스 인스턴스(크기 조정 단위)의 런타임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pu" : String,
"InstanceRoleArn" : String,
"Memory" : String

YAML
Cpu: String
InstanceRoleArn: String
Memory: String

Properties
Cpu
App Runner 서비스의 각 인스턴스에 대해 예약된 CPU 단위 수입니다.
기본값: 1 vCPU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4
Maximum: 6
Pattern: 1024|2048|(1|2) vCPU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RoleArn
App Runner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제공하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는 AWS
API를 호출할 때 코드에 필요한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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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9
Maximum: 1024
Pattern: arn:(aws|aws-us-gov|aws-cn|aws-iso|aws-iso-b):iam::[0-9]{12}:(role|
role\/service-role)\/[\w+=,.@\-/]{1,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mory
App Runner 서비스의 각 인스턴스에 예약된 메모리 양(MB 또는 GB)입니다.
기본값: 2 GB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4
Maximum: 4
Pattern: 2048|3072|4096|(2|3|4) GB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Runner::Service KeyValuePair
문자열-문자열 매핑인 키-값 쌍을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 : String

YAML
Nam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Name
값에 매핑할 키 이름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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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키 이름이 매핑되는 값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Runner::Service SourceCodeVersion
소스 코드 리포지토리 내에서 AWS App Runner가 참조하는 코드 버전을 식별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String,
"Value" : String

YAML
Typ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Type
버전 식별자의 유형입니다.
git 기반 리포지토리의 경우, 브랜치는 버전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RANCH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소스 코드 버전입니다.
git 기반 리포지토리의 경우, 브랜치 이름이 특정 버전에 매핑됩니다. App Runner는 브랜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커밋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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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51200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Runner::Service SourceConfiguration
AWS App Runner 서비스에 배포된 소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코드 또는 이미지 리포지토리가 될 수 있
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henticationConfiguration" : AuthenticationConfiguration (p. 1219),
"AutoDeploymentsEnabled" : Boolean,
"CodeRepository" : CodeRepository (p. 1223),
"ImageRepository" : ImageRepository (p. 1228)

YAML
AuthenticationConfiguration:
AuthenticationConfiguration (p. 1219)
AutoDeploymentsEnabled: Boolean
CodeRepository:
CodeRepository (p. 1223)
ImageRepository:
ImageRepository (p. 1228)

Properties
AuthenticationConfiguration
일부 소스 리포지토리에 대한 액세스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thenticationConfiguration (p. 121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oDeploymentsEnabled
true인 경우, 소스 리포지토리의 지속적인 통합이 App Runner 서비스에 대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각
리포지토리 변경(소스 코드 커밋 또는 새 이미지 버전 포함)은 배포를 시작합니다.
기본값: App Runner는 ECR 퍼블릭 리포지토리를 사용하는 소스 이미지에 대해 또는 서비스가 속한
AWS 계정이 아닌 ECR 리포지토리에 대해 false로 설정합니다. 다른 모든 경우(현재 소스 코드 리포지
토리 또는 동일한 계정 ECR 리포지토리를 사용하는 소스 이미지 포함) App Runner는 true로 설정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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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deRepository
소스 코드 리포지토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멤버 또는 ImageRepository을(를) 제공해야 합니다(둘 다는 아님).
Required: 아니요
Type: CodeRepository (p. 12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Repository
소스 이미지 리포지토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멤버 또는 CodeRepository을(를) 제공해야 합니다(둘 다는 아님).
Required: 아니요
Type: ImageRepository (p. 12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AppStream 2.0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AppStream::DirectoryConfig (p. 1233)
• AWS::AppStream::Fleet (p. 1235)
• AWS::AppStream::ImageBuilder (p. 1243)
• AWS::AppStream::Stack (p. 1250)
• AWS::AppStream::StackFleetAssociation (p. 1256)
• AWS::AppStream::StackUserAssociation (p. 1258)
• AWS::AppStream::User (p. 1259)

AWS::AppStream::DirectoryConfig
AWS::AppStream::DirectoryConfig 리소스는 Amazon AppStream 2.0 플릿 및 이미지 빌더를
Microsoft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조인하는 데 필요한 구성 정보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ppStream::DirectoryConfig",
"Properties" : {
"DirectoryName" : String,
"OrganizationalUnitDistinguishedNames" : [ String, ... ],
"ServiceAccountCredentials" : ServiceAccountCredentials (p. 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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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AWS::AppStream::DirectoryConfig
Properties:
DirectoryName: String
OrganizationalUnitDistinguishedNames:
- String
ServiceAccountCredentials:
ServiceAccountCredentials (p. 1234)

Properties
DirectoryName
디렉터리의 정규화된 이름(예: corp.example.com)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rganizationalUnitDistinguishedNames
컴퓨터 계정에 대한 조직 단위의 고유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AccountCredentials
디렉터리 연결을 위해 스트리밍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계정에 대한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이 파라미터를 직접 사용하지 마십시오. 파라미터에 표시된 대로 ServiceAccountCredentials를
noEcho와 함께 입력 파라미터로 사용합니다. 모범 사례 정보는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ServiceAccountCredentials (p. 123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Stream 2.0API 참조의 CreateDirectoryConfig

AWS::AppStream::DirectoryConfig ServiceAccountCredentials
디렉터리 연결을 위해 스트리밍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계정에 대한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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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ccountName" : String,
"AccountPassword" : String

YAML
AccountName: String
AccountPassword: String

Properties
AccountName
계정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이 계정에는 컴퓨터 객체 생성, 도메인에 컴퓨터 조인, 지정된 조직 단위에
대한 종속 컴퓨터 객체의 암호 변경/재설정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ccountPassword
계정의 암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tream::Fleet
AWS::AppStream::Fleet 리소스는 Amazon AppStream 2.0에 대한 플릿을 생성합니다. 플릿은 지정된
이미지를 실행하는 스트리밍 인스턴스로 구성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ppStream::Fleet",
"Properties" : {
"ComputeCapacity" : ComputeCapacity (p. 1241),
"Description" : String,
"DisconnectTimeoutInSeconds" : Integer,
"Display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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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mainJoinInfo" : DomainJoinInfo (p. 1241),
"EnableDefaultInternetAccess" : Boolean,
"FleetType" : String,
"IamRoleArn" : String,
"IdleDisconnectTimeoutInSeconds" : Integer,
"ImageArn" : String,
"ImageName" : String,
"InstanceType" : String,
"MaxUserDurationInSeconds" : Integer,
"Name" : String,
"StreamView" : String,
"Tags" : [ Tag, ... ],
"VpcConfig" : VpcConfig (p. 1242)

YAML
Type: AWS::AppStream::Fleet
Properties:
ComputeCapacity:
ComputeCapacity (p. 1241)
Description: String
DisconnectTimeoutInSeconds: Integer
DisplayName: String
DomainJoinInfo:
DomainJoinInfo (p. 1241)
EnableDefaultInternetAccess: Boolean
FleetType: String
IamRoleArn: String
IdleDisconnectTimeoutInSeconds: Integer
ImageArn: String
ImageName: String
InstanceType: String
MaxUserDurationInSeconds: Integer
Name: String
StreamView: String
Tags:
- Tag
VpcConfig:
VpcConfig (p. 1242)

Properties
ComputeCapacity
플릿에 대해 원하는 용량입니다.
Required: 예
Type: ComputeCapacity (p. 124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표시할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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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connectTimeoutInSeconds
사용자가 연결을 해제한 후 스트리밍 세션이 활성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입니다. 연결 해제 또는 네트워
크 중단 후 이 시간 간격 이내에 사용자가 스트리밍 세션에 다시 연결하려고 하면 이전 세션으로 연결됩
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스트리밍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새 세션에 연결됩니다.
60-360000의 값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playName
표시할 플릿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JoinInfo
플릿을 Microsoft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조인하는 데 사용하는 디렉터리 및 조직 단위(OU)의 이름입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mainJoinInfo (p. 124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efaultInternetAccess
플릿에 대한 기본 인터넷 액세스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leetType
플릿 유형입니다.
ALWAYS_ON
사용자에게 앱에 대한 인스턴스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앱을 스트리밍하지 않아도 플
릿에서 실행 중인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 요금이 청구됩니다.
ON_DEMAND
사용자가 연결한 후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이 작업은 1-2분
정도 걸립니다. 사용자가 연결되었을 때 인스턴스 스트리밍에 대해 요금이 부과되고, 스트리밍 앱이
아닌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소정의 시간당 요금을 부과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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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WAYS_ON | ON_DEMAN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amRoleArn
플릿에 적용되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역할을 수임하기 위해 플릿 인스턴스는 AWS Security Token
Service AssumeRole API 작업을 호출하고 사용할 역할의 ARN을 전달합니다. 이 작업은 임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새 세션을 생성합니다. AppStream 2.0은 임시 자격 증명을 검색하고 인스턴스에
appstream_machine_role 자격 증명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AppStream 2.0 관리 가이드에서 IAM 역할을 사용하여 AppStream 2.0에서 실행
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스크립트에 권한 부여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rn:aws(?:\-cn|\-iso\-b|\-iso|\-us\-gov)?:[A-Za-z0-9][A-Za-z0-9_/.-]
{0,62}:[A-Za-z0-9_/.-]{0,63}:[A-Za-z0-9_/.-]{0,63}:[A-Za-z0-9][A-Za-z0-9:_/
+=,@.\\-]{0,10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leDisconnectTimeoutInSeconds
스트리밍 세션에서 연결을 해제하고 DisconnectTimeoutInSeconds 시간 간격이 시작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유휴(비활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비활성 상태로 연결이 해제되기 전에 사용자
에게 이를 알려줍니다. DisconnectTimeoutInSeconds에 지정된 시간 간격이 경과하기 전에 사용자
가 스트리밍 세션으로 다시 연결하면 이전 세션으로 연결됩니다. 사용자의 스트리밍 세션에서 키보드 또
는 마우스 입력이 중단되면 유휴 상태로 간주됩니다.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 오디오 인, 오디오 아웃,
픽셀 변경은 사용자 활성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IdleDisconnectTimeoutInSeconds의 시간
간격이 경과된 후에도 사용자가 계속 유휴 상태이면 연결이 해제됩니다.
비활성으로 인해 사용자 연결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려면 값을 0으로 지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0 ~
3600 범위의 값을 지정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정수(예: 60분, 120분, 180분)에 해당하는 값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업
을 수행하지 않으면 값이 가장 가까운 분으로 반올림됩니다. 예를 들어, 값을 70으로 지정하면 1분 동안
비활성이면 사용자와의 연결이 해제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분 사이의 중간점에 있는 값을 지정하면
값이 반올림됩니다. 예를 들어, 값을 90으로 지정하면 2분 동안 비활성이면 사용자와의 연결이 해제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Arn
사용할 퍼블릭, 프라이빗 또는 공유 이미지의 ARN.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rn:aws(?:\-cn|\-iso\-b|\-iso|\-us\-gov)?:[A-Za-z0-9][A-Za-z0-9_/.-]
{0,62}:[A-Za-z0-9_/.-]{0,63}:[A-Za-z0-9_/.-]{0,63}:[A-Za-z0-9][A-Za-z0-9:_/
+=,@.\\-]{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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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Name
플릿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이미지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Type
플릿 인스턴스 시작 시 사용할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다음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tream.standard.small
• stream.standard.medium
• stream.standard.large
• stream.compute.large
• stream.compute.xlarge
• stream.compute.2xlarge
• stream.compute.4xlarge
• stream.compute.8xlarge
• stream.memory.large
• stream.memory.xlarge
• stream.memory.2xlarge
• stream.memory.4xlarge
• stream.memory.8xlarge
• stream.memory.z1d.large
• stream.memory.z1d.xlarge
• stream.memory.z1d.2xlarge
• stream.memory.z1d.3xlarge
• stream.memory.z1d.6xlarge
• stream.memory.z1d.12xlarge
• stream.graphics-design.large
• stream.graphics-design.xlarge
• stream.graphics-design.2xlarge
• stream.graphics-design.4xlarge
• stream.graphics-desktop.2xlarge
• stream.graphics.g4dn.xlarge
• stream.graphics.g4dn.2xlarge
• stream.graphics.g4dn.4xlarge
• stream.graphics.g4dn.8xlarge
• stream.graphics.g4dn.12xlarge
• stream.graphics.g4dn.16xlarge
• stream.graphics-pro.4xlarge
• stream.graphics-pro.8xlarge
• stream.graphics-pro.16x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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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UserDurationInSeconds
스트리밍 세션이 활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시간(초)을 선택합니다. 이 제한에 도달하기 5분 전까
지도 사용자가 스트리밍 인스턴스에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이 해제되기 전에 열려 있는 문서를 저장하라
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인스턴스가 종료되고 새 인스턴스로 교체됩니다.
600-360000의 값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플릿의 고유한 이름.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a-zA-Z0-9][a-zA-Z0-9_.-]{0,1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reamView
사용자가 플릿에서 스트리밍할 때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AppStream 2.0 보기입니다. APP을 지정하면 사
용자가 연 애플리케이션의 창만 표시됩니다. DESKTOP을 지정하면 운영 체제에서 제공하는 표준 바탕
화면이 표시됩니다.
기본 값은 APP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PP | DESKTO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 어레이.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Config
플릿에 대한 VPC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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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VpcConfig (p. 124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Stream 2.0 API 참조의 CreateFleet

AWS::AppStream::Fleet ComputeCapacity
플릿에 대해 원하는 용량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iredInstances" : Integer

YAML
DesiredInstances: Integer

Properties
DesiredInstances
원하는 스트리밍 인스턴스 개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tream::Fleet DomainJoinInfo
플릿을 Microsoft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조인하는 데 사용하는 디렉터리 및 조직 단위(OU)의 이름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rectoryName" : String,
"OrganizationalUnitDistinguished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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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DirectoryName: String
OrganizationalUnitDistinguishedName: String

Properties
DirectoryName
디렉터리의 정규화된 이름(예: corp.example.com)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ganizationalUnitDistinguishedName
컴퓨터 계정에 대한 조직 단위의 고유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tream::Fleet VpcConfig
플릿에 대한 VPC 구성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Ids" : [ String, ... ]

YAML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Ids:
- String

Properties
SecurityGroupIds
플릿에 대한 보안 그룹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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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tring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플릿 인스턴스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서브넷의 식별자입니다. 플릿 인스턴스는 1
개 또는 2개의 서브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tream::ImageBuilder
AWS::AppStream::ImageBuilder 리소스는 Amazon AppStream 2.0에 대한 이미지 빌더를 생성합니다.
이미지 빌더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가상 머신입니다.
이미지 빌더의 초기 상태는 PENDING입니다. 준비되면 상태가 RUNNING이 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pStream::ImageBuilder",
"Properties" : {
"AccessEndpoints" : [ AccessEndpoint (p. 1247), ... ],
"AppstreamAgentVersion" : String,
"Description" : String,
"DisplayName" : String,
"DomainJoinInfo" : DomainJoinInfo (p. 1248),
"EnableDefaultInternetAccess" : Boolean,
"IamRoleArn" : String,
"ImageArn" : String,
"ImageName" : String,
"InstanceType" : String,
"Name" : String,
"Tags" : [ Tag, ... ],
"VpcConfig" : VpcConfig (p. 1249)
}

YAML
Type: AWS::AppStream::ImageBuilder
Properties:
AccessEndpoints:
- AccessEndpoint (p. 1247)
AppstreamAgentVersion: String
Description: String
DisplayName: String
DomainJoinInfo:
DomainJoinInfo (p. 1248)
EnableDefaultInternetAccess: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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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RoleArn: String
ImageArn: String
ImageName: String
InstanceType: String
Name: String
Tags:
- Tag
VpcConfig:
VpcConfig (p. 1249)

Properties
AccessEndpoints
Virtual Private Cloud(VPC)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 객체의 목록입니다. 관리자는 지정된 엔드포인트를
통해서만 이미지 빌더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cessEndpoint (p. 1247) 목록
Maximum: 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pstreamAgentVersion
이 이미지 빌더에 대해 사용할 AppStream 2.0 에이전트의 버전입니다. 최신 버전의 AppStream 2.0 에
이전트를 사용하는 경우 [LATEST]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표시할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playName
표시할 이미지 빌더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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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JoinInfo
이미지 빌더를 Microsoft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조인하는 데 사용하는 디렉터리 및 조직 단위(OU)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mainJoinInfo (p. 12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efaultInternetAccess
이미지 빌더에 대한 기본 인터넷 액세스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amRoleArn
Image Builder에 적용되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역할을 수임하기 위해 Image Builder는 AWS
Security Token Service AssumeRole API 작업을 호출하고 사용할 역할의 ARN을 전달합니다. 이 작업
은 임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새 세션을 생성합니다. AppStream 2.0은 임시 자격 증명을 검색하고 인스
턴스에 appstream_machine_role 자격 증명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AppStream 2.0 관리 가이드에서 IAM 역할을 사용하여 AppStream 2.0에서 실행
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스크립트에 권한 부여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rn:aws(?:\-cn|\-iso\-b|\-iso|\-us\-gov)?:[A-Za-z0-9][A-Za-z0-9_/.-]
{0,62}:[A-Za-z0-9_/.-]{0,63}:[A-Za-z0-9_/.-]{0,63}:[A-Za-z0-9][A-Za-z0-9:_/
+=,@.\\-]{0,10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Arn
사용할 퍼블릭, 프라이빗 또는 공유 이미지의 ARN.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rn:aws(?:\-cn|\-iso\-b|\-iso|\-us\-gov)?:[A-Za-z0-9][A-Za-z0-9_/.-]
{0,62}:[A-Za-z0-9_/.-]{0,63}:[A-Za-z0-9_/.-]{0,63}:[A-Za-z0-9][A-Za-z0-9:_/
+=,@.\\-]{0,10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Name
이미지 빌더 생성에 사용되는 이미지의 이름.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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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Type
이미지 빌더 시작 시 사용할 인스턴스 유형. 다음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tream.standard.small
• stream.standard.medium
• stream.standard.large
• stream.compute.large
• stream.compute.xlarge
• stream.compute.2xlarge
• stream.compute.4xlarge
• stream.compute.8xlarge
• stream.memory.large
• stream.memory.xlarge
• stream.memory.2xlarge
• stream.memory.4xlarge
• stream.memory.8xlarge
• stream.memory.z1d.large
• stream.memory.z1d.xlarge
• stream.memory.z1d.2xlarge
• stream.memory.z1d.3xlarge
• stream.memory.z1d.6xlarge
• stream.memory.z1d.12xlarge
• stream.graphics-design.large
• stream.graphics-design.xlarge
• stream.graphics-design.2xlarge
• stream.graphics-design.4xlarge
• stream.graphics-desktop.2xlarge
• stream.graphics.g4dn.xlarge
• stream.graphics.g4dn.2xlarge
• stream.graphics.g4dn.4xlarge
• stream.graphics.g4dn.8xlarge
• stream.graphics.g4dn.12xlarge
• stream.graphics.g4dn.16xlarge
• stream.graphics-pro.4xlarge
• stream.graphics-pro.8xlarge
• stream.graphics-pro.16xlarg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이미지 빌더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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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a-zA-Z0-9][a-zA-Z0-9_.-]{0,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 어레이.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Config
이미지 빌더의 VPC 구성입니다. 하나의 서브넷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pcConfig (p. 124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StreamingUrl
이미지 빌더 스트리밍 세션을 시작할 URL로 문자열로 반환됩니다.

참고 항목
• Amazon AppStream 2.0 API 참조의 CreateImageBuilder

AWS::AppStream::ImageBuilder AccessEndpoint
지정한 Virtual Private Cloud(VPC)와 AppStream 2.0 간에 프라이빗 연결을 생성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스택에 대한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지정할 때
스택 사용자는 해당 엔드포인트를 통해서만 AppStream 2.0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빌더에 대한 인터
페이스 엔드포인트를 지정할 때 관리자는 해당 엔드포인트를 통해서만 이미지 빌더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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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EndpointType" : String,
"VpceId" : String

YAML
EndpointType: String
VpceId: String

Properties
EndpointType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TREAMING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eId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가 사용되는 VPC의 식별자(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tream::ImageBuilder DomainJoinInfo
이미지 빌더를 Microsoft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조인하는 데 사용하는 디렉터리 및 조직 단위(OU)의 이름
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rectoryName" : String,
"OrganizationalUnitDistinguishedName" : String

YAML
DirectoryName: String
OrganizationalUnitDistinguished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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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irectoryName
디렉터리의 정규화된 이름(예: corp.example.com)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ganizationalUnitDistinguishedName
컴퓨터 계정에 대한 조직 단위의 고유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tream::ImageBuilder VpcConfig
이미지 빌더의 VPC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Ids" : [ String, ... ]

YAML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Ids:
- String

Properties
SecurityGroupIds
이미지 빌더에 대한 보안 그룹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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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netId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이미지 빌더 인스턴스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서브넷의 식별자입니다. 이미지 빌
더 인스턴스는 한 개의 서브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tream::Stack
AWS::AppStream::Stack 리소스는 Amazon AppStream 2.0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스트리밍을 시작
할 스택을 생성합니다. 스택은 연결된 플릿, 사용자 액세스 정책 및 스토리지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pStream::Stack",
"Properties" : {
"AccessEndpoints" : [ AccessEndpoint (p. 1253), ... ],
"ApplicationSettings" : ApplicationSettings (p. 1254),
"AttributesToDelete" : [ String, ... ],
"DeleteStorageConnectors" : Boolean,
"Description" : String,
"DisplayName" : String,
"EmbedHostDomains" : [ String, ... ],
"FeedbackURL" : String,
"Name" : String,
"RedirectURL" : String,
"StorageConnectors" : [ StorageConnector (p. 1255), ... ],
"Tags" : [ Tag, ... ],
"UserSettings" : [ UserSetting (p. 1256), ... ]
}

YAML
Type: AWS::AppStream::Stack
Properties:
AccessEndpoints:
- AccessEndpoint (p. 1253)
ApplicationSettings:
ApplicationSettings (p. 1254)
AttributesToDelete:
- String
DeleteStorageConnectors: Boolean
Description: String
DisplayName: String
EmbedHostDomains:
- String
FeedbackURL: String
Name: String
RedirectURL: String
StorageConnectors:
- StorageConnector (p.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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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Tag
UserSettings:
- UserSetting (p. 1256)

Properties
AccessEndpoints
Virtual Private Cloud(VPC)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 객체의 목록입니다. 스택 사용자는 지정된 엔드포인
트를 통해서만 AppStream 2.0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cessEndpoint (p. 1253) 목록
Maximum: 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plicationSettings
스택의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 애플리케이션 설정입니다. 이러한 설정이 활성화된 경우 애플리케이션 및
Windows 설정에 대한 사용자의 변경 사항이 각 세션 후 자동으로 저장되고 다음 세션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pplicationSettings (p. 125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ttributesToDelete
삭제할 스택 속성.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leteStorageConnectors
이 파라미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스택에 대해 활성화된 스토리지 커넥터를 삭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표시할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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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Name
표시할 스택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mbedHostDomains
AppStream 2.0 스트리밍 세션이 iframe에 포함될 수 있는 도메인입니다. 포함된 AppStream 2.0 스트리
밍 세션을 호스팅할 도메인을 승인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eedbackURL
사용자가 의견 보내기 링크를 클릭한 후 리디렉션되는 URL입니다. URL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의견 보
내기 링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스택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zA-Z0-9][a-zA-Z0-9_.-]{0,1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directURL
스트리밍 세션 종료 후 사용자가 리디렉션되는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orageConnectors
활성화할 스토리지 커넥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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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torageConnector (p. 125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 어레이.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Settings
스트리밍 세션 도중 사용자에 대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된 작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활성
화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UserSetting (p. 125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Stream 2.0 API 참조의 CreateStack

AWS::AppStream::Stack AccessEndpoint
지정한 Virtual Private Cloud(VPC)와 AppStream 2.0 간에 프라이빗 연결을 생성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스택에 대한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지정할 때
스택 사용자는 해당 엔드포인트를 통해서만 AppStream 2.0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빌더에 대한 인터
페이스 엔드포인트를 지정할 때 관리자는 해당 엔드포인트를 통해서만 이미지 빌더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pointType" : String,
"VpceId" : String

YAML
EndpointType: String
VpceId: String

Properties
EndpointType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의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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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TREAMING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eId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가 사용되는 VPC의 식별자(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tream::Stack ApplicationSettings
스택의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 애플리케이션 설정.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SettingsGroup" : String

YAML
Enabled: Boolean
SettingsGroup: String

Properties
Enabled
스트리밍 세션 동안 사용자에 대해 영구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ttingsGroup
사용자의 지속적 애플리케이션 설정이 저장되는 S3 버킷의 경로 접두사입니다. 각 스택에 대해 동일한
설정 그룹을 지정함으로써 동일한 지속적 애플리케이션 설정이 여러 스택에서 사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
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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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tream::Stack StorageConnector
사용자에 대해 영구 스토리지를 활성화할 커넥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nectorType" : String,
"Domains" : [ String, ... ],
"ResourceIdentifier" : String

YAML
ConnectorType: String
Domains:
- String
ResourceIdentifier: String

Properties
ConnectorType
스토리지 커넥터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OOGLE_DRIVE | HOMEFOLDERS | ONE_DRIV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s
계정의 도메인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Identifier
스토리지 커넥터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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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tream::Stack UserSetting
작업 및 해당 작업을 스트리밍 세션 동안 스택의 사용자에 대해 활성화할지 또는 비활성화할지를 지정합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 : String,
"Permission" : String

YAML
Action: String
Permission: String

Properties
Action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되는 작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LIPBOARD_COPY_FROM_LOCAL_DEVICE | CLIPBOARD_COPY_TO_LOCAL_DEVICE
| DOMAIN_PASSWORD_SIGNIN | DOMAIN_SMART_CARD_SIGNIN | FILE_DOWNLOAD |
FILE_UPLOAD | PRINTING_TO_LOCAL_DEVIC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mission
작업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되었음을 표시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tream::StackFleetAssociation
AWS::AppStream::StackFleetAssociation 리소스는 지정된 플릿을 Amazon AppStream 2.0에 대해
지정된 스택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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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pStream::StackFleetAssociation",
"Properties" : {
"FleetName" : String,
"StackName" : String
}

YAML
Type: AWS::AppStream::StackFleetAssociation
Properties:
FleetName: String
StackName: String

Properties
FleetName
플릿의 이름입니다.
플릿과 스택을 연결하려면 플릿 리소스의 종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ependsOn 속
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ckName
스택의 이름입니다.
플릿과 스택을 연결하려면 스택 리소스의 종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ependsOn 속
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AppStream 2.0 API 참조의 AssociateF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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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pStream::StackUserAssociation
AWS::AppStream::StackUserAssociation 리소스는 지정된 사용자를 Amazon AppStream 2.0에 대해
지정된 스택에 연결합니다. 플릿이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병합되는 스택에는 AppStream 2.0 사용자 풀
사용자를 할당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pStream::StackUserAssociation",
"Properties" : {
"AuthenticationType" : String,
"SendEmailNotification" : Boolean,
"StackName" : String,
"UserName" : String
}

YAML
Type: AWS::AppStream::StackUserAssociation
Properties:
AuthenticationType: String
SendEmailNotification: Boolean
StackName: String
UserName: String

Properties
AuthenticationType
스택과 연결된 사용자의 인증 유형입니다. USERPOOL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PI | SAML | USERPOOL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ndEmailNotification
사용자 풀에서 사용자가 생성된 이후 환영 이메일이 전송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ckName
사용자와 연결되는 스택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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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rName
스택과 연결된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Note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p{L}\p{M}\p{S}\p{N}\p{P}]+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mazon AppStream 2.0 API 참조의 BatchAssociateUserStack

AWS::AppStream::User
AWS::AppStream::User 리소스는 AppStream 2.0 사용자 풀에 새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pStream::User",
"Properties" : {
"AuthenticationType" : String,
"FirstName" : String,
"LastName" : String,
"MessageAction" : String,
"UserName" : String
}

YAML
Type: AWS::AppStream::User
Properties:
AuthenticationType: String
FirstName: String

API 버전 2010-05-15
125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ppStream 2.0
LastName: String
MessageAction: String
UserName: String

Properties
AuthenticationType
사용자의 인증 유형입니다. USERPOOL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PI | SAML | USERPOOL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irstName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48
Pattern: ^[A-Za-z0-9_\-\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astName
사용자의 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48
Pattern: ^[A-Za-z0-9_\-\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essageAction
사용자 풀에서 사용자가 생성된 이후 전송되는 환영 이메일에 대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SUPPRESS를
지정한 경우 어떠한 이메일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RESEND를 지정한 경우 사용자의 이름 또는 성을 지
정하지 마십시오. 값이 null인 경우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Note
환영 이메일의 임시 암호는 7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사용자가 7일 내에 암호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환영 이메일을 새로 전송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RESEND | SUP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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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rName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로그인할 때 지정한 이메일 주소와 사용자 풀 계정을
생성할 때 지정한 이메일 주소의 대소문자가 다른 경우,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p{L}\p{M}\p{S}\p{N}\p{P}]+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mazon AppStream 2.0 API 참조의 CreateUser

AWS AppSync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AppSync::ApiCache (p. 1261)
• AWS::AppSync::ApiKey (p. 1264)
• AWS::AppSync::DataSource (p. 1266)
• AWS::AppSync::FunctionConfiguration (p. 1279)
• AWS::AppSync::GraphQLApi (p. 1285)
• AWS::AppSync::GraphQLSchema (p. 1296)
• AWS::AppSync::Resolver (p. 1298)

AWS::AppSync::ApiCache
AWS::AppSync::ApiCache 리소스는 CreateApiCache 작업의 입력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ppSync::ApiCache",
"Properties" : {
"ApiCachingBehavior" : String,
"Api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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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RestEncryptionEnabled" : Boolean,
"TransitEncryptionEnabled" : Boolean,
"Ttl" : Double,
"Type" : String

YAML
Type: AWS::AppSync::ApiCache
Properties:
ApiCachingBehavior: String
ApiId: String
AtRestEncryptionEnabled: Boolean
TransitEncryptionEnabled: Boolean
Ttl: Double
Type: String

Properties
ApiCachingBehavior
캐싱 동작입니다.
• FULL_REQUEST_CACHING: 모든 요청이 완전히 캐시됩니다.
• PER_RECOLVER_CACHING: 지정한 개별 해석기가 캐시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Id
GraphQL API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tRestEncryptionEnabled
캐시에 대한 저장 중 암호화 플래그입니다. 이 설정은 생성 후에는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itEncryptionEnabled
캐시에 연결할 때의 전송 암호화 플래그입니다. 이 설정은 생성 후에는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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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l
캐시 항목에 대한 TTL(초)입니다.
유효한 값은 1 ~ 3600초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캐시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유효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SMALL
• MEDIUM
• LARGE
• XLARGE
• LARGE_2X
• LARGE_4X
• LARGE_8X(일부 리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 LARGE_12X
이전에는 인스턴스 유형이 EC2 스타일 값으로 식별되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이 값이 더 이상 사용
되지 않으며 위의 일반 식별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레거시 인스턴스 유형은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T2_SMALL: t2.small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 T2_MEDIAL: t2.medium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 R4_LARGE: r4.large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 R4_XLARGE: r4.xlarge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 R4_2XLARGE: r4.2xlarge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 R4_4XLARGE: r4.4xlarge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 R4_8XLARGE: r4.8xlarge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ApiCache 생성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GraphQL API에 대한 ApiCache를 생성합니다.

YAML
Parameters: graphQlApiId: Type: String Resources: ApiCache: Type:
AWS::AppSync::ApiCache Properties: ApiId: !Ref graphQlApiId Type: SMALL
ApiCachingBehavior: FULL_REQUEST_CACHING Ttl: 1200 TransitEncryptionEnabled:
true
AtRestEncryptionEnabled: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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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Parameters": { "graphQlApiId": { "Type": "String" } },
"Resources": { "ApiCache": { "Type": "AWS::AppSync::ApiCache", "Properties":
{ "ApiId":
{ "Ref": "graphQlApiId" }, "Type": "SMALL", "ApiCachingBehavior":
"FULL_REQUEST_CACHING", "Ttl": 1200, "TransitEncryptionEnabled": true,
"AtRestEncryptionEnabled": true } } } }

AWS::AppSync::ApiKey
AWS::AppSync::ApiKey 리소스는 API 키가 필요한 AWS AppSync에서 GraphQL 작업을 실행 중인 클라
이언트에 배포할 수 있는 고유 키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pSync::ApiKey",
"Properties" : {
"ApiId" : String,
"ApiKeyId" : String,
"Description" : String,
"Expires" : Double
}

YAML
Type: AWS::AppSync::ApiKey
Properties:
ApiId: String
ApiKeyId: String
Description: String
Expires: Double

Properties
ApiId
이 API 키를 위한 고유한 AWS AppSync GraphQL API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piKeyId
API 키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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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API 키의 고유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pires
API 키가 만료되는 시간입니다. 날짜는 Epoch 이후 경과한 초로 표시되며 가장 가까운 시간으로 반올림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AWS::AppSync::ApiKey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Ref 내장 함수로 전달하면 이 함수는
arn:aws:appsync:us-east-1:123456789012:apis/graphqlapiid/apikey/apikeya1bzhi 같
은 API 키의 ARN을 반환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세요.
ApiKey
API 키입니다.
Arn
arn:aws:appsync:us-east-1:123456789012:apis/graphqlapiid/apikey/apikeya1bzhi
같은 API 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제
API 키 생성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API 키를 생성하고 GraphQL API ID를 파라미터로 전달하여 이를 기존 GraphQL API와 연
결합니다.

YAML
Parameters:
graphQlApiId: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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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KeyDescription:
Type: String
apiKeyExpires:
Type: Number
Resources:
ApiKey:
Type: AWS::AppSync::ApiKey
Properties:
ApiId:
Ref: graphQlApiId
Description:
Ref: apiKeyDescription
Expires:
Ref: apiKeyExpires

JSON
{

}

"Parameters": {
"graphQlApiId": {
"Type": "String"
},
"apiKeyDescription": {
"Type": "String"
},
"apiKeyExpires": {
"Type": "Number"
}
},
"Resources": {
"ApiKey": {
"Type": "AWS::AppSync::ApiKey",
"Properties": {
"ApiId": {
"Ref": "graphQlApiId"
},
"Description": {
"Ref": "apiKeyDescription"
},
"Expires": {
"Ref": "apiKeyExpires"
}
}
}
}

참고 항목
• AWS AppSync API 참조의 CreateApiKey 작업.

AWS::AppSync::DataSource
AWS::AppSync::DataSource 리소스는 분석기에 대한 데이터 소스를 AWS AppSync에 생성하여
Amazon DynamoDB, AWS Lambda 및 Amazon OpenSearch Service 등에 연결합니다. 해석기는 이러한 데
이터 원본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GraphQL을 호출할 때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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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AppSync::DataSource",
"Properties" : {
"ApiId" : String,
"Description" : String,
"DynamoDBConfig" : DynamoDBConfig (p. 1273),
"ElasticsearchConfig" : ElasticsearchConfig (p. 1275),
"HttpConfig" : HttpConfig (p. 1275),
"LambdaConfig" : LambdaConfig (p. 1276),
"Name" : String,
"RelationalDatabaseConfig" : RelationalDatabaseConfig (p. 1278),
"ServiceRoleArn" : String,
"Type" : String
}

YAML
Type: AWS::AppSync::DataSource
Properties:
ApiId: String
Description: String
DynamoDBConfig:
DynamoDBConfig (p. 1273)
ElasticsearchConfig:
ElasticsearchConfig (p. 1275)
HttpConfig:
HttpConfig (p. 1275)
LambdaConfig:
LambdaConfig (p. 1276)
Name: String
RelationalDatabaseConfig:
RelationalDatabaseConfig (p. 1278)
ServiceRoleArn: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ApiId
이 데이터 원본이 생성될 고유한 AWS AppSync GraphQL API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ynamoDBConfig
계정의 Amazon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AWS 리전 및 TableNam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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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DynamoDBConfig (p. 127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lasticsearchConfig
계정의 Amazon OpenSearch Service 도메인에 대한 AWS 리전 및 엔드포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lasticsearchConfig (p. 127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Config
HTTP 데이터 원본의 엔드포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Config (p. 127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mbdaConfig
유효한 ARN 형식의 Lambda 함수 ARN입니다. 현재 계정 또는 다른 계정에 있는 Lambda 함수의 ARN
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mbdaConfig (p. 12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생성 후 AppSync 데이터 원본을 식별하기 위한 알기 쉬운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lationalDatabaseConfig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lationalDatabaseConfig (p. 12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RoleArn
데이터 원본에 대한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서비스 역할 ARN입니다. 시스템은 데이터
원본에 액세스할 때 이 역할을 사용합니다.
Type이 AWS_LAMBDA, AMAZON_DYNAMODB 또는 AMAZON_ELASTICSEARCH로 지정된 경우 필수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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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데이터 소스의 유형입니다.
• AMAZON_DYNAMODB: 데이터 소스는 Amazon DynamoDB 테이블입니다.
• AMAZON_ELASTICSEARCH: 데이터 소스는 Amazon OpenSearch Service 도메인입니다.
• AWS_LAMBDA: 데이터 원본은 AWS Lambda 함수입니다.
• NONE: 데이터 소스가 없습니다. 이 유형은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지 않고 GraphQL 작업을 호출하려
는 경우(예: 해석기를 사용하여 데이터 변환을 수행하거나 변형으로 호출할 구독을 트리거하는 경우)
에 사용됩니다.
• HTTP: 데이터 소스는 HTTP 엔드포인트입니다.
• RELATIONAL_DATABASE: 데이터 소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AWS::AppSync::DataSource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Ref 내장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는
arn:aws:appsync:us-east-1:123456789012:apis/graphqlapiid/datasources/
datasourcename 같은 데이터 원본의 ARN을 반환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세요.
DataSourceArn
arn:aws:appsync:us-east-1:123456789012:apis/graphqlapiid/datasources/
datasourcename 같은 API 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Name
생성 후 AWS AppSync 데이터 원본을 식별하기 위한 알기 쉬운 이름입니다.

예제
데이터 소스 생성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데이터 소스를 생성하고 GraphQL API ID를 파라미터로 전달하여 이를 기존 GraphQL API
에 연결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126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AppSync

YAML
Parameters:
graphQlApiId:
Type: String
dataSourceName:
Type: String
dataSourceDescription:
Type: String
serviceRoleArn:
Type: String
lambdaFunctionArn:
Type: String
Resources:
DataSource:
Type: AWS::AppSync::DataSource
Properties:
ApiId:
Ref: graphQlApiId
Name:
Ref: dataSourceName
Description:
Ref: dataSourceDescription
Type: "AWS_LAMBDA"
ServiceRoleArn:
Ref: serviceRoleArn
LambdaConfig:
LambdaFunctionArn:
Ref: lambdaFunctionArn

JSON
{

"Parameters": {
"graphQlApiId": {
"Type": "String"
},
"dataSourceName": {
"Type": "String"
},
"dataSourceDescription": {
"Type": "String"
},
"serviceRoleArn": {
"Type": "String"
},
"lambdaFunctionArn": {
"Type": "String"
}
},
"Resources": {
"DataSource": {
"Type": "AWS::AppSync::DataSource",
"Properties": {
"ApiId": {
"Ref": "graphQlApiId"
},
"Name": {
"Ref": "dataSourceName"
},
"Description": {
"Ref": "dataSourceDescription"
},
"Type": "AWS_LAM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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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erviceRoleArn": {
"Ref": "serviceRoleArn"
},
"LambdaConfig": {
"LambdaFunctionArn": {
"Ref": "lambdaFunctionArn"
}
}

참고 항목
• AWS AppSync API 참조의 CreateDataSource 작업.

AWS::AppSync::DataSource AuthorizationConfig
AuthorizationConfig 속성 유형은 AWS AppSync http 데이터 원본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구성을 지정합
니다.
AuthorizationConfig는 AWS AppSync DataSource HttpConfig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horizationType" : String,
"AwsIamConfig" : AwsIamConfig (p. 1272)

YAML
AuthorizationType: String
AwsIamConfig:
AwsIamConfig (p. 1272)

Properties
AuthorizationType
HTTP 엔드포인트에 필요한 권한 부여 유형입니다.
• AWS_IAM: 권한 부여 유형이 Sigv4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amConfig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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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IamConfig (p. 127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ync::DataSource AwsIamConfig
AwsIamConfig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AWS AppSync 권한 부여에 대한 AwsIamConfig를 지정합니다.
AwsIamConfig는 AWS AppSync DataSource AuthorizationConfig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igningRegion" : String,
"SigningServiceName" : String

YAML
SigningRegion: String
SigningServiceName: String

Properties
SigningRegion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권한 부여를 위한 서명 리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gningServiceName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권한 부여를 위한 서명 서비스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ync::DataSource DeltaSyncConfig
델타 동기화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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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TableTTL" : String,
"DeltaSyncTableName" : String,
"DeltaSyncTableTTL" : String

YAML
BaseTableTTL: String
DeltaSyncTableName: String
DeltaSyncTableTTL: String

Properties
BaseTableTTL
항목이 데이터 소스에 저장되는 시간(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ltaSyncTableName
델타 동기화 테이블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ltaSyncTableTTL
델타 동기화 로그 항목이 델타 동기화 테이블에 저장되는 시간(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ync::DataSource DynamoDBConfig
DynamoDBConfig 속성 유형은 AWS AppSync 데이터 원본에 대해 해당 계정에서 Amazon DynamoDB 테
이블에 대한 AwsRegion과 TableName을 지정합니다.
DynamoDBConfig는 AWS::AppSync::DataSource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wsRegion" : String,
"DeltaSyncConfig" : DeltaSyncConfig (p. 1272),
"Table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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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CallerCredentials" : Boolean,
"Versioned" : Boolean

YAML
AwsRegion: String
DeltaSyncConfig:
DeltaSyncConfig (p. 1272)
TableName: String
UseCallerCredentials: Boolean
Versioned: Boolean

Properties
AwsRegion
AWS 리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ltaSyncConfig
버전이 지정된 데이터 소스에 대한 DeltaSyncConfig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ltaSyncConfig (p. 127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Name
테이블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CallerCredentials
이 데이터 원본에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을 사용하려면 TRUE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ed
이 데이터 소스에서 충돌 감지 및 해결을 사용하려면 TRUE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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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pSync::DataSource ElasticsearchConfig
ElasticsearchConfig 속성 유형은 AWS AppSync 데이터 원본에 대해 해당 계정에서 Amazon
OpenSearch Service 도메인에 대한 AwsRegion과 Endpoints을 지정합니다.
ElasticsearchConfig는 AWS::AppSync::DataSource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wsRegion" : String,
"Endpoint" : String

YAML
AwsRegion: String
Endpoint: String

Properties
AwsRegion
AWS 리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point
엔드포인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ync::DataSource HttpConfig
HttpConfig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AWS AppSync 데이터 원본에 대한 HttpConfig를 지정합니다.
HttpConfig는 AWS::AppSync::DataSource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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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zationConfig" : AuthorizationConfig (p. 1271),
"Endpoint" : String

YAML
AuthorizationConfig:
AuthorizationConfig (p. 1271)
Endpoint: String

Properties
AuthorizationConfig
권한 부여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thorizationConfig (p. 127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point
엔드포인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ync::DataSource LambdaConfig
LambdaConfig 속성 유형은 AWS AppSync 데이터 원본에 대한 Lambda 함수 ARN을 지정합니다.
LambdaConfig는 AWS::AppSync::DataSource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ambdaFunctionArn" : String

YAML
LambdaFunctionArn: String

Properties
LambdaFunctionArn
Lambda 함수의 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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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ync::DataSource RdsHttpEndpointConfig
RdsHttpEndpointConfig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AWS AppSync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RdsHttpEndpoint를 지정합니다.
RdsHttpEndpointConfig는 AWS AppSync DataSource RelationalDatabaseConfig 리소스의 속성입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wsRegion" : String,
"AwsSecretStoreArn" : String,
"DatabaseName" : String,
"DbClusterIdentifier" : String,
"Schema" : String

YAML
AwsRegion: String
AwsSecretStoreArn: String
DatabaseName: String
DbClusterIdentifier: String
Schema: String

Properties
AwsRegion
RDS HTTP 엔드포인트에 대한 AWS 리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cretStoreArn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에 대한 AWS 비밀 스토어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Name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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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bClusterIdentifier
Amazon RDS 클러스터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ma
논리적 스키마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ync::DataSource RelationalDatabaseConfig
RelationalDatabaseConfig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AWS AppSync 데이터 원본에 대한
RelationalDatabaseConfig를 지정합니다.
RelationalDatabaseConfig는 AWS::AppSync::DataSource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dsHttpEndpointConfig" : RdsHttpEndpointConfig (p. 1277),
"RelationalDatabaseSourceType" : String

YAML
RdsHttpEndpointConfig:
RdsHttpEndpointConfig (p. 1277)
RelationalDatabaseSourceType: String

Properties
RdsHttpEndpointConfig
Amazon RDS 리소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dsHttpEndpointConfig (p. 127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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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alDatabaseSourceType
관계형 데이터 원본의 형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ync::FunctionConfiguration
AWS::AppSync::FunctionConfiguration 리소스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GraphQL API의 함수를 정
의합니다. 파이프라인 해석기를 사용하여 함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AppSync 개발자
안내서에서 파이프라인 확인자를 참조하세요.

Note
업데이트를 제출하면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제출하는 내용과 스택의 현재 템플릿 간의 차이
에 따라 리소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리소스를 업데이트하려면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리소스의 속성 값을 변경해야 합니다. 속성 값을 변경하지 않고 Amazon S3 파일 콘텐츠를 변경
하면 업데이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에서 스택 리소스의 업데이트 동작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pSync::FunctionConfiguration",
"Properties" : {
"ApiId" : String,
"DataSourceNam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FunctionVersion" : String,
"Name" : String,
"RequestMappingTemplate" : String,
"RequestMappingTemplateS3Location" : String,
"ResponseMappingTemplate" : String,
"ResponseMappingTemplateS3Location" : String,
"SyncConfig" : SyncConfig (p. 1284)
}

YAML
Type: AWS::AppSync::FunctionConfiguration
Properties:
ApiId: String
DataSourceName: String
Description: String
FunctionVersion: String
Name: String
RequestMappingTemplate: String
RequestMappingTemplateS3Location: String
ResponseMappingTemplate: String
ResponseMappingTemplateS3Location: String
Sync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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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piId
이 함수를 사용하여 연결하려는 AWS AppSync GraphQL API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ataSourceName
이 함수가 연결되는 데이터 원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Function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unctionVersion
요청 매핑 템플릿의 버전입니다. 현재, 템플릿의 2018-05-29 버전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함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estMappingTemplate
Function 요청 매핑 템플릿입니다. 함수는 2018-05-29 버전의 요청 매핑 템플릿만 지원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estMappingTemplateS3Location
해석기에 대한 동기화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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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기가 호출될 때 수행해야 하는 충돌 감지 및 해결 전략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ponseMappingTemplate
Function 응답 매핑 템플릿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ponseMappingTemplateS3Location
Amazon S3 버킷의 응답 매핑 템플릿 위치입니다. 템플릿 파일을 CloudFormation 템플릿에 포함시키지
않고 Amazon S3에서 템플릿 파일을 프로비저닝하려면 이 위치 속성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yncConfig
해석기에 대한 동기화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해석기가 호출될 때 수행해야 하는 충돌 감지 및 해결 전략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yncConfig (p. 128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AWS::AppSync::FunctionConfiguration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는 FunctionConfiguration의 ARN(예: arn:aws:appsync:us-east-1:123456789012:apis/
graphqlapiid/functions/functionid)을 반환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세요.
DataSourceName
이 함수가 연결되는 데이터 원본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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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rn
함수의 ARN입니다(예: arn:aws:appsync:us-east-1:123456789012:apis/graphqlapiid/
functions/functionId).
FunctionId
이 함수의 고유 ID입니다.
Name
함수의 이름입니다.

예제
함수 생성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함수를 생성하고 GraphQL API ID 및 데이터 소스 이름을 파라미터로 전달하여 이를 기존
GraphQL API 및 데이터 소스에 연결합니다.

YAML
Parameters:
graphQlApiId:
Type: String
dataSourceName:
Type: String
name:
Type: String
description:
Type: String
functionVersion:
Type: String
requestMappingTemplateS3LocationInput:
Type: String
responseMappingTemplateS3LocationInput:
Type: String
Resources:
FunctionConfiguration:
Type: AWS::AppSync::FunctionConfiguration
Properties:
ApiId:
Ref: graphQlApiId
Name:
Ref: name
Description:
Ref: description
DataSourceName:
Ref: dataSourceName
FunctionVersion:
Ref: functionVersion
RequestMappingTemplateS3Location:
Ref: requestMappingTemplateS3LocationInput
ResponseMappingTemplateS3Location:
Ref: responseMappingTemplateS3LocationInput

JSON
{

"Parameters": {
"graphQlApi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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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tring"
},
"name": {
"Type": "String"
},
"description": {
"Type": "String"
},
"dataSourceName": {
"Type": "String"
},
"functionVersion": {
"Type": "String"
},
"requestMappingTemplateS3LocationInput": {
"Type": "String"
},
"responseMappingTemplateS3LocationInput": {
"Type": "String"
}

}

},
"Resources": {
"FunctionConfiguration": {
"Type": "AWS::AppSync::FunctionConfiguration",
"Properties": {
"ApiId": {
"Ref": "graphQlApiId"
},
"Name": {
"Ref": "name"
},
"Description": {
"Ref": "description"
},
"FunctionVersion": {
"Ref": "functionVersion"
},
"DataSourceName": {
"Ref": "dataSourceName"
},
"RequestMappingTemplateS3Location": {
"Ref": "requestMappingTemplateS3LocationInput"
},
"ResponseMappingTemplateS3Location": {
"Ref": "responseMappingTemplateS3LocationInput"
}
}
}
}

참고 항목
• AWS AppSync API 참조의 CreateFunction 작업.

AWS::AppSync::FunctionConfiguration LambdaConflictHandlerConfig
LAMBDA를 충돌 핸들러로 구성할 때 LambdaConflictHandlerConfig 개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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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LambdaConflictHandlerArn" : String

YAML
LambdaConflictHandlerArn: String

Properties
LambdaConflictHandlerArn
Lambda 함수에서 충돌 핸들러로 사용되는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ync::FunctionConfiguration SyncConfig
해석기에 대한 동기화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해석기가 호출될 때 수행해야 하는 충돌 감지 및 해결 전략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flictDetection" : String,
"ConflictHandler" : String,
"LambdaConflictHandlerConfig" : LambdaConflictHandlerConfig (p. 1283)

YAML
ConflictDetection: String
ConflictHandler: String
LambdaConflictHandlerConfig:
LambdaConflictHandlerConfig (p. 1283)

Properties
ConflictDetection
사용할 충돌 감지 전략입니다.
• VERSION: 이 해석기의 객체 버전을 기반으로 충돌을 감지합니다.
• NONE: 이 해석기를 실행할 때 충돌을 감지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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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flictHandler
충돌 시 수행할 충돌 해결 전략입니다.
• OPTIMISTIC_CONCURRENCY: 버전이 서버의 최신 버전과 일치하지 않을 때 변형을 거부하여 충돌
을 해결합니다.
• AUTOMERGE: 자동 병합 충돌 해결 전략으로 충돌을 해결합니다.
• LAMBDA: LambdaConflictHandlerConfig에서 제공되는 Lambda 함수로 충돌을 해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mbdaConflictHandlerConfig
LAMBDA를 충돌 핸들러로 구성할 때 LambdaConflictHandlerConfig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mbdaConflictHandlerConfig (p. 128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ync::GraphQLApi
AWS::AppSync::GraphQLApi 리소스는 새로운 AWS AppSync GraphQL API를 생성합니다. 이는 애플리
케이션에 대한 최상위 생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AppSync 개발자 안내서에서 빠른 시작을 참조하세
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pSync::GraphQLApi",
"Properties" : {
"AdditionalAuthenticationProviders" : AdditionalAuthenticationProviders (p. 1290),
"AuthenticationType" : String,
"LambdaAuthorizerConfig" : LambdaAuthorizerConfig (p. 1291),
"LogConfig" : LogConfig (p. 1292),
"Name" : String,
"OpenIDConnectConfig" : OpenIDConnectConfig (p. 1293),
"Tags" : Tags (p. 1295),
"UserPoolConfig" : UserPoolConfig (p. 1295),
"XrayEnabled" : Boolean
}

YAML
Type: AWS::AppSync::GraphQLApi
Properties:
AdditionalAuthenticationProviders:
AdditionalAuthenticationProviders (p. 1290)
AuthenticationType: String
LambdaAuthorizer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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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daAuthorizerConfig (p. 1291)
LogConfig:
LogConfig (p. 1292)
Name: String
OpenIDConnectConfig:
OpenIDConnectConfig (p. 1293)
Tags:
Tags (p. 1295)
UserPoolConfig:
UserPoolConfig (p. 1295)
XrayEnabled: Boolean

Properties
AdditionalAuthenticationProviders
GraphqlApi API에 대한 추가 인증 공급자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dditionalAuthenticationProviders (p. 129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enticationType
GraphQL API에 대한 보안 구성입니다. 허용되는 값(예: API_KEY, AWS_IAM 또는
AMAZON_COGNITO_USER_POOLS, OPENID_CONNECT 또는 AWS_LAMBDA)은 AWS AppSync 개발자 안
내서에서 보안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mbdaAuthorizerConfig
LambdaAuthorizerConfig에서는 AWS_LAMBDA 권한 부여자 모드를 사용할 때 AWS AppSync API
액세스를 승인하는 방법에 대한 구성을 보유합니다. AWS AppSync API에는 한 번에 하나의 Lambda 권
한 부여자만 구성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mbdaAuthorizerConfig (p. 12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Config
Amazon CloudWatch Logs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gConfig (p. 12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API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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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penIDConnectConfig
OpenID Connect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penIDConnectConfig (p. 12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GraphQL API에 대한 임의 태그 세트(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s (p. 12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PoolConfig
GraphQL 엔드포인트와 함께 Amazon Cognito user pools을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권한 부여 구성입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UserPoolConfig (p. 12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XrayEnabled
GraphqlApi에 X-Ray 추적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AWS::AppSync::GraphQLApi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Ref 내장 함수로 전달하면 이 함수는
arn:aws:appsync:us-east-1:123456789012:apis/graphqlapiid 같은 GraphQL API의 ARN을
반환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세요.
ApiId
고유한 AWS AppSync GraphQL API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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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
arn:aws:appsync:us-east-1:123456789012:apis/graphqlapiid 같은 API 키의 Amazon 리
소스 이름(ARN)입니다.
GraphQLUrl
GraphQL API의 엔드포인트 URL입니다.

예제
GraphQL API 생성 예제
다음 예에서는 GraphQL API를 생성합니다.

YAML
Parameters:
graphQlApiName:
Type: String
userPoolId:
Type: String
userPoolAwsRegion:
Type: String
defaultAction:
Type: String
Resources:
GraphQLApi:
Type: AWS::AppSync::GraphQLApi
Properties:
Name:
Ref: graphQlApiName
AuthenticationType: "AMAZON_COGNITO_USER_POOLS"
UserPoolConfig:
UserPoolId:
Ref: userPoolId
AwsRegion:
Ref: userPoolAwsRegion
DefaultAction:
Ref: defaultAction

JSON
{

"Parameters": {
"graphQlApiName": {
"Type": "String"
},
"userPoolId": {
"Type": "String"
},
"userPoolAwsRegion": {
"Type": "String"
},
"defaultAction": {
"Type": "String"
}
},
"Resources": {
"GraphQLApi": {
"Type": "AWS::AppSync::GraphQL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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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perties": {
"Name": {
"Ref": "graphQlApiName"
},
"AuthenticationType": "AMAZON_COGNITO_USER_POOLS",
"UserPoolConfig": {
"UserPoolId": {
"Ref": "userPoolId"
},
"AwsRegion": {
"Ref": "userPoolAwsRegion"
},
"DefaultAction": {
"Ref": "defaultAction"
}
}
}

참고 항목
• AWS AppSync API 참조의 CreateGraphqlApi 작업.

AWS::AppSync::GraphQLApi AdditionalAuthenticationProvider
추가 인증 공급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henticationType" : String,
"LambdaAuthorizerConfig" : LambdaAuthorizerConfig (p. 1291),
"OpenIDConnectConfig" : OpenIDConnectConfig (p. 1293),
"UserPoolConfig" : CognitoUserPoolConfig (p. 1290)

YAML
AuthenticationType: String
LambdaAuthorizerConfig:
LambdaAuthorizerConfig (p. 1291)
OpenIDConnectConfig:
OpenIDConnectConfig (p. 1293)
UserPoolConfig:
CognitoUserPoolConfig (p. 1290)

Properties
AuthenticationType
API 키,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OIDC, Amazon Cognito user pools 또는 AWS Lambda
에 대한 인증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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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값: API_KEY | AWS_IAM | OPENID_CONNECT | AMAZON_COGNITO_USER_POOLS |
AWS_LAMBDA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mbdaAuthorizerConfig
AWS Lambda 함수 권한 부여를 위한 구성.
Required: 아니요
Type: LambdaAuthorizerConfig (p. 12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penIDConnectConfig
OpenID Connect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penIDConnectConfig (p. 12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PoolConfig
Amazon Cognito 사용자 풀 구성.
Required: 아니요
Type: CognitoUserPoolConfig (p. 129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ync::GraphQLApi AdditionalAuthenticationProviders
GraphqlApi API에 대한 추가 인증 공급자의 목록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유형: AdditionalAuthenticationProvider의 목록
업데이트 필요 조건: 무중단

AWS::AppSync::GraphQLApi CognitoUserPoolConfig
Amazon Cognito 사용자 풀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ppIdClientRegex" : String,
"AwsRegi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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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PoolId" : String

YAML
AppIdClientRegex: String
AwsRegion: String
UserPoolId: String

Properties
AppIdClientRegex
수신되는 Amazon Cognito 사용자 풀 앱 클라이언트 ID를 확인하는 정규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egion
사용자 풀이 생성된 AWS 리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PoolId
사용자 풀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ync::GraphQLApi LambdaAuthorizerConfig
AWS Lambda 함수 권한 부여를 위한 구성.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horizerResultTtlInSeconds" : Double,
"AuthorizerUri" : String,
"IdentityValidationExpression" : String

YAML
AuthorizerResultTtlInSeconds: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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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zerUri: String
IdentityValidationExpression: String

Properties
AuthorizerResultTtlInSeconds
응답을 캐시해야 하는 시간(초)입니다. 기본값은 5분(300초)입니다. Lambda 함수는 응답에서
ttlOverride 키를 반환하여 이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값이 0이면 응답 캐싱을 비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orizerUri
권한 부여를 위해 호출되는 Lambda 함수의 ARN입니다. 표준 Lambda ARN, 버전 ARN(.../v3) 또는
별칭 ARN일 수 있습니다.
참고: 이 Lambda 함수에는 다음과 같은 리소스 기반 정책이 할당되어 있어야 합니다. 콘솔에서 Lambda
권한 부여자를 구성할 때 이 작업이 수행됩니다. AWS CLI로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음을 실행합니다.
aws lambda add-permission --function-name "arn:aws:lambda:useast-2:111122223333:function:my-function" --statement-id "appsync" -principal appsync.amazonaws.com --action lambda:InvokeFunction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entityValidationExpression
Lambda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토큰 유효성 검사를 위한 정규 표현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ync::GraphQLApi LogConfig
LogConfig 속성 유형은 GraphQL 작업 작성 및 AWS AppSync GraphQL API용 Amazon CloudWatch에 대
한 추적 시 로깅 구성을 지정합니다.
LogConfig는 AWS::AppSync::GraphQLApi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loudWatchLogsRoleAr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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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ludeVerboseContent" : Boolean,
"FieldLogLevel" : String

YAML
CloudWatchLogsRoleArn: String
ExcludeVerboseContent: Boolean
FieldLogLevel: String

Properties
CloudWatchLogsRoleArn
AWS AppSync에서 계정의 Amazon CloudWatch Logs에 게시할 때 수임할 서비스 역할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ludeVerboseContent
로깅 수준과 상관없이 헤더, 컨텍스트, 평가된 매핑 템플릿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섹션을 제외하려면
TRUE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LogLevel
필드 로깅 수준입니다. 값은 NONE, ERROR, ALL입니다.
• NONE: 캡처되는 필드 수준 로그가 없습니다.
• ERROR: 오류가 있는 필드에 대한 다음 정보만 로깅합니다.
• 서버 응답의 오류 섹션.
• 필드 수준 오류.
• 생성되어 오류 필드에 대해 해결된 요청/응답 함수.
• ALL: 쿼리의 모든 필드에 대해 다음 정보가 로깅됩니다.
• 필드 수준 추적 정보.
• 생성되어 각 필드에 대해 해결된 요청/응답 함수.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ync::GraphQLApi OpenIDConnectConfig
OpenIDConnectConfig 속성 유형은 AWS AppSync GraphQL API에 대한 GraphQL 엔드포인트와 함께
OpenID Connect 준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권한 부여 구성을 지정합니다.
OpenIDConnectConfig는 AWS::AppSync::GraphQLApi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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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hTTL" : Double,
"ClientId" : String,
"IatTTL" : Double,
"Issuer" : String

YAML
AuthTTL: Double
ClientId: String
IatTTL: Double
Issuer: String

Properties
AuthTTL
토큰 인증 후 유효성이 유지되는 밀리초 수.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Id
OpenID 자격 증명 공급자에서 신뢰 당사자의 클라이언트 식별자입니다. 이 식별자는 보통 신뢰 당사자
가 OpenID 자격 증명 공급자에 등록할 때 받습니다. AWS AppSync가 여러 클라이언트 식별자를 한 번
에 검증할 수 있도록 정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atTTL
사용자에게 발행한 후 토큰의 유효성이 유지되는 밀리초 수.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ssuer
OpenID Connect 구성의 발행자입니다. 검색으로 반환되는 발행자는 ID 토큰의 iss 값과 반드시 일치해
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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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ync::GraphQLApi Tags
이 GraphQL API에 대한 임의 태그 세트(키-값 페어)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유형: 태그의 목록
업데이트 필요 조건: 무중단

AWS::AppSync::GraphQLApi UserPoolConfig
UserPoolConfig 속성 유형은 AWS AppSync GraphQL API에 대한 GraphQL 엔드포인트와 함께 Amazon
Cognito user pools을 사용하기 위한 선택적 권한 부여 구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pIdClientRegex" : String,
"AwsRegion" : String,
"DefaultAction" : String,
"UserPoolId" : String

YAML
AppIdClientRegex: String
AwsRegion: String
DefaultAction: String
UserPoolId: String

Properties
AppIdClientRegex
수신되는 Amazon Cognito 사용자 풀 앱 클라이언트 ID를 확인하는 정규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egion
사용자 풀이 생성된 AWS 리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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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Action
Amazon Cognito 사용자 풀 인증을 사용하는 요청이 Amazon Cognito 사용자 풀 구성과 일치하지 않을
때 GraphQL API로 수행하려는 작업입니다.
Amazon Cognito user pools을 기본 인증으로 지정할 때 AdditionalAuthenticationProviders를
지정하는 경우 DefaultAction의 값을 ALLOW로 설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PoolId
사용자 풀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ync::GraphQLSchema
AWS::AppSync::GraphQLSchema 리소스는 API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제어하는 AWS AppSync
GraphQL 스키마에 사용됩니다. 스키마 파일은 SDL(Schema Definition Language) 형식으로 작성된 텍스트
입니다. 스키마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AppSync 개발자 안내서에서 GraphQL API 설계를 참조하
세요.

Note
업데이트를 제출하면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제출하는 내용과 스택의 현재 템플릿 간의 차이
에 따라 리소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리소스를 업데이트하려면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리
소스의 속성 값을 변경해야 합니다. 속성 값을 변경하지 않고 Amazon S3 파일 콘텐츠를 변경하면
업데이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에서 스택 리소스의 업데이트 동작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ppSync::GraphQLSchema",
"Properties" : {
"ApiId" : String,
"Definition" : String,
"DefinitionS3Location" : String
}

YAML
Type: AWS::AppSync::GraphQLSchema

API 버전 2010-05-15
129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AppSync
Properties:
ApiId: String
Definition: String
DefinitionS3Location: String

Properties
ApiId
이 스키마를 적용하려는 AWS AppSync GraphQL API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finition
SDL 형식의 GraphQL 스키마 텍스트 표시입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initionS3Location
Amazon S3 버킷의 GraphQL 스키마 파일의 위치입니다. 템플릿 파일을 CloudFormation 템플릿에 포함
시키지 않고 Amazon S3의 스키마로 프로비저닝하려면 이 위치 속성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AWS::AppSync::GraphQLSchema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는 함수에 연
결된 리터럴 String GraphQLSchema와 함께 GraphQL API id를 반환합니다.

예제
GraphQL 스키마 생성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GraphQL Schema를 생성하고 GraphQL API ID를 파라미터로 전달하여 이를 기존
GraphQL API에 연결합니다.

YAML
Parameters:
graphQlApi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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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tring
graphQlSchemaS3DescriptionLocation:
Type: String
Resources:
Schema:
Type: AWS::AppSync::GraphQLSchema
Properties:
ApiId:
Ref: graphQlApiId
DefinitionS3Location:
Ref: graphQlSchemaS3DescriptionLocation

JSON
{

}

"Parameters": {
"graphQlApiId": {
"Type": "String"
},
"graphQlSchemaS3DescriptionLocation": {
"Type": "String"
}
},
"Resources": {
"Schema": {
"Type": "AWS::AppSync::GraphQLSchema",
"Properties": {
"ApiId": {
"Ref": "graphQlApiId"
},
"DefinitionS3Location": {
"Ref": "graphQlSchemaS3DescriptionLocation"
}
}
}
}

참고 항목
• AWS AppSync API 참조의 StartSchemaCreation 작업.

AWS::AppSync::Resolver
AWS::AppSync::Resolver 리소스는 스키마의 필드에 연결할 논리적 GraphQL 해석기를 정의합니다. 해
석기에 대한 요청 및 응답 템플릿은 Apache VTL(Velocity Template Language)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해석기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석기 매핑 템플릿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Note
업데이트를 제출하면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제출하는 내용과 스택의 현재 템플릿 간의 차이
에 따라 리소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리소스를 업데이트하려면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리
소스의 속성 값을 변경해야 합니다. 속성 값을 변경하지 않고 Amazon S3 파일 콘텐츠를 변경하면
업데이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에서 스택 리소스의 업데이트 동작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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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AppSync::Resolver",
"Properties" : {
"ApiId" : String,
"CachingConfig" : CachingConfig (p. 1303),
"DataSourceName" : String,
"FieldName" : String,
"Kind" : String,
"PipelineConfig" : PipelineConfig (p. 1305),
"RequestMappingTemplate" : String,
"RequestMappingTemplateS3Location" : String,
"ResponseMappingTemplate" : String,
"ResponseMappingTemplateS3Location" : String,
"SyncConfig" : SyncConfig (p. 1305),
"TypeName" : String
}

YAML
Type: AWS::AppSync::Resolver
Properties:
ApiId: String
CachingConfig:
CachingConfig (p. 1303)
DataSourceName: String
FieldName: String
Kind: String
PipelineConfig:
PipelineConfig (p. 1305)
RequestMappingTemplate: String
RequestMappingTemplateS3Location: String
ResponseMappingTemplate: String
ResponseMappingTemplateS3Location: String
SyncConfig:
SyncConfig (p. 1305)
TypeName: String

Properties
ApiId
이 확인자를 연결하려는 AWS AppSync GraphQL API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achingConfig
리졸버에 대한 캐싱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chingConfig (p. 13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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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ourceName
해석기 데이터 소스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Name
이 해석기를 호출하는 유형에 대한 GraphQL 필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ind
리소스 유형입니다.
• UNIT: UNIT 해석기 유형입니다. UNIT 해석기는 기본 해석기 유형입니다. UNIT 해석기를 사용하여 단
일 데이터 소스에 대해 GraphQL 쿼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PIPELINE: PIPELINE 해석기 유형입니다. PIPELINE 해석기를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일련의
Function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해석기를 사용하여 여러 데이터 소스에 대해 GraphQL
쿼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ipelineConfig
파이프라인 해석기와 연결된 함수.
Required: 아니요
Type: PipelineConfig (p. 130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estMappingTemplate
요청 매핑 템플릿.
요청 매핑 템플릿은 Lambda 데이터 원본을 사용할 때 선택 사항입니다. 다른 모든 데이터 원본의 경우
요청 매핑 템플릿이 필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estMappingTemplateS3Location
Amazon S3 버킷의 요청 매핑 템플릿 위치입니다. 템플릿 파일을 CloudFormation 템플릿에 포함시키지
않고 Amazon S3에서 템플릿 파일을 프로비저닝하려면 이 위치 속성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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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ponseMappingTemplate
응답 매핑 템플릿.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ponseMappingTemplateS3Location
Amazon S3 버킷의 응답 매핑 템플릿 위치입니다. 템플릿 파일을 CloudFormation 템플릿에 포함시키지
않고 Amazon S3에서 템플릿 파일을 프로비저닝하려면 이 위치 속성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yncConfig
버전이 지정된 데이터 소스에 연결된 리졸버에 대한 SyncConfig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yncConfig (p. 130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Name
이 해석기를 호출하는 GraphQL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AWS::AppSync::Resolver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Ref 내장 함수로 전달하면 이 함수는
arn:aws:appsync:us-east-1:123456789012:apis/graphqlapiid/types/typename/
resolvers/resolvername 같은 해석기의 ARN을 반환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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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세요.
FieldName
이 해석기를 호출하는 유형에 대한 GraphQL 필드입니다.
ResolverArn
해석기의 ARN입니다(예: arn:aws:appsync:us-east-1:123456789012:apis/graphqlapiid/
types/typename/resolvers/resolvername).
TypeName
이 해석기를 호출하는 GraphQL 유형입니다.

예제
해석기 생성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해석기를 생성하고 GraphQL API ID 및 데이터 소스 이름을 파라미터로 전달하여 이를 기존
GraphQL API 및 데이터 소스에 연결합니다.

YAML
Parameters:
graphQlApiId:
Type: String
dataSourceName:
Type: String
fieldName:
Type: String
typeName:
Type: String
requestMappingTemplateS3LocationInput:
Type: String
responseMappingTemplateS3LocationInput:
Type: String
Resources:
Resolver:
Type: AWS::AppSync::Resolver
Properties:
ApiId:
Ref: graphQlApiId
TypeName:
Ref: typeName
FieldName:
Ref: fieldName
DataSourceName:
Ref: dataSourceName
RequestMappingTemplateS3Location:
Ref: requestMappingTemplateS3LocationInput
ResponseMappingTemplateS3Location:
Ref: responseMappingTemplateS3LocationInput

JSON
{

"Parameters": {
"graphQlApiId": {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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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SourceName": {
"Type": "String"
},
"fieldName": {
"Type": "String"
},
"typeName": {
"Type": "String"
},
"requestMappingTemplateS3LocationInput": {
"Type": "String"
},
"responseMappingTemplateS3LocationInput": {
"Type": "String"
}

}

},
"Resources": {
"Resolver": {
"Type": "AWS::AppSync::Resolver",
"Properties": {
"ApiId": {
"Ref": "graphQlApiId"
},
"TypeName": {
"Ref": "typeName"
},
"FieldName": {
"Ref": "fieldName"
},
"DataSourceName": {
"Ref": "dataSourceName"
},
"RequestMappingTemplateS3Location": {
"Ref": "requestMappingTemplateS3LocationInput"
},
"ResponseMappingTemplateS3Location": {
"Ref": "responseMappingTemplateS3LocationInput"
}
}
}
}

참고 항목
• AWS AppSync API 참조의 CreateResolver 작업.

AWS::AppSync::Resolver CachingConfig
캐싱이 활성화된 해석기에 대한 캐싱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achingKeys" : [ String, ... ],
"Ttl" :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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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CachingKeys:
- String
Ttl: Double

Properties
CachingKeys
캐싱이 활성화된 해석기에 대한 캐싱 키입니다.
유효한 값은 $context.arguments, $context.source 및 $context.identity 맵의 항목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tl
캐싱이 활성화된 해석기에 대한 TTL(초)입니다.
유효한 값은 1 ~ 3600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ync::Resolver LambdaConflictHandlerConfig
LAMBDA를 충돌 핸들러로 구성할 때 LambdaConflictHandlerConfig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ambdaConflictHandlerArn" : String

YAML
LambdaConflictHandlerArn: String

Properties
LambdaConflictHandlerArn
Lambda 함수에서 충돌 핸들러로 사용되는 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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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ync::Resolver PipelineConfig
PipelineConfig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AWS AppSync 확인자에 대한 PipelineConfig를 지정합니다.
PipelineConfig는 AWS::AppSync::Resolver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unctions" : [ String, ... ]

YAML
Functions:
- String

Properties
Functions
Function 객체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Sync::Resolver SyncConfig
해석기에 대한 동기화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해석기가 호출될 때 수행해야 하는 충돌 감지 및 해결 전략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flictDetection" : String,
"ConflictHandler" : String,
"LambdaConflictHandlerConfig" : LambdaConflictHandlerConfig (p.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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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ConflictDetection: String
ConflictHandler: String
LambdaConflictHandlerConfig:
LambdaConflictHandlerConfig (p. 1304)

Properties
ConflictDetection
사용할 충돌 감지 전략입니다.
• VERSION: 이 해석기의 객체 버전을 기반으로 충돌을 감지합니다.
• NONE: 이 해석기를 실행할 때 충돌을 감지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flictHandler
충돌 시 수행할 충돌 해결 전략입니다.
• OPTIMISTIC_CONCURRENCY: 버전이 서버의 최신 버전과 일치하지 않을 때 변형을 거부하여 충돌
을 해결합니다.
• AUTOMERGE: 자동 병합 충돌 해결 전략으로 충돌을 해결합니다.
• LAMBDA: LambdaConflictHandlerConfig에서 제공되는 Lambda 함수로 충돌을 해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mbdaConflictHandlerConfig
LAMBDA를 충돌 핸들러로 구성할 때 LambdaConflictHandlerConfig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mbdaConflictHandlerConfig (p. 130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exa Skills Kit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lexa::ASK::Skill (p. 1306)

Alexa::ASK::Skill
Alexa::ASK::Skill 리소스는 고객이 새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Alexa 스킬을 생성합니다. 스킬
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uild Skills, Alexa Skills Kit 개발자 문서 포함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PI 버전 2010-05-15
130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SK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lexa::ASK::Skill",
"Properties" : {
"AuthenticationConfiguration" : AuthenticationConfiguration (p. 1309),
"SkillPackage" : SkillPackage (p. 1311),
"VendorId" : String
}

YAML
Type: Alexa::ASK::Skill
Properties:
AuthenticationConfiguration:
AuthenticationConfiguration (p. 1309)
SkillPackage:
SkillPackage (p. 1311)
VendorId: String

Properties
AuthenticationConfiguration
Alexa 서비스 인증에 사용되는 Login with Amazon(LWA) 구성입니다. Amazon 개발자 콘솔를 통해 생성
된 Login with Amazon 클라이언트만이 지원됩니다. 클라이언트 ID, 클라이언트 보안 암호, 새로 고침 토
큰이 필요합니다.
Required: 예
Type: AuthenticationConfiguration (p. 13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killPackage
Alexa 스킬의 구성 요소를 포함한 스킬 패키지에 대한 구성입니다. 스킬 패키지는 Amazon S3 버킷 및
키에서 검색되고, 스킬 생성 및 업데이트에 사용됩니다. 스킬 패키지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킬 패
키지 API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SkillPackage (p. 13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ndorId
기술을 호스팅하는 Amazon 개발자 계정과 연결된 벤더 ID입니다. 벤더 ID 검색에 대한 세부 정보는 벤
더 ID 확보 방법에 있습니다. 제공된 LWA 자격 증명은 이 벤더 ID와 연결된 개발자 계정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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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스킬 ID(예: amzn1.ask.skill.a3103cee-c48c-40a0-a2c9-251141888863)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Alexa Skill 리소스 구성
다음 예제는 S3 버킷에서 스킬 패키지를 검색하고 Login with Amazon(LWA)을 통해 Alexa 서비스와의 인증
을 위한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다.

JSON
"MySkill": {
"Type": "Alexa::ASK::Skill",
"Properties": {
"SkillPackage": {
"S3Bucket": "my-skill-packages",
"S3Key": "skillpackage.zip",
"S3BucketRole": { "Fn::GetAtt": [ "S3BucketReadRole", "Arn" ] },
"Overrides": {
"Manifest": {
"apis": {
"custom": {
"endpoint": {
"uri": { "Fn::GetAtt" : [ "SkillFunction", "Arn" ] }
}
}
}
}
}
},
"AuthenticationConfiguration": {
"ClientId": "amzn1.application-oa2-client.1234",
"ClientSecret": "1234",
"RefreshToken": "Atzr|1234"
},
"VendorId": "1234"
}
}

YAML
MySkill: Type: "Alexa::ASK::Skill"
Properties:
SkillPackage:
S3Bucket: "my-skill-packages"
S3Key: "skillpackage.zip"
S3BucketRole: !GetAtt S3BucketReadRole.Arn
Overrides:
Manifest:
apis:
custom:
endpoint:
uri: !GetAtt SkillFunction.Arn
Authentication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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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Id: "amzn1.application-oa2-client.1234"
ClientSecret: "1234"
RefreshToken: "Atzr|1234"
VendorId: "1234"

Alexa::ASK::Skill AuthenticationConfiguration
AuthenticationConfiguration 속성 유형은 Alexa 서비스 인증에 사용되는 Login with Amazon(LWA)
구성을 지정합니다. 인증에 대해 Build Skills, Alexa Skills Kit 개발자 문서 포함를 통해 생성된 Login with
Amazon 보안 프로필만이 지원됩니다. 클라이언트 ID, 클라이언트 암호, 새로 고침 토큰이 필요합니다.
Amazon 개발자 포털에서 새 보안 프로필을 생성하여 클라이언트 ID 및 클라이언트 암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
다. 또는 기존 프로필에서 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Alexa Skills Kit CLI를 사용하여 새로 고침 토
큰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침은 ASK CLI 명령 레퍼런스의 util-command를 참조하십시오.
AuthenticationConfiguration는 Alexa::ASK::Skill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ientId" : String,
"ClientSecret" : String,
"RefreshToken" : String

YAML
ClientId: String
ClientSecret: String
RefreshToken: String

Properties
ClientId
Login with Amazon(LWA)의 클라이언트 ID.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Secret
Login with Amazon(LWA)의 클라이언트 암호.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freshToken
Login with Amazon(LWA)의 새로 고침 토큰. 이 토큰은 암호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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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exa::ASK::Skill Overrides
Overrides 속성 유형은 스킬 생성 또는 업데이트 시 스킬 패키지에 재정의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제공되는
값은 원본 스킬 패키지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패키지의 스킬 매니페스트 구성 요소 내에 있는
값의 재정의만 지원됩니다.
Overrides는 Alexa::ASK::Skill SkillPackage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nifest" : Json

YAML
Manifest: Json

Properties
Manifest
스킬 패키지 내부에 있는 스킬 매니페스트에 적용되는 재정의. 스킬 매니페스트에는 스킬에 대한 메타데
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킬 매니페스트 스키마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Alexa Skill, 리소스 구성 재정의
JSON
"Manifest": {
"publishingInformation": {
"locales": {
"en-US": {
"summary": "Sample Short Description",
}
},
"category": "EDUCATION_AND_REFEREN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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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Manifest:
publishingInformation:
locales:
en-US:
summary: "Sample Short Description"
category: "EDUCATION_AND_REFERENCE"

Alexa::ASK::Skill SkillPackage
SkillPackage 속성 유형에는 Alexa Skill의 구성 요소를 포함한 스킬 패키지에 대한 구성 세부 정보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스킬 패키지는 Amazon S3 버킷 및 키에서 검색되고, 스킬 생성 및 업데이트에 사용됩니다.
스킬 패키지 형식에 대한 세부 정보는 스킬 패키지 API 참조에 위치합니다.
SkillPackage는 Alexa::ASK::Skill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verrides" : Overrides (p. 1310),
"S3Bucket" : String,
"S3BucketRole" : String,
"S3Key" : String,
"S3ObjectVersion" : String

YAML
Overrides:
Overrides (p. 1310)
S3Bucket: String
S3BucketRole: String
S3Key: String
S3ObjectVersion: String

Properties
Overrides
스킬 생성 또는 업데이트 시 적용되는 스킬 패키지에 재정의합니다. 여기에 제공되는 값은 원본 스킬 패
키지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패키지의 스킬 매니페스트 구성 요소 내에 있는 값의 재정의
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재정의 (p. 13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Bucket
스킬 패키지가 포함된 .zip 파일이 저장된 Amazon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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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BucketRole
버킷에 액세스하여 스킬 패키지를 검색하는 Alexa 서비스(alexa-appkit.amazon.com) 권한을
부여하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이 속성은 선택 사항입니다.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버킷에 공개적으
로 액세스할 수 있거나, 이러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 스킬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Key
스킬 패키지 .zip 파일의 위치 및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ObjectVersion
S3 버전 관리가 활성화된 경우 스킬 패키지 .zip 파일의 버전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Athena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Athena::DataCatalog (p. 1312)
• AWS::Athena::NamedQuery (p. 1315)
• AWS::Athena::PreparedStatement (p. 1318)
• AWS::Athena::WorkGroup (p. 1319)

AWS::Athena::DataCatalog
AWS::Athena::DataCatalog 리소스는 이름, 설명, 유형, 파라미터 및 태그가 포함된 Amazon Athena 데이터
카탈로그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Athena API 참조의 DataCatalog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thena::Data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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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Parameters" : {Key : Value, ...},
"Tags" : [ Tag, ... ],
"Type" : String
}

YAML
Type: AWS::Athena::DataCatalog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Parameters:
Key : Value
Tags:
- Tag
Type: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데이터 카탈로그의 이름입니다. 카탈로그 이름은 AWS account에 대해 고유해야 하며 최대 128개의 영
숫자, 밑줄, at 기호 또는 하이픈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데이터 카탈로그에 사용할 Lambda 함수를 지정합니다. 사용되는 매핑은 카탈로그 유형에 따라 다릅니
다.
• HIVE 데이터 카탈로그 유형은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metadata-function 파라미터는 필수입니
다. The sdk-version 파라미터는 선택 사항이며 기본값은 현재 지원되는 버전입니다.
metadata-function=lambda_arn, sdk-version=version_number
• LAMBDA 데이터 카탈로그 유형은 다음 필수 파라미터 세트 중 하나를 사용하지만 둘 다 사용하지는 않
습니다.
• 한 Lambda 함수가 메타데이터를 처리하고 다른 Lambda 함수가 데이터를 읽을 때 다음 구문이 사
용됩니다. 두 파라미터는 모두 필수입니다.
metadata-function=lambda_arn, record-function=lambda_arn
• 메타데이터와 데이터를 모두 처리하는 복합 Lambda 함수는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function=lambda_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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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UE 유형은 카탈로그 ID 파라미터를 사용하며, 필수 항목입니다. catalog_id는 Glue 카탈로그가
속한 AWS account의 계정 ID입니다.
catalog-id=catalog_id
• GLUE 데이터 카탈로그 유형은 사용자 계정에 이미 있는 기본 AwsDataCatalog에도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그중 하나만 가질 수 있으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기본 AwsDataCatalog 이외의 GLUE 데이터 카탈로그를 지정하는 쿼리는 Athena 엔진 버전 2에
서 실행해야 합니다.
• Athena 엔진 버전 2를 사용할 수 없는 리전에서 새 GLUE 데이터 카탈로그를 생성하면
INVALID_INPUT 오류가 발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리소스와 연결할 태그(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데이터 카탈로그 유형: 연동 카탈로그의 경우 LAMBDA, AWS Glue 카탈로그의 경우 GLUE 또는 외부 hive
메타스토어의 경우 HIV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의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Athena 데이터 카탈로그 생성
다음 템플릿 예제는 Athena에서 사용자 지정 Hive 데이터 카탈로그를 생성합니다.

JSON
{

"Resources":{
"MyAthenaDataCatalog":{
"Type":"AWS::Athena::DataCatalog",
"Properties":{
"Name":"MyCustomData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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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HIVE",
"Description":"Custom Hive Catalog Description",
"Tags":[
{
"Key":"key1",
"Value":"value1"
},
{
"Key":"key2",
"Value":"value2"
}
],
"Parameters":{
"metadata-function":"arn:aws:lambda:uswest-2:111122223333:function:lambdaname"
}
}
}
}
}

YAML
Resources:
MyAthenaDataCatalog:
Type: AWS::Athena::DataCatalog
Properties:
Name: MyCustomDataCatalog
Type: HIVE
Description: Custom Hive Catalog Description
Tags:
- Key: "key1"
Value: "value1"
- Key: "key2"
Value: "value2"
Parameters:
metadata-function: "arn:aws:lambda:us-west-2:111122223333:function:lambdaname"

AWS::Athena::NamedQuery
AWS::Athena::NamedQuery 리소스는 Amazon Athena 저장된 쿼리를 지정합니다. 여기서
QueryString은 쿼리를 구성하는 SQL 쿼리 문 목록입니다.

Note
AWS::Athena::NamedQuery 리소스는 기본 작업 그룹에 명명된 쿼리를 생성합니다. 다른 작업
그룹에 명명된 쿼리를 생성하려면 CreateNamedQuery API 작업을 사용하고, WorkGroup 파라미
터에서 작업 그룹을 지정하거나, create-named-query AWS CLI 명령을 사용하고, --work-group
옵션에서 작업 그룹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thena::NamedQuery",
"Properties" : {
"Databas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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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 String,
"QueryString" : String,
"WorkGroup" : String

YAML
Type: AWS::Athena::NamedQuery
Properties:
Database: String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QueryString:
String
WorkGroup: String

Properties
Database
쿼리가 속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쿼리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쿼리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QueryString
쿼리를 구성하는 SQL 쿼리 설명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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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6214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WorkGroup
명명된 쿼리가 포함된 작업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zA-Z0-9._-]{1,12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NamedQueryId
쿼리의 고유 ID입니다.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명명된 쿼리를 생성합니다.

JSON
{

"Resources": {
"AthenaNamedQuery": {
"Type": "AWS::Athena::NamedQuery",
"Properties": {
"Database": "swfnetadata",
"Description": "A query that selects all aggregated data",
"Name": "MostExpensiveWorkflow",
"QueryString": "SELECT workflowname, AVG(activitytaskstarted) AS AverageWorkflow
FROM swfmetadata WHERE year='17' AND GROUP BY workflowname ORDER BY AverageWorkflow DESC
LIMIT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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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Resources:
AthenaNamedQuery:
Type: AWS::Athena::NamedQuery
Properties:
Database: "swfnetadata"
Description: "A query that selects all aggregated data"
Name: "MostExpensiveWorkflow"
QueryString: >
SELECT workflowname, AVG(activitytaskstarted) AS AverageWorkflow
FROM swfmetadata
WHERE year='17' AND GROUP BY workflowname
ORDER BY AverageWorkflow DESC LIMIT 10

AWS::Athena::PreparedStatement
Athena에서 SQL 쿼리에 사용할 준비된 문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thena::PreparedStatement",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QueryStatement" : String,
"StatementName" : String,
"WorkGroup" : String
}

YAML
Type: AWS::Athena::PreparedStatement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QueryStatement: String
StatementName: String
WorkGroup: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준비된 진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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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Statement
준비된 문에 대한 쿼리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6214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mentName
준비된 진술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zA-Z_][a-zA-Z0-9_@:]{1,25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WorkGroup
준비된 문이 속한 작업그룹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준비된 진술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Athena::WorkGroup
AWS::Athena::WorkGroup 리소스는 Amazon Athena 작업 그룹을 지정합니다. 여기에는
WorkGroupConfiguration 아래에 나열된 이름, 설명, 생성 시간, 상태 및 기타 구성이 포함됩니다. 각 작업 그
룹을 사용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에 대한 쿼리를 동일한 계정의 다른 쿼리와 분리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Amazon Athena API Reference의 CreateWorkGroup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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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Athena::WorkGroup",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RecursiveDeleteOption" : Boolean,
"State" : String,
"Tags" : [ Tag, ... ],
"WorkGroupConfiguration" : WorkGroupConfiguration (p. 1328),
"WorkGroupConfigurationUpdates" : WorkGroupConfigurationUpdates (p. 1330)
}

YAML
Type: AWS::Athena::WorkGroup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RecursiveDeleteOption: Boolean
State: String
Tags:
- Tag
WorkGroupConfiguration:
WorkGroupConfiguration (p. 1328)
WorkGroupConfigurationUpdates:
WorkGroupConfigurationUpdates (p. 1330)

Properties
Description
작업 그룹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작업 그룹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a-zA-Z0-9._-]{1,12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cursiveDeleteOption
작업 그룹에 명명된 쿼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작업 그룹 및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옵션입니다. 기본값
은 fal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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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
작업 그룹의 상태: ENABLED 또는 DISABLE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리소스와 연결할 태그(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orkGroupConfiguration
쿼리 결과가 저장되는 Amazon S3의 위치, 쿼리 결과에 사용되는 암호화 옵션(있는 경우), 작업 그룹에
대해 Amazon CloudWatch 지표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 쿼리당 스캔 바이트 수 제한(컷오프, 지정된 경
우)이 포함된 작업 그룹 구성입니다. EnforceWorkGroupConfiguration 옵션은 작업 그룹 설정이 클라이
언트 측 쿼리 설정을 재정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WorkGroupConfiguration (p. 13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orkGroupConfigurationUpdates
쿼리 결과가 저장되는 Amazon S3의 위치, 쿼리 결과에 사용되는 암호화 옵션(있는 경우), 작업 그룹에
대해 Amazon CloudWatch 지표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 작업 그룹 설정이 클라이언트 측 설정을 재정
의하는지 여부, 쿼리당 스캔 바이트 수에 대한 데이터 사용량 제한(지정된 경우) 등으로 이루어진, 이 작
업 그룹에 대해 업데이트될 구성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WorkGroupConfigurationUpdates (p. 13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작업 그룹의 이름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예:
{ "Ref": "myWorkGroup"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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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reationTime
UNIX 타임스탬프(초) 형식의 작업 그룹이 생성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예: 1582761016.
WorkGroupConfiguration.EngineVersion.EffectiveEngineVersio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WorkGroupConfigurationUpdates.EngineVersion.EffectiveEngineVersio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예제
Athena 작업 그룹 생성
다음 예제 템플릿은 Athena 작업 그룹 MyCustomWorkGroup을 생성합니다.
WorkGroupConfiguration을 사용하여 작업 그룹에 대한 구성을 지정합니다.

YAML
Resources:
MyAthenaWorkGroup:
Type: AWS::Athena::WorkGroup
Properties:
Name: MyCustomWorkGroup
Description: My WorkGroup
State: ENABLED
Tags:
- Key: "key1"
Value: "value1"
- Key: "key2"
Value: "value2"
WorkGroupConfiguration:
BytesScannedCutoffPerQuery: 200000000
EnforceWorkGroupConfiguration: false
PublishCloudWatchMetricsEnabled: false
RequesterPaysEnabled: true
ResultConfiguration:
OutputLocation: s3://path/to/my/bucket/

JSON
{

"Resources":{
"MyAthenaWorkGroup":{
"Type":"AWS::Athena::WorkGroup",
"Properties":{
"Name":"MyCustomWorkGroup",
"Description":"My WorkGroup",
"State":"ENABLED",
"Tags":[
{
"Key":"ke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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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Value":"value1"
"Key":"key2",
"Value":"value2"

}
],
"WorkGroupConfiguration":{
"BytesScannedCutoffPerQuery":200000000,
"EnforceWorkGroupConfiguration":false,
"PublishCloudWatchMetricsEnabled":false,
"RequesterPaysEnabled":true,
"ResultConfiguration":{
"OutputLocation":"s3://path/to/my/bucket/"
}
}

Athena 작업 그룹 업데이트
다음 예제 템플릿은 Athena 작업 그룹 MyCustomWorkGroup을 업데이트합니다.
WorkGroupConfiguration 대신 WorkGroupConfigurationUpdates의 사용에 유의하십시오.

YAML
Resources:
MyAthenaWorkGroup:
Type: AWS::Athena::WorkGroup
Properties:
Name: MyCustomWorkGroup
Description: My WorkGroup Updated
State: DISABLED
Tags:
- Key: "key1"
Value: "value1"
- Key: "key2"
Value: "value2"
WorkGroupConfigurationUpdates:
BytesScannedCutoffPerQuery: 10000000
EnforceWorkGroupConfiguration: true
Publish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RequesterPaysEnabled: false
ResultConfigurationUpdates:
EncryptionConfiguration:
EncryptionOption: SSE_S3
OutputLocation: s3://path/to/my/bucket/updated/

JSON
{

"Resources":{
"MyAthenaWorkGroup":{
"Type":"AWS::Athena::WorkGroup",
"Properties":{
"Name":"MyCustomWorkGroup",
"Description":"My WorkGroup Updated",
"State":"DISABLED",
"Tags":[
{
"Key":"ke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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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Value":"value1"
"Key":"key2",
"Value":"value2"

}
],
"WorkGroupConfigurationUpdates":{
"BytesScannedCutoffPerQuery":10000000,
"EnforceWorkGroupConfiguration":true,
"PublishCloudWatchMetricsEnabled":true,
"RequesterPaysEnabled":false,
"ResultConfigurationUpdates":{
"EncryptionConfiguration":{
"EncryptionOption":"SSE_S3"
},
"OutputLocation":"s3://path/to/my/bucket/updated/"
}
}

AWS::Athena::WorkGroup EncryptionConfiguration
쿼리 결과가 Amazon S3에서 암호화된 경우 사용된 암호화 옵션(예: SSE-KMS 또는 CSE-KMS)과 키 정보를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cryptionOption" : String,
"KmsKey" : String

YAML
EncryptionOption: String
KmsKey: String

Properties
EncryptionOption
Amazon S3 관리 키를 사용한 Amazon S3 서버 측 암호화(SSE-S3), KMS 관리 키를 사용한 서버 측 암
호화(SSE-KMS) 또는 KMS 관리 키를 사용한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CSE-KMS) 중에서 무엇을 사용할지
나타냅니다.
쿼리가 작업 그룹에서 실행되고 작업 그룹이 클라이언트 측 설정을 재정의하면 작업 그룹의 암호화 설정
이 사용됩니다. 이 작업 그룹에서 실행되는 모든 쿼리에 대해 쿼리 결과를 암호화해야 하는지 여부를 지
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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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CSE_KMS | SSE_KMS | SSE_S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Key
SSE-KMS 및 CSE-KMS의 경우 KMS 키 ARN 또는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thena::WorkGroup EngineVersion
쿼리를 실행할 Athena 엔진 버전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ffectiveEngineVersion" : String,
"SelectedEngineVersion" : String

YAML
EffectiveEngineVersion: String
SelectedEngineVersion: String

Properties
EffectiveEngineVersion
읽기 전용입니다. 쿼리가 실행되는 엔진 버전입니다. 사용자가 Auto 이외의 유효한 엔진 버전을 요청하
는 경우, 유효 엔진 버전은 사용자가 요청한 엔진 버전과 동일합니다. 사용자가 Auto를 요청하면 Athena
가 유효 엔진 버전을 선택합니다. CreateWorkGroup 또는 UpdateWorkGroup 작업에 의해 엔진 버전
업데이트가 요청되면 EffectiveEngineVersion 필드는 무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lectedEngineVersion
사용자가 요청한 엔진 버전입니다. 가능한 값은 Auto를 포함하여 ListEngineVersions의 출력에 의
해 결정됩니다. 기본값은 Auto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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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thena::WorkGroup ResultConfiguration
Amazon S3에서 쿼리 결과가 저장되는 위치와 쿼리 결과에 사용되는 암호화 옵션(있는 경우)입니다. 이를
“클라이언트 측 설정”이라고 합니다. 작업 그룹 설정이 클라이언트 측 설정을 재정의하는 경우, 쿼리는 작업
그룹 설정을 사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cryptionConfiguration" : EncryptionConfiguration (p. 1324),
"OutputLocation" : String

YAML
EncryptionConfiguration:
EncryptionConfiguration (p. 1324)
OutputLocation: String

Properties
EncryptionConfiguration
쿼리 결과가 Amazon S3에서 암호화된 경우 사용된 암호화 옵션(예: SSE-KMS 또는 CSE-KMS)과 키
정보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 측 설정입니다. 작업 그룹 설정이 클라이언트 측 설정을 재정
의하면 쿼리는 작업 그룹에 지정된 암호화 구성을 사용하고, 작업 그룹에 지정된 쿼리 결과를 저장하
는 위치도 사용합니다. EnforceWorkGroupConfiguration 및 Workgroup Settings Override Client-Side
Settings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EncryptionConfiguration (p. 13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Location
Amazon S3에서 쿼리 결과가 저장되는 위치(예: s3://path/to/query/bucket/)입니다. 쿼리를 실
행하려면 개별 쿼리에 대한 클라이언트 측 설정이나 작업 그룹에서 지정한 위치를 사용하여 쿼리 결과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작업 그룹 설정이 클라이언트 측 설정을 재정의하는 경우, 쿼리는 작업 그룹에
지정된 위치를 사용합니다. 쿼리 위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Athena가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쿼리 결과, 출력 파일 및 쿼리 기록 작업 및 EnforceWorkGroupConfiguration을 참조하십시
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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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thena::WorkGroup ResultConfigurationUpdates
쿼리 결과에 대한 출력 위치 및 암호화 구성과 같은 쿼리 결과의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cryptionConfiguration" : EncryptionConfiguration (p. 1324),
"OutputLocation" : String,
"RemoveEncryptionConfiguration" : Boolean,
"RemoveOutputLocation" : Boolean

YAML
EncryptionConfiguration:
EncryptionConfiguration (p. 1324)
OutputLocation: String
RemoveEncryptionConfiguration: Boolean
RemoveOutputLocation: Boolean

Properties
EncryptionConfiguration
쿼리 결과에 대한 암호화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cryptionConfiguration (p. 13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Location
Amazon S3에서 쿼리 결과가 저장되는 위치(예: s3://path/to/query/bucket/)입니다. 자
세한 내용은 쿼리 결과를 참조하십시오. 작업 그룹 설정이 클라이언트측 설정을 재정의하면 쿼리
는 쿼리 결과의 위치와 작업 그룹에 대해 지정된 암호화 구성을 사용합니다. “작업 그룹 설정 재
정의”는 WorkGroupConfiguration의 EnforceWorkGroupConfiguration(true/false)에 지정됩니다.
EnforceWorkGroupConfiguration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moveEncryptionConfiguration
“true”로 설정된 경우 이 작업 그룹의 쿼리에 대해 이전에 지정한 암호화 구성(클라이언트 측 설정이라고
도 함)이 무시되고 null로 설정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false”로 설정되거나 아무 것도 설정되지 않은 경
우 ResultConfigurationUpdates (클라이언트 측 설정)에 값이 있으면 작업 그룹의 ResultConfiguration에
있는 EncryptionConfiguration이 새 값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클라이언트 측 설정을 작업
그룹 설정으로 재정의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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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moveOutputLocation
“true”로 설정된 경우 이 작업 그룹의 질의에 대해 이전에 지정한 쿼리 결과 위치(클라이언트 측 설정이
라고도 함)가 무시되고 null로 설정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false”로 설정되거나 아무 것도 설정되지 않
은 경우 ResultConfigurationUpdates의 OutputLocation(클라이언트 측 설정)에 값이 있으면 작업 그룹의
ResultConfiguration에 있는 OutputLocation이 새 값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클라이언트 측
설정을 작업 그룹 설정으로 재정의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thena::WorkGroup WorkGroupConfiguration
쿼리 결과가 저장되는 Amazon S3의 위치, 쿼리 결과에 사용되는 암호화 옵션(있는 경우), 작업 그룹에 대해
Amazon CloudWatch 지표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 쿼리당 스캔 바이트 수 제한(컷오프, 지정된 경우)이 포
함된 작업 그룹 구성입니다. EnforceWorkGroupConfiguration 옵션은 작업 그룹 설정이 클라이언트 측 쿼리
설정을 재정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ytesScannedCutoffPerQuery" : Integer,
"EnforceWorkGroupConfiguration" : Boolean,
"EngineVersion" : EngineVersion (p. 1325),
"PublishCloudWatchMetricsEnabled" : Boolean,
"RequesterPaysEnabled" : Boolean,
"ResultConfiguration" : ResultConfiguration (p. 1326)

YAML
BytesScannedCutoffPerQuery: Integer
EnforceWorkGroupConfiguration: Boolean
EngineVersion:
EngineVersion (p. 1325)
PublishCloudWatchMetricsEnabled: Boolean
RequesterPaysEnabled: Boolean
ResultConfiguration:
ResultConfiguration (p. 1326)

Properties
BytesScannedCutoffPerQuery
작업 그룹의 단일 쿼리가 스캔할 수 있는 바이트 수에 대한 상한(컷오프)입니다. 기본값이 정의되지 않았
습니다.

Note
현재 이 속성은 정수 유형을 지원합니다. 긴 값에 대한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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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forceWorkGroupConfiguration
“true”로 설정하면 작업 그룹의 설정이 클라이언트 측 설정을 재정의합니다. “false”로 설정하면 클라이언
트 측 설정이 사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클라이언트 측 설정을 작업 그룹 설정으로 재정의를 참조하십
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gineVersion
작업 그룹에서 실행 중인 모든 쿼리에 사용되는 엔진 버전입니다.
AmazonAthenaPreviewFunctionality 작업 그룹에 대한 쿼리는 이 설정에 관계없이 미리 보기 엔
진에서 실행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gineVersion (p. 13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ublishCloudWatchMetricsEnabled
작업 그룹에 대해 Amazon CloudWatch 측정치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esterPaysEnabled
true로 설정하면 작업 그룹에 할당된 멤버가 쿼리에서 Amazon S3 요청자 지불액 버킷을 참조할 수 있
습니다. false로 설정하면 작업 그룹 멤버가 요청자 지불액 버킷에서 데이터를 쿼리할 수 없으며 요청
자 지불 버킷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쿼리로 인해 오류가 발생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요청자
지불액 버킷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요청자 지불
액 버킷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ultConfiguration
Amazon S3에서 쿼리 결과가 저장되는 위치와 쿼리 결과에 사용되는 암호화 옵션(있는 경우)을 지정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쿼리 결과, 출력 파일 및 쿼리 기록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ResultConfiguration (p. 132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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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thena::WorkGroup WorkGroupConfigurationUpdates
쿼리 결과가 저장되는 Amazon S3의 위치, 쿼리 결과에 사용되는 암호화 옵션(있는 경우), 작업 그룹에 대해
Amazon CloudWatch 지표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 작업 그룹 설정이 클라이언트 측 설정을 재정의하는지
여부, 쿼리당 스캔 바이트 수에 대한 데이터 사용량 제한(지정된 경우) 등으로 이루어진, 이 작업 그룹에 대해
업데이트될 구성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ytesScannedCutoffPerQuery" : Integer,
"EnforceWorkGroupConfiguration" : Boolean,
"EngineVersion" : EngineVersion (p. 1325),
"PublishCloudWatchMetricsEnabled" : Boolean,
"RemoveBytesScannedCutoffPerQuery" : Boolean,
"RequesterPaysEnabled" : Boolean,
"ResultConfigurationUpdates" : ResultConfigurationUpdates (p. 1327)

YAML
BytesScannedCutoffPerQuery: Integer
EnforceWorkGroupConfiguration: Boolean
EngineVersion:
EngineVersion (p. 1325)
PublishCloudWatchMetricsEnabled: Boolean
RemoveBytesScannedCutoffPerQuery: Boolean
RequesterPaysEnabled: Boolean
ResultConfigurationUpdates:
ResultConfigurationUpdates (p. 1327)

Properties
BytesScannedCutoffPerQuery
작업 그룹의 단일 쿼리가 스캔할 수 있는 바이트 수에 대한 상한(컷오프)입니다. 기본값이 정의되지 않았
습니다.

Note
현재 이 속성은 정수 유형을 지원합니다. 긴 값에 대한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forceWorkGroupConfiguration
“true”로 설정하면 작업 그룹의 설정이 클라이언트 측 설정을 재정의합니다. “false”로 설정하면 클라이언
트 측 설정이 사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클라이언트 측 설정을 작업 그룹 설정으로 재정의를 참조하십
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133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udit Manager

EngineVersion
작업 그룹이 업데이트될 때 요청된 엔진 버전입니다. 업데이트 후 작업 그룹의 모든 쿼리
는 요청된 엔진 버전에서 실행 됩니다. 이전에 설정된 값이 없는 경우 기본값은 Auto입니다.
AmazonAthenaPreviewFunctionality 작업 그룹에 대한 쿼리는 이 설정에 관계없이 미리 보기 엔
진에서 실행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gineVersion (p. 13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ublishCloudWatchMetricsEnabled
이 작업 그룹에서 Amazon CloudWatch에 지표를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moveBytesScannedCutoffPerQuery
쿼리당 데이터 사용량 제어 한도가 제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BytesScannedCutoffPerQuery를 참조하
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esterPaysEnabled
true로 설정하면 작업 그룹에 할당된 멤버가 쿼리에서 Amazon S3 요청자 지불액 버킷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false로 설정하면 작업 그룹 멤버가 요청자 지불액 버킷에서 데이터를 쿼리할 수 없으며 요청
자 지불 버킷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쿼리로 인해 오류가 발생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요청자
지불액 버킷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요청자 지불
액 버킷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ultConfigurationUpdates
업데이트될 이 작업 그룹의 쿼리에 대한 결과 구성 정보입니다. 업데이트된 결과 위치와 쿼리 결과를 암
호화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옵션을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ultConfigurationUpdates (p. 13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Audit Manage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AuditManager::Assessment (p.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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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uditManager::Assessment
AWS::AuditManager::Assessment 리소스는 Audit Manager로 수집되는 감사 증거의 범위를 정의하는
AWS Audit Manager 리소스 유형입니다. Audit Manager 평가는 Audit Manager 프레임워크의 구현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uditManager::Assessment",
"Properties" : {
"AssessmentReportsDestination" : AssessmentReportsDestination (p. 1335),
"AwsAccount" : AWSAccount (p. 1336),
"Description" : String,
"FrameworkId" : String,
"Name" : String,
"Roles" : [ Role (p. 1341), ... ],
"Scope" : Scope (p. 1342),
"Status"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AuditManager::Assessment
Properties:
AssessmentReportsDestination:
AssessmentReportsDestination (p. 1335)
AwsAccount:
AWSAccount (p. 1336)
Description: String
FrameworkId: String
Name: String
Roles:
- Role (p. 1341)
Scope:
Scope (p. 1342)
Status: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ssessmentReportsDestination
지정된 평가에 대한 증거 보고서가 저장되는 대상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ssessmentReportsDestination (p. 13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ccount
평가에 연결된 AWS 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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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AWSAccount (p. 133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0
Pattern: ^[\w\W\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ameworkId
프레임워크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36
Maximum: 36
Pattern: ^[a-f0-9]{8}-[a-f0-9]{4}-[a-f0-9]{4}-[a-f0-9]{4}-[a-f0-9]{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평가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00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s
평가에 연결된 역할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ole (p. 134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ope
평가 범위에 속하는 AWS 계정 및 서비스의 래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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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cope (p. 134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
평가의 전체 상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CTIVE | INACTIV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평가에 연결된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평가 ID를 반환합니다. 예:
{ "Ref": "111A1A1A-22B2-33C3-DDD4-55E5E5E555E5"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평가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 arn:aws:auditmanager:useast-1:123456789012:assessment/111A1A1A-22B2-33C3-DDD4-55E5E5E555E5.
AssessmentId
평가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예: 111A1A1A-22B2-33C3-DDD4-55E5E5E555E5.
CreationTime
평가가 생성된 시간입니다. 예: 1607582033.373.
Delegations
평가에 연결된 위임입니다.

참고 항목
• AWS Audit Manager API 참조의 Create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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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Audit Manager API 참조의 DeleteAssessment.
• AWS Audit Manager API 참조의 GetAssessment.
• AWS Audit Manager API 참조의 UpdateAssessment.

AWS::AuditManager::Assessment AssessmentReportsDestination
AssessmentReportsDestination 속성 유형은 AWS Audit Manager가 지정된 평가에 대한 평가 보고서
를 저장하는 위치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 : String,
"DestinationType" : String

YAML
Destination: String
DestinationType: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
평가 보고서의 대상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Pattern: ^(S|s)3:\/\/[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Type
대상 유형 (예: Amazon S3) 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Audit Manager API 참조의 AssessmentReports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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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uditManager::Assessment AWSAccount
AWSAccount 속성 유형은 계정 ID, 이메일 주소 등과 같은 AWS account 세부 정보의 래퍼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mailAddress" : String,
"Id" : String,
"Name" : String

YAML
EmailAddress: String
Id: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EmailAddress
지정된 AWS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0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d
지정된 AWS 계정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2
Maximum: 12
Pattern: ^[0-9]{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지정된 AWS 계정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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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0
Pattern: ^[\u0020-\u007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Audit ManagerAPI 참조의 AWSAccount.

AWS::AuditManager::Assessment AWSService
AWSService 속성 유형은 AWS service를 지정합니다(예: Amazon S3, AWS CloudTrail 등).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rviceName" : String

YAML
ServiceName: String

Properties
ServiceName
AWS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40
Pattern: ^[a-zA-Z0-9-\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Audit ManagerAPI 참조의 AWS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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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uditManager::Assessment Delegation
Delegation 속성 유형은 검토를 위해 대리자에 대한 컨트롤 세트의 할당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ssessmentId" : String,
"AssessmentName" : String,
"Comment" : String,
"ControlSetId" : String,
"CreatedBy" : String,
"CreationTime" : Double,
"Id" : String,
"LastUpdated" : Double,
"RoleArn" : String,
"RoleType" : String,
"Status" : String

YAML
AssessmentId: String
AssessmentName: String
Comment: String
ControlSetId: String
CreatedBy: String
CreationTime: Double
Id: String
LastUpdated: Double
RoleArn: String
RoleType: String
Status: String

Properties
AssessmentId
연관된 평가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36
Maximum: 36
Pattern: ^[a-f0-9]{8}-[a-f0-9]{4}-[a-f0-9]{4}-[a-f0-9]{4}-[a-f0-9]{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ssessmentName
연관된 평가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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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300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ment
위임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350
Pattern: ^[\w\W\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trolSetId
연관된 컨트롤 세트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00
Pattern: ^[\w\W\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eatedBy
위임을 생성한 IAM 사용자 또는 역할입니다.
최소: 1
최대: 100
패턴: ^[a-zA-Z0-9-_()\\[\\]\\s]+$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eationTime
위임을 만든 시기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
필터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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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36
Maximum: 36
Pattern: ^[a-f0-9]{8}-[a-f0-9]{4}-[a-f0-9]{4}-[a-f0-9]{4}-[a-f0-9]{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stUpdated
위임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기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iam:.*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Type
고객 페르소나 유형입니다.

Note
CreateAssessment에서 roleType만 PROCESS_OWNER이(가) 될 수 있습니다.
UpdateSettings에서 roleType만 PROCESS_OWNER이(가) 될 수 있습니다.
BatchCreateDelegationByAssessment에서 roleType만 RESOURCE_OWNER이(가) 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PROCESS_OWNER | RESOURCE_OWNER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
위임의 상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MPLETE | IN_PROGRESS | UNDER_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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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Audit ManagerAPI 참조의 Delegation.

AWS::AuditManager::Assessment Role
Role 속성 유형은 역할 유형 및 IAM Amazon 리소스 이름(ARN)과 같은 AWS Audit Manager 역할 정보가 포
함된 래퍼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oleArn" : String,
"RoleType" : String

YAML
RoleArn: String
RoleType: String

Properties
RoleArn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iam:.*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Type
고객 페르소나 유형입니다.

Note
CreateAssessment에서 roleType만 PROCESS_OWNER이(가) 될 수 있습니다.
UpdateSettings에서 roleType만 PROCESS_OWNER이(가) 될 수 있습니다.
BatchCreateDelegationByAssessment에서 roleType만 RESOURCE_OWNER이(가) 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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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PROCESS_OWNER | RESOURCE_OWNER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Audit Manager API 참조의 Role.

AWS::AuditManager::Assessment Scope
Scope 속성 유형은 평가 범위에 AWS accounts 및 서비스가 포함된 래퍼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wsAccounts" : [ AWSAccount (p. 1336), ... ],
"AwsServices" : [ AWSService (p. 1337), ... ]

YAML
AwsAccounts:
- AWSAccount (p. 1336)
AwsServices:
- AWSService (p. 1337)

Properties
AwsAccounts
평가 범위에 포함된 AWS 계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WS 계정 (p. 1336)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rvices
평가 범위에 포함된 AWS 서비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WS 서비스 (p. 1337)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Audit Manager API 참조의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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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Auto Scaling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AutoScalingPlans::ScalingPlan (p. 1343)

AWS::AutoScalingPlans::ScalingPlan
AWS::AutoScalingPlans::ScalingPlan 리소스는 AWS Auto Scaling 크기 조정 계획을 정의합니다.
크기 조정 계획은 애플리케이션 리소스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피크 시간에 애플리케이션에서 충분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률이 낮은 기간에는 할당된 리소스를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크기 조정
계획에 다음 리소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Amazon EC2 Auto Scaling 그룹
• Amazon EC2 스팟 플릿 요청
• Amazon ECS 서비스
• Amazon DynamoDB 테이블 및 전역 보조 인덱스
• Amazon Aurora 복제본
자세한 내용은 AWS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utoScalingPlans::ScalingPlan",
"Properties" : {
"ApplicationSource" : ApplicationSource (p. 1346),
"ScalingInstructions" : [ ScalingInstruction (p. 1354), ... ]
}

YAML
Type: AWS::AutoScalingPlans::ScalingPlan
Properties:
ApplicationSource:
ApplicationSource (p. 1346)
ScalingInstructions:
- ScalingInstruction (p. 1354)

Properties
ApplicationSource
CloudFormation 스택 또는 태그 세트. 애플리케이션 소스당 하나의 조정 계획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AWS Auto Scaling 콘솔과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려면 ApplicationSource 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ApplicationSource (p. 13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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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ingInstructions
크기 조정 지침입니다.
Required: 예
Type: ScalingInstruction (p. 135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AWS::AutoScalingPlans::ScalingPlan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는
조정 계획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ARN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rn:aws:autoscaling:region:123456789012:scalingPlan:scalingPlanName/planname:scalingPlanVersion/plan-version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예제
조정 계획
다음 예제에서는 기존 Auto Scaling 그룹(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에 대해 myScalingPlan이
라는 조정 계획을 생성합니다. 이 이름은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을 시작할 때 사용자가 지정합니다. 애플
리케이션 소스로 TagFilters 속성을 지정합니다. 키 페어가 각 조정 계획에 대해 고유하면 스택에 영향을
주지 않고 원하는 태그 키와 태그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조정 계획 구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
기 위해 선택하는 임의의 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WS Auto Scaling 콘솔을 사용하여 크기 조정 계획을 편
집하려면 태그가 Auto Scaling 그룹에 대해 선택한 태그와 일치해야 합니다.
ScalingInstructions 속성에는 예측 조정 및 동적 조정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예측 조정 모드에 ForecastOnly를 지정합니다. 이 경우 AWS Auto Scaling은 이틀 앞의 트래픽
예측으로 예측을 생성하지만 예측과 일치하도록 크기 조정 작업을 예약하지는 않습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2010-09-09",
"Parameters":{
"myTagKey":{
"Type":"String"
},
"myTagValue":{
"Type":"String"
},
"myASGroup":{
"Type":"String",
"Description":"Name of the Auto Scaling group"
},
"ASGMinCapacity":{
"Type":"Number"
},
"ASGMaxCapacity":{
"Type":"Number"
},
"ASGTargetUtilization":{
"Type":"Number",
"Default":"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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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GEstimatedInstanceWarmup":{
"Type":"Number",
"Default":"600"
}

},
"Resources":{
"myScalingPlan":{
"Type":"AWS::AutoScalingPlans::ScalingPlan",
"Properties":{
"ApplicationSource":{
"TagFilters":[
{
"Key":{
"Ref":"myTagKey"
},
"Values":[{
"Ref":"myTagValue"
}]
}
]
},
"ScalingInstructions":[
{
"MinCapacity":{
"Ref":"ASGMinCapacity"
},
"MaxCapacity":{
"Ref":"ASGMaxCapacity"
},
"ServiceNamespace":"autoscaling",
"ScalableDimension":"autoscaling:autoScalingGroup:DesiredCapacity",
"ResourceId":{
"Fn::Join":[
"/",
[
"autoScalingGroup",
{
"Ref":"myASGroup"
}
]
]
},
"TargetTrackingConfigurations":[
{
"PredefinedScalingMetricSpecification":{
"PredefinedScalingMetricType":"ASGAverageCPUUtilization"
},
"TargetValue":{
"Ref":"ASGTargetUtilization"
},
"EstimatedInstanceWarmup":{
"Ref":"ASGEstimatedInstanceWarmup"
}
}
],
"PredefinedLoadMetricSpecification":{
"PredefinedLoadMetricType":"ASGTotalCPUUtilization"
},
"PredictiveScalingMode":"ForecastOnly",
"PredictiveScalingMaxCapacityBehavior":"SetMaxCapacityAboveForecastCapacity",
"PredictiveScalingMaxCapacityBuffer":25,
"ScheduledActionBufferTime":6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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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myTagKey:
Type: String
myTagValue:
Type: String
myASGroup: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of the Auto Scaling group
ASGMinCapacity:
Type: Number
ASGMaxCapacity:
Type: Number
ASGTargetUtilization:
Type: Number
Default: 50.0
ASGEstimatedInstanceWarmup:
Type: Number
Default: 600
Resources:
myScalingPlan:
Type: AWS::AutoScalingPlans::ScalingPlan
Properties:
ApplicationSource:
TagFilters:
- Key: !Ref myTagKey
Values:
- !Ref myTagValue
ScalingInstructions:
- MinCapacity: !Ref ASGMinCapacity
MaxCapacity: !Ref ASGMaxCapacity
ServiceNamespace: autoscaling
ScalableDimension: autoscaling:autoScalingGroup:DesiredCapacity
ResourceId: !Join
- /
- - autoScalingGroup
- !Ref myASGroup
TargetTrackingConfigurations:
- PredefinedScalingMetricSpecification:
PredefinedScalingMetricType: "ASGAverageCPUUtilization"
TargetValue: !Ref ASGTargetUtilization
EstimatedInstanceWarmup: !Ref ASGEstimatedInstanceWarmup
PredefinedLoadMetricSpecification:
PredefinedLoadMetricType: "ASGTotalCPUUtilization"
PredictiveScalingMode: "ForecastOnly"
PredictiveScalingMaxCapacityBehavior: "SetMaxCapacityAboveForecastCapacity"
PredictiveScalingMaxCapacityBuffer: 25
ScheduledActionBufferTime: 600

AWS::AutoScalingPlans::ScalingPlan ApplicationSource
ApplicationSource는 AWS Auto Scaling(Auto Scaling Plans)과 함께 사용할 애플리케이션 소스를 지정
하는 ScalingPlan의 속성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소스당 하나의 조정 계획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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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loudFormationStackARN" : String,
"TagFilters" : [ TagFilter (p. 1359), ... ]

YAML
CloudFormationStackARN: String
TagFilters:
- TagFilter (p. 1359)

Properties
CloudFormationStackARN
CloudFormation 스택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CloudFormationStackARN 또는 TagFilters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Filters
태그 필터 세트(키 및 값)입니다. 지정된 각 태그 필터에는 키와 선택 사항인 값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확장 계획에는 최대 50개의 키가 포함될 수 있으며 각 키는 최대 20개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태그는 AWS Auto Scaling 콘솔에서 크기 조정 계획을 구성할 때 반환할 리소스를 지정하는 데 사용하는
구문의 일부입니다. CloudFormation으로 크기 조정 계획을 생성할 때는 유효한 태그 필터 값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값 조합이 조정 계획에서 고유하면 Key 및 Values 속성은 모든 값을 받을 수 있습니
다. 그러나 AWS Auto Scaling 콘솔을 사용하여 크기 조정 계획을 편집하려면 유효한 값을 지정해야 합
니다.
CloudFormationStackARN 또는 TagFilters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Filter (p. 135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

AWS::AutoScalingPlans::ScalingPlan CustomizedLoadMetricSpecification
CustomizedLoadMetricSpecification은 AWS Auto Scaling(Auto Scaling Plans)과 함께 사용할 예측
크기 조정을 위해 사용자 지정된 로드 지표를 지정하는 ScalingInstruction의 하위 속성입니다.
사용자 지정한 로드 지표 사양을 사용하여 예측 크기 조정을 수행하려면 CloudWatch가 지표 데이터로부터
계산한 Sum 및 Average 통계에 AWS Auto Scaling이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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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지표를 선택할 때 지표에 필요한 Sum 및 Average 통계를 CloudWatch에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측 조정에 대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Sum 통계는 리소스의 총 로드를 나타내야 하고,
Average 통계는 리소스의 용량 단위당 평균 로드를 나타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uto Scaling 그룹에서 처
리한 요청 수를 카운트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Sum 통계가 그룹에서 처리한 총 요청 수를 나타낼 경우, 지정한
지표에 대한 Average 통계는 그룹의 각 인스턴스에서 처리한 평균 요청 수를 나타냅니다.
자체 지표를 게시할 경우 특정 간격으로 데이터 포인트를 집계한 다음 집계된 데이터 포인트를 CloudWatch
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AWS Auto Scaling은 예측을 생성하기 전에 각 1시간 내에 발생한 지표 데이터 포인
트를 모두 합계하여 예측에 사용된 세부 수준 기간(60분)에 일치시킵니다.
용어, 사용 가능한 지표, 새 지표를 게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
서에서 Amazon CloudWatch 개념을 참조하십시오.
크기 조정 계획을 생성한 후 AWS Auto Scaling 콘솔을 사용하여 지정된 지표에 대한 예측을 시각화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에서 리소스에 대한 조정 정보 보기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mensions" : [ MetricDimension (p. 1351), ... ],
"MetricName" : String,
"Namespace" : String,
"Statistic" : String,
"Unit" : String

YAML
Dimensions:
- MetricDimension (p. 1351)
MetricName: String
Namespace: String
Statistic: String
Unit: String

Properties
Dimensions
측정치의 차원입니다.
조건: 차원과 함께 지표를 게시한 경우 사용자 지정 로드 지표 사양에 동일한 차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tricDimension (p. 135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Name
측정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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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space
측정치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istic
측정치의 통계입니다.
허용된 값: Sum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it
측정치의 단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

AWS::AutoScalingPlans::ScalingPlan CustomizedScalingMetricSpecification
CustomizedScalingMetricSpecification은 AWS Auto Scaling(Auto Scaling Plans)에서 사용하기
위해 대상 추적 구성에 대한 사용자 지정 크기 조정 지표를 지정하는 TargetTrackingConfiguration의 하위 속
성입니다.
사용자 지정 조정 지표 사양을 생성하려면
• CloudWatch의 각 필수 속성에 대해 값을 추가합니다. 기존 지표나, 새로 만든 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직접 만든 지표를 사용하려면 해당 지표를 CloudWatch에 게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의 사용자 지정 지표 게시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용량에 비례하여 변경되는 지표를 선택합니다. 용량 단위와 역비례하여 지표 값이 증가하거나 줄어들어야
합니다. 즉, 용량이 증가하면 지표의 값은 감소해야 합니다.
용어, 사용 가능한 지표, 새 지표를 게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
서에서 Amazon CloudWatch 개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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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mensions" : [ MetricDimension (p. 1351), ... ],
"MetricName" : String,
"Namespace" : String,
"Statistic" : String,
"Unit" : String

YAML
Dimensions:
- MetricDimension (p. 1351)
MetricName: String
Namespace: String
Statistic: String
Unit: String

Properties
Dimensions
측정치의 차원입니다.
조건: 차원과 함께 지표를 게시한 경우 사용자 지정 조정 지표 사양에도 동일한 차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tricDimension (p. 135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Name
측정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space
측정치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istic
측정치의 통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verage | Maximum | Minimum | SampleCount | Sum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it
측정치의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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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

AWS::AutoScalingPlans::ScalingPlan MetricDimension
MetricDimension은 AWS Auto Scaling(Auto Scaling Plans)에 사용할 사용자 지정 지표의 차원을 지정하
는 CustomizedScalingMetricSpecification의 하위 속성입니다. 차원은 CloudWatch 지표와 연결할 수 있는 임
의의 이름/값 페어입니다. 중복 차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 : String

YAML
Nam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Name
차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차원의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utoScalingPlans::ScalingPlan PredefinedLoadMetricSpecification
PredefinedLoadMetricSpecification은 AWS Auto Scaling(Auto Scaling Plans)과 함께 사용할 예측
크기 조정을 위해 미리 정의된 로드 지표를 지정하는 ScalingInstruction의 하위 속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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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조정 계획을 생성한 후 AWS Auto Scaling 콘솔을 사용하여 지정된 지표에 대한 예측을 시각화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에서 리소스에 대한 조정 정보 보기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edefinedLoadMetricType" : String,
"ResourceLabel" : String

YAML
PredefinedLoadMetricType: String
ResourceLabel: String

Properties
PredefinedLoadMetricType
측정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BTargetGroupRequestCount | ASGTotalCPUUtilization |
ASGTotalNetworkIn | ASGTotalNetworkOu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Label
측정치 유형과 연결된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지표 유형이 ALBTargetGroupRequestCount이고 Auto
Scaling 그룹에 연결된 Application Load Balancer에 대한 대상 그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리소스 레
이블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로드 밸런서 ARN의 마지막 부분과 대상 그룹 ARN의 마지막 부분을 슬래시(/) 로 구분된 단일 값에 추가
하여 리소스 레이블을 생성합니다. 형식은 app/<load-balancer-name>/<load-balancer-id>/targetgroup/
<target-group-name>/<target-group-id>이며, 여기서
• app/<load-balancer-name>/<load-balancer-id>는 로드 밸런서 ARN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 targetgroup/<target-group-name>/<target-group-id>는 대상 그룹 ARN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예: app/EC2Co-EcsEl-1TKLTMITMM0EO/f37c06a68c1748aa/targetgroup/EC2Co-DefauLDNM7Q3ZH1ZN/6d4ea56ca2d6a18d.
Application Load Balancer에 대한 ARN을 찾으려면 DescribeLoadBalancers API 작업을 사용합니다. 대
상 그룹에 대한 ARN을 찾으려면 DescribeTargetGroups API 작업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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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0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

AWS::AutoScalingPlans::ScalingPlan PredefinedScalingMetricSpecification
PredefinedScalingMetricSpecification은 AWS Auto Scaling(Auto Scaling Plans)에서 사용하기
위해 대상 추적 구성에 대한 사용자 지정 크기 조정 지표를 지정하는 TargetTrackingConfiguration의 하위 속
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edefinedScalingMetricType" : String,
"ResourceLabel" : String

YAML
PredefinedScalingMetricType: String
ResourceLabel: String

Properties
PredefinedScalingMetricType
측정치 유형입니다. ALBRequestCountPerTarget 지표 유형은 Auto Scaling 그룹, 스팟 플릿 요청,
ECS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BRequestCountPerTarget | ASGAverageCPUUtilization
| ASGAverageNetworkIn | ASGAverageNetworkOut |
DynamoDBReadCapacityUtilization | DynamoDBWriteCapacityUtilization
| EC2SpotFleetRequestAverageCPUUtilization |
EC2SpotFleetRequestAverageNetworkIn | EC2SpotFleetRequestAverageNetworkOut
| ECSServiceAverageCPUUtilization | ECSServiceAverageMemoryUtilization |
RDSReaderAverageCPUUtilization | RDSReaderAverageDatabaseConnection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Label
측정치 유형과 연결된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지표 유형이 ALBRequestCountPerTarget이고 Auto
Scaling 그룹, 스팟 플릿 요청 또는 ECS 서비스에 연결된 Application Load Balancer에 대한 대상 그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리소스 레이블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135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Auto Scaling

로드 밸런서 ARN의 마지막 부분과 대상 그룹 ARN의 마지막 부분을 슬래시(/) 로 구분된 단일 값에 추가
하여 리소스 레이블을 생성합니다. 형식은 app/<load-balancer-name>/<load-balancer-id>/targetgroup/
<target-group-name>/<target-group-id>이며, 여기서
• app/<load-balancer-name>/<load-balancer-id>는 로드 밸런서 ARN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 targetgroup/<target-group-name>/<target-group-id>는 대상 그룹 ARN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예: app/EC2Co-EcsEl-1TKLTMITMM0EO/f37c06a68c1748aa/targetgroup/EC2Co-DefauLDNM7Q3ZH1ZN/6d4ea56ca2d6a18d.
Application Load Balancer에 대한 ARN을 찾으려면 DescribeLoadBalancers API 작업을 사용합니다. 대
상 그룹에 대한 ARN을 찾으려면 DescribeTargetGroups API 작업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

AWS::AutoScalingPlans::ScalingPlan ScalingInstruction
ScalingInstruction은 조정 계획에서 조정 가능한 리소스에 대한 조정 지침을 지정하는 ScalingPlan의
속성입니다. 각 조정 지침은 하나의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AWS Auto Scaling은 크기 조정 지침에 따라 대상 추적 크기 조정 정책을 생성합니다. 대상 추적 조정 정책은
필요에 따라 확장 가능한 리소스의 용량을 조절하여 리소스 활용률을 지정된 대상값으로 유지합니다.
또한 AWS Auto Scaling은 속성의 하위 집합을 사용하여 Amazon EC2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예측 조정
을 구성합니다. 여기에는 로드 지표, 크기 조정 지표, 크기 조정 지표의 목표 값, 예측 크기 조정 모드(예측 및
크기 조정 또는 예측만) 및 예측 용량이 리소스의 최대 용량을 초과할 때 원하는 동작 등이 포함됩니다. 예측
크기 조정의 경우, AWS Auto Scaling은 향후 이틀 동안의 트래픽 예측과 함께 예측을 생성하고 예측과 일치
하도록 리소스 용량을 사전 예방적으로 추가 및 제거하는 크기 조정 작업을 예약합니다.

Important
예측 조정을 구성하기 위해 Auto Scaling 그룹을 생성한 후 최소 24시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
측을 생성하려면 최소한 24시간의 과거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에서 AWS Auto Scaling 모범 사례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ustomizedLoadMetricSpecification" : CustomizedLoadMetricSpecification (p. 1347),
"DisableDynamicScaling" : Boolean,
"MaxCapacity" : Integer,
"MinCapacity" : Integer,
"PredefinedLoadMetricSpecification" : PredefinedLoadMetricSpecification (p.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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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dictiveScalingMaxCapacityBehavior" : String,
"PredictiveScalingMaxCapacityBuffer" : Integer,
"PredictiveScalingMode" : String,
"ResourceId" : String,
"ScalableDimension" : String,
"ScalingPolicyUpdateBehavior" : String,
"ScheduledActionBufferTime" : Integer,
"ServiceNamespace" : String,
"TargetTrackingConfigurations" : [ TargetTrackingConfiguration (p. 1360), ... ]

YAML
CustomizedLoadMetricSpecification:
CustomizedLoadMetricSpecification (p. 1347)
DisableDynamicScaling: Boolean
MaxCapacity: Integer
MinCapacity: Integer
PredefinedLoadMetricSpecification:
PredefinedLoadMetricSpecification (p. 1351)
PredictiveScalingMaxCapacityBehavior: String
PredictiveScalingMaxCapacityBuffer: Integer
PredictiveScalingMode: String
ResourceId: String
ScalableDimension: String
ScalingPolicyUpdateBehavior: String
ScheduledActionBufferTime: Integer
ServiceNamespace: String
TargetTrackingConfigurations:
- TargetTrackingConfiguration (p. 1360)

Properties
CustomizedLoadMetricSpecification
예측적 조정에 사용하는 사용자 지정 로드 지표. 이 속성 또는 PredefinedLoadMetricSpecification은 예
측적 조정 구성 시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CustomizedLoadMetricSpecification (p. 13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ableDynamicScaling
AWS Auto Scaling에 의한 동적 크기 조정을 사용 중지할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동적 크기 조정이 사용
중지된 경우 AWS Auto Scaling에서 지정된 대상 추적 구성을 기준으로 대상 추적 크기 조정 정책을 생
성합니다.
기본값은 활성화(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Capacity
리소스의 최대 용량. 이 상한에 대한 예외는 PredictiveScalingMaxCapacityBehavior에 대한 기본값이 아
닌 설정을 지정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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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Capacity
리소스의 최소 용량.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definedLoadMetricSpecification
예측적 조정에 사용하는 미리 정의된 로드 지표. 이 속성 또는 CustomizedLoadMetricSpecification은 예
측적 조정 구성 시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PredefinedLoadMetricSpecification (p. 135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dictiveScalingMaxCapacityBehavior
예측 용량이 리소스에 대해 지정된 최대 용량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동작을 정의
합니다. 기본값은 SetForecastCapacityToMaxCapacity입니다.
다음과 같은 값이 가능합니다.
• SetForecastCapacityToMaxCapacity - AWS Auto Scaling에서 최대 용량보다 더 높게 리소스
용량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최대 용량은 하드 제한으로 적용됩니다.
• SetMaxCapacityToForecastCapacity - AWS Auto Scaling에서 최대 용량보다 더 높게 리소스
용량을 조정할 수 있지만 예상 용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SetMaxCapacityAboveForecastCapacity - AWS Auto Scaling에서 버퍼 값에 의해 지정된 최대
용량보다 더 높게 리소스 용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트래픽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 추적
조정 정책 추가 용량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측적 조정 구성 시에만 유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etForecastCapacityToMaxCapacity |
SetMaxCapacityAboveForecastCapacity | SetMaxCapacityToForecastCapacit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dictiveScalingMaxCapacityBuffer
예상 용량에 근접하거나 최대 용량을 초과했을 때 사용할 용량의 크기입니다. 값은 예상 용량에 상대적
인 비율로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버퍼가 10이면 이는 10% 버퍼를 의미합니다. 10% 버퍼를 적용 시 예
상 용량이 50이고 최대 용량이 40이라면 최대 유효 용량은 55입니다.
예측적 조정 구성 시에만 유효합니다. PredictiveScalingMaxCapacityBehavior가
SetMaxCapacityAboveForecastCapacity로 설정된 경우 필수적이고, 다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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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1-100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dictiveScalingMode
예측적 조정 모드입니다. 기본값은 ForecastAndScale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AWS Auto Scaling에
서 용량을 예상하지만 예상 용량을 기반으로 예약된 크기 조정 작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orecastAndScale | ForecastOnl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Id
리소스의 ID입니다. 이 문자열은 리소스 유형과 고유한 식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Auto Scaling 그룹 - 리소스 유형은 autoScalingGroup이고, 고유 식별자는 Auto Scaling 그룹의 이
름입니다. 예: autoScalingGroup/my-asg.
• ECS 서비스 - 리소스 유형은 service이고, 고유 식별자는 클러스터 이름과 서비스 이름입니다. 예:
service/default/sample-webapp.
• 스팟 집합 요청 - 리소스 유형은 spot-fleet-request이고, 고유 식별자는 스팟 집합 요청 ID입니
다. 예: spot-fleet-request/sfr-73fbd2ce-aa30-494c-8788-1cee4EXAMPLE.
• DynamoDB 테이블 - 리소스 유형은 table이고, 고유 식별자는 리소스 ID입니다. 예: table/mytable.
• DynamoDB 글로벌 보조 인덱스 - 리소스 유형은 index이고, 고유 식별자는 리소스 ID입니다. 예:
table/my-table/index/my-table-index.
• Aurora DB 클러스터 - 리소스 유형은 cluster이고, 고유 식별자는 클러스터 이름입니다. 예:
cluster:my-db-cluster.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60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alableDimension
리소스에 연결된 확장 가능 차원입니다.
• autoscaling:autoScalingGroup:DesiredCapacity - Auto Scaling 그룹의 원하는 용량입니
다.
• ecs:service:DesiredCount - ECS 서비스의 원하는 작업 수입니다.
• ec2:spot-fleet-request:TargetCapacity - 스팟 집합 요청의 목표 용량입니다.
• dynamodb:table:ReadCapacityUnits - DynamoDB 테이블에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입니다.
• dynamodb:table:WriteCapacityUnits - DynamoDB 테이블에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135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Auto Scaling

• dynamodb:index:ReadCapacityUnits - DynamoDB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입니다.
• dynamodb:index:WriteCapacityUnits - DynamoDB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입니다.
• rds:cluster:ReadReplicaCount - Aurora DB 클러스터의 Aurora 복제본 수입니다. Aurora
MySQL 호환 버전 및 Aurora PostgreSQL 호환 버전에 사용 가능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utoscaling:autoScalingGroup:DesiredCapacity |
dynamodb:index:ReadCapacityUnits | dynamodb:index:WriteCapacityUnits
| dynamodb:table:ReadCapacityUnits | dynamodb:table:WriteCapacityUnits
| ec2:spot-fleet-request:TargetCapacity | ecs:service:DesiredCount |
rds:cluster:ReadReplicaCou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alingPolicyUpdateBehavior
AWS Auto Scaling 외부의 모든 크기 조정 정책이 삭제되고 새 대상 추적 크기 조정 정책이 생성되는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기본 값은 KeepExternalPolicies입니다.
동적 조정 구성 시에만 유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KeepExternalPolicies | ReplaceExternalPolicie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dActionBufferTime
확장 시 예약된 조정 작업의 실행 시간을 버퍼링할 시간(초)입니다. 예를 들어 예측에서 오전 10시에 용
량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고 버퍼 시간이 5분인 경우 해당 예약된 조정 작업의 실행 시간은 오전 9시 55
분입니다. 버퍼 시간의 목적은 리소스에 프로비저닝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EC2 인스
턴스를 시작하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시간은 인스턴스 크기 및 완료할 시작 스크
립트가 있는지 여부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값은 3,600초(60분)의 예상 간격 시간보다 적어야 합니다. 기본값은 300초입니다.
예측적 조정 구성 시에만 유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Namespace
AWS 서비스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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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autoscaling | dynamodb | ec2 | ecs | rd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TrackingConfigurations
대상 추적 구성(최대 10)입니다. 이러한 각 구조는 고유한 조정 지표와 그 지표의 대상 값을 지정해야 합
니다.
Required: 예
Type: TargetTrackingConfiguration (p. 136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

AWS::AutoScalingPlans::ScalingPlan TagFilter
TagFilter는 AWS Auto Scaling(Auto Scaling Plans)과 함께 사용할 애플리케이션 소스에 대한 태그를 지
정하는 ApplicationSource의 하위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s" : [ String, ... ]

YAML
Key: String
Values:
- String

Properties
Key
태그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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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태그 값(0~20).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

AWS::AutoScalingPlans::ScalingPlan TargetTrackingConfiguration
TargetTrackingConfiguration은 AWS Auto Scaling(Auto Scaling Plans)과 함께 사용할 대상 추적 구
성을 지정하는 ScalingInstruction의 하위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ustomizedScalingMetricSpecification" : CustomizedScalingMetricSpecification (p. 1349),
"DisableScaleIn" : Boolean,
"EstimatedInstanceWarmup" : Integer,
"PredefinedScalingMetricSpecification" : PredefinedScalingMetricSpecification (p. 1353),
"ScaleInCooldown" : Integer,
"ScaleOutCooldown" : Integer,
"TargetValue" : Double

YAML
CustomizedScalingMetricSpecification:
CustomizedScalingMetricSpecification (p. 1349)
DisableScaleIn: Boolean
EstimatedInstanceWarmup: Integer
PredefinedScalingMetricSpecification:
PredefinedScalingMetricSpecification (p. 1353)
ScaleInCooldown: Integer
ScaleOutCooldown: Integer
TargetValue: Double

Properties
CustomizedScalingMetricSpecification
사용자 지정 측정치입니다. 사전 정의된 지표 또는 사용자 지정 지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ustomizedScalingMetricSpecification (p. 134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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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leScaleIn
대상 추적 조정 정책에 대해 축소가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값이 true인 경우 축소
가 비활성화된 것이며, 대상 추적 조정 정책이 확장 가능한 리소스에서 용량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렇
지 않은 경우 축소가 활성화된 것이며, 대상 추적 조정 정책이 확장 가능한 리소스에서 용량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stimatedInstanceWarmup
새로 시작된 인스턴스가 CloudWatch 측정치에 기여할 수 있을 때까지의 예상 시간(초)입니다. 이 값은
리소스가 Auto Scaling 그룹인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definedScalingMetricSpecification
사전 정의된 측정치입니다. 사전 정의된 지표 또는 사용자 지정 지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edefinedScalingMetricSpecification (p. 13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aleInCooldown
축소 활동을 완료한 후 다른 축소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간(초)입니다. 이 값은 확장 가능한 리소
스가 Auto Scaling 그룹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aleOutCooldown
확장 활동을 완료한 후 다른 확장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간(초)입니다. 이 값은 확장 가능한 리소
스가 Auto Scaling 그룹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Value
측정치에 대한 대상 값입니다. 이 속성은 Double 유형의 수를 허용하지만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값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값은 -2^360에서 2^360 사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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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

AWS Backup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Backup::BackupPlan (p. 1362)
• AWS::Backup::BackupSelection (p. 1368)
• AWS::Backup::BackupVault (p. 1372)

AWS::Backup::BackupPlan
선택적 백업 계획 표시 이름과 각각 백업 규칙을 지정하는 BackupRule 객체의 배열을 포함합니다. 백업 계
획의 각 규칙은 별도의 예약 태스크이며 선택한 다른 AWS 리소스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Backup::BackupPlan",
"Properties" : {
"BackupPlan" : BackupPlanResourceType (p. 1364),
"BackupPlanTags" : {Key : Value, ...}
}

YAML
Type: AWS::Backup::BackupPlan
Properties:
BackupPlan:
BackupPlanResourceType (p. 1364)
BackupPlanTags:
Key : Value

Properties
BackupPlan
선택한 리소스와 연결할 백업 계획을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Required: 예
Type: BackupPlanResourceType (p. 13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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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PlanTags
리소스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생성하는 리소스에 고유한 메타데이터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각
태그는 키-값 페어입니다. 지정된 태그는 이 계획으로 생성된 모든 백업에 할당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BackupPlanId.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BackupPlanArn
백업 계획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예: arn:aws:backup:useast-1:123456789012:plan:8F81F553-3A74-4A3F-B93D-B3360DC80C50)입니다.
BackupPlanId
백업 계획을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VersionId
임의로 생성되는 최대 1024바이트의 UTF-8 인코딩된 고유한 Unicode 문자열입니다. 버전 ID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AWS::Backup::BackupPlan AdvancedBackupSettingResourceType
리소스 유형 및 백업 옵션을 포함하는 객체를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Windows VSS 백업에만 지원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ackupOptions" : Json,
"ResourceType" : String

YAML
BackupOptions: Json
ResourceType: String

API 버전 2010-05-15
136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Backup

Properties
BackupOptions
리소스에 대한 백업 옵션입니다. 각 옵션은 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Type
리소스 유형의 이름입니다. EC2 리소스 유형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ckup::BackupPlan BackupPlanResourceType
백업 계획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속성이 포함된 객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vancedBackupSettings" : [ AdvancedBackupSettingResourceType (p. 1363), ... ],
"BackupPlanName" : String,
"BackupPlanRule" : [ BackupRuleResourceType (p. 1365), ... ]

YAML
AdvancedBackupSettings:
- AdvancedBackupSettingResourceType (p. 1363)
BackupPlanName: String
BackupPlanRule:
- BackupRuleResourceType (p. 1365)

Properties
AdvancedBackupSettings
각 리소스 유형에 대한 백업 옵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dvancedBackupSettingResourceType (p. 1363)의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ackupPlanName
백업 계획의 표시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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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ackupPlanRule
각각 다양한 리소스를 백업하는 데 사용되는 예약된 작업을 지정하는 BackupRule 객체의 어레이입니
다.
Required: 예
Type: BackupRuleResourceType (p. 1365)의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ckup::BackupPlan BackupRuleResourceType
다양한 리소스를 백업하도록 작업을 예약하는 데 사용되는 속성을 포함하는 객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pletionWindowMinutes" : Double,
"CopyActions" : [ CopyActionResourceType (p. 1367), ... ],
"EnableContinuousBackup" : Boolean,
"Lifecycle" : LifecycleResourceType (p. 1368),
"RecoveryPointTags" : {Key : Value, ...},
"RuleName" : String,
"ScheduleExpression" : String,
"StartWindowMinutes" : Double,
"TargetBackupVault" : String

YAML
CompletionWindowMinutes: Double
CopyActions:
- CopyActionResourceType (p. 1367)
EnableContinuousBackup: Boolean
Lifecycle:
LifecycleResourceType (p. 1368)
RecoveryPointTags:
Key : Value
RuleName: String
ScheduleExpression: String
StartWindowMinutes: Double
TargetBackupVault: String

Properties
CompletionWindowMinutes
백업 작업이 성공적으로 시작된 후 완료되거나 AWS Backup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의 값(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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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pyActions
복사 작업의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CopyAction 객체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pyActionResourceType (p. 136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ContinuousBackup
지속적인 백업 및 특정 시점으로 복구(PITR)가 가능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fecycle
수명 주기는 보호를 받는 리소스가 콜드 스토리지로 전환되는 시기와 만료되는 시점을 정의합니다.
AWS Backup은 사용자가 정의한 수명 주기에 따라 백업을 자동으로 전환하고 만료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ifecycleResourceType (p. 13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overyPointTags
리소스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생성하는 리소스에 고유한 메타데이터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각
태그는 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Name
백업 규칙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Expression
AWS Backup이 백업 작업을 시작하는 시기를 지정하는 CRON 표현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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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WindowMinutes
백업이 예약된 후 작업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경우 취소되기 전까지의 시간(분)을 지정하는 선택
적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BackupVault
백업이 저장되는 논리 컨테이너의 이름입니다. 백업 볼트는 백업 볼트가 생성된 AWS Region 및 백업 볼
트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 계정에 고유한 이름으로 식별됩니다. 문자, 숫자 및 하이픈으로 구성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ckup::BackupPlan CopyActionResourceType
백업 규칙에 의해 작성된 백업을 다른 볼트에 복사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BackupVaultArn" : String,
"Lifecycle" : LifecycleResourceType (p. 1368)

YAML
DestinationBackupVaultArn: String
Lifecycle:
LifecycleResourceType (p. 1368)

Properties
DestinationBackupVaultArn
복사된 백업의 대상 백업 볼트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 예,
arn:aws:backup:us-east-1:123456789012:vault:aBackupVault.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fecycle
보호를 받는 리소스가 콜드 스토리지로 전환되는 시기와 만료되는 시점을 정의합니다. AWS Backup은
사용자가 정의한 수명 주기에 따라 백업을 자동으로 전환하고 만료합니다. 수명 주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AWS Backup은 소스 백업의 수명 주기 정책을 대상 백업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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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 스토리지로 전환된 백업은 콜드 스토리지에서 최소 90일 이상 저장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ifecycleResourceType (p. 13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ckup::BackupPlan LifecycleResourceType
Transition 객체 어레이를 포함하는 객체를 지정하며, 복구 시점이 콜드 스토리지로 전환되거나 삭제되기
전까지 기간(일)을 결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leteAfterDays" : Double,
"MoveToColdStorageAfterDays" : Double

YAML
DeleteAfterDays: Double
MoveToColdStorageAfterDays: Double

Properties
DeleteAfterDays
생성 후 복구 시점이 삭제되기 전까지의 일수를 지정합니다. MoveToColdStorageAfterDays보다 커
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veToColdStorageAfterDays
생성 후 복구 시점이 콜드 스토리지로 이전되기 전까지의 일수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ckup::BackupSelection
백업 계획에 할당할 리소스 세트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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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Backup::BackupSelection",
"Properties" : {
"BackupPlanId" : String,
"BackupSelection" : BackupSelectionResourceType (p. 1370)
}

YAML
Type: AWS::Backup::BackupSelection
Properties:
BackupPlanId: String
BackupSelection:
BackupSelectionResourceType (p. 1370)

Properties
BackupPlanId
백업 계획을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ackupSelection
백업 계획에 리소스 세트를 할당하기 위한 요청 본문을 지정합니다.
여기에는 리소스 배열, 리소스를 제외할 선택적 패턴 배열, 리소스가 속한 AWS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선택적 역할, 리소스 세트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선택적 태그 배열이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BackupSelectionResourceType (p. 137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BackupSelectionId.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BackupPlanId
백업 계획을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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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SelectionId
리소스 세트를 백업 계획에 할당하는 요청을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AWS::Backup::BackupSelection BackupSelectionResourceType
백업 계획에 리소스 세트를 할당하는 데 사용되는 속성이 포함된 객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amRoleArn" : String,
"ListOfTags" : [ ConditionResourceType (p. 1371), ... ],
"Resources" : [ String, ... ],
"SelectionName" : String

YAML
IamRoleArn: String
ListOfTags:
- ConditionResourceType (p. 1371)
Resources:
- String
SelectionName: String

Properties
IamRoleArn
AWS Backup이 대상 리소스를 백업할 때 인증에 사용하는 IAM 역할의 ARN(예:
arn:aws:iam::123456789012:role/S3Access)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istOfTags
백업 계획에 할당할 리소스 세트를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조건 배열입니다(예: "STRINGEQUALS":
{"Department":"accounting").
Required: 아니요
Type: ConditionResourceType (p. 1371)의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s
백업 계획에 할당할 Amazon 리소스 이름(ARN) 리소스를 포함하는 문자열 배열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137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Backup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lectionName
리소스 선택 문서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Backup::BackupSelection ConditionResourceType
조건 유형(예: STRINGEQUALS), 키 및 값으로 구성된 세 페어의 배열을 포함하는 객체를 지정합니다. 조건은
백업 계획에 할당된 선택 항목의 리소스를 필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ditionKey" : String,
"ConditionType" : String,
"ConditionValue" : String

YAML
ConditionKey: String
ConditionType: String
ConditionValue: String

Properties
ConditionKey
키-값 페어의 키입니다. 예를 들어 "Department": "accounting"에서 키는 "Department"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ditionType
선택 항목의 리소스를 필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키-값 페어에 적용되는 작업(예: STRINGEQUALS)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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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Value
키-값 페어의 값입니다. 예를 들어 "Department": "accounting"에서 값은 "accounting"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Backup::BackupVault
백업이 저장되는 논리 컨테이너를 생성합니다. CreateBackupVault 요청에는 이름, 선택적으로 하나 이상
의 리소스 태그, 암호화 키 및 요청 ID가 포함됩니다.

Note
여권 번호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 볼트 이름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Backup::BackupVault",
"Properties" : {
"AccessPolicy" : Json,
"BackupVaultName" : String,
"BackupVaultTags" : {Key : Value, ...},
"EncryptionKeyArn" : String,
"Notifications" : NotificationObjectType (p. 1374)
}

YAML
Type: AWS::Backup::BackupVault
Properties:
AccessPolicy: Json
BackupVaultName: String
BackupVaultTags:
Key : Value
EncryptionKeyArn: String
Notifications:
NotificationObjectType (p. 1374)

Properties
AccessPolicy
대상 백업 볼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리소스 기반 정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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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VaultName
백업이 저장되는 논리 컨테이너의 이름입니다. 백업 볼트는 백업 볼트가 생성된 AWS 리전 및 백업 볼트
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 계정에 고유한 이름으로 식별됩니다. 백업 볼트는 소문자, 숫자, 하이픈(-)으로 구
성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a-zA-Z0-9\-\_]{2,5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ackupVaultTags
생성한 리소스를 구성하기 위해 할당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입니다. 각 태그는 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ionKeyArn
백업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서버 측 암호화 키(예: arn:aws:kms:uswe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otifications
지정된 백업 볼트에 대한 SNS 이벤트 알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otificationObjectType (p. 137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BackupVaultName.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BackupVaultArn
백업 볼트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예: arn:aws:backup:useast-1:123456789012:backup-vault:aBackupVaul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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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VaultName
백업이 저장되는 논리 컨테이너의 이름입니다. 백업 볼트는 백업 볼트가 생성된 리전 및 백업 볼트를 생
성하는 데 사용된 계정에 고유한 이름으로 식별됩니다. 소문자 및 대문자 문자, 숫자, 하이픈(-)으로 구성
됩니다.

AWS::Backup::BackupVault NotificationObjectType
대상 백업 볼트에 대한 SNS 이벤트 알림 속성이 포함된 객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ackupVaultEvents" : [ String, ... ],
"SNSTopicArn" : String

YAML
BackupVaultEvents:
- String
SNSTopicArn: String

Properties
BackupVaultEvents
백업 볼트에 리소스를 백업할 작업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벤트 어레이입니다. 유효한 이벤트는 AWS
Backup API 가이드에서 BackupVaultEvents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STopicArn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 주제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ARN(예:
arn:aws:sns:us-west-2:111122223333:MyTopic)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Batch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Batch::ComputeEnvironment (p. 1375)
• AWS::Batch::JobDefinition (p.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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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Batch::JobQueue (p. 1419)

AWS::Batch::ComputeEnvironment
AWS::Batch::ComputeEnvironment 리소스는 AWS Batch 컴퓨팅 환경을 정의합니다. MANAGED 또는
UNMANAGED 컴퓨팅 환경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MANAGED 컴퓨팅 환경은 Amazon EC2 또는 AWS Fargate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NMANAGED 컴퓨팅 환경은 EC2 리소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의 컴퓨팅 환경을 참조하세요.
관리형 컴퓨팅 환경에서 AWS Batch는 환경에 있는 컴퓨팅 리소스의 용량과 인스턴스 유형을 관리합니다.
사용자가 정의한 컴퓨팅 리소스 사양 또는 컴퓨팅 환경을 생성할 때 지정된 시작 템플릿을 기반으로 합니다.
EC2 온 디맨드 인스턴스 및 EC2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거나 관리형 컴퓨팅 환경에서 Fargate 및 Fargate
스팟 용량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 가격이 온디맨드 가격에 대해 지정한 비율(%)
이하일 경우에만 스팟 인스턴스가 시작되도록 최고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선택 사항).

Note
다중 노드 병렬 작업은 스팟 인스턴스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비관리형 컴퓨팅 환경에서는 자체 EC2 컴퓨팅 리소스를 관리하고 컴퓨팅 리소스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있
어서 더 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지정 AM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는 해당 AMI가 Amazon ECS 컨테이너 인스턴스 AMI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컨테이너 인스턴스 AMI를 참조하세요. 비관리형 컴퓨팅
환경을 생성한 후 DescribeComputeEnvironments 작업을 사용하여 연결된 Amazon ECS 클러스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해당 Amazon ECS 클러스터에서 수동으로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Amazon ECS 컨테이너 인스턴스 시작을 참조
하세요.

Note
AWS Batch는 생성된 이후 컴퓨팅 환경에 있는 AMI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mazon ECS 최적화 AMI의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AMI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따라
서 게스트 운영 체제(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 포함) 및 컴퓨팅 리소스에 설치하는 추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또는 유틸리티 관리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AWS Batch 작업에 새 AMI를 사용하려면 다
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1. 새 AMI로 새 컴퓨팅 환경을 생성합니다.
2. 기존 작업 대기열에 컴퓨팅 환경을 추가합니다.
3. 작업 대기열에서 이전 컴퓨팅 환경을 제거합니다.
4. 이전 컴퓨팅 환경을 삭제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Batch::ComputeEnvironment",
"Properties" : {
"ComputeEnvironmentName" : String,
"ComputeResources" : ComputeResources (p. 1379),
"ServiceRole" : String,
"State" : String,
"Tags" : Json,
"Type" :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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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AWS::Batch::ComputeEnvironment
Properties:
ComputeEnvironmentName: String
ComputeResources:
ComputeResources (p. 1379)
ServiceRole: String
State: String
Tags: Json
Type: String

Properties
ComputeEnvironmentName
컴퓨팅 환경의 이름입니다. 최대 128개의 문자(대문자 및 소문자), 숫자, 하이픈 및 밑줄이 허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mputeResources
ComputeResources 속성 유형은 컴퓨팅 환경에서 관리하는 컴퓨팅 리소스의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관리형 컴퓨팅 환경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의 컴
퓨팅 환경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ComputeResources (p. 137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Role
AWS Batch가 다른 AWS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IAM 역할의 전체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AWS Batch 서비스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해당 계정에서 AWS Batch 서비스 연결 역할을 이미 생성한 경우, 여기에 다른 역할을 지정하지
않는 한 해당 역할이 기본적으로 컴퓨팅 환경에 사용됩니다. AWS Batch 서비스 연결 역할이 사
용자 계정에 없고 여기에 역할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비스는 사용자 계정에 AWS Batch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하려고 시도합니다.
지정된 역할이 / 이외의 다른 경로를 갖는 경우 전체 역할 ARN을 지정(권장)하거나 경로에 역할 이름을
접두사로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bar이고 경로가 /foo/인 역할에 대해 /foo/bar를 역할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표시 이름 및 경로를 참조하세요.

Note
AWS Batch 서비스 역할을 생성한 방식에 따라 ARN에 service-role 경로 접두사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역할 이름만 지정하면 AWS Batch는 ARN이 service-role 경로 접두
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컴퓨팅 환경을 생성할 때는 서비스 역할의
전체 ARN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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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
컴퓨팅 환경의 상태입니다. 상태가 ENABLED인 경우 컴퓨팅 환경에서 대기열의 작업을 수락하고, 대기
열에 따라 자동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ENABLED이면, AWS Batch 스케줄러가 연결된 작업 대기열의 작업을 환경 내 컴퓨팅 리소스에
배치하려고 시도합니다. 컴퓨팅 환경이 관리형이면 작업 대기열 요구에 따라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확장
되거나 축소됩니다.
상태가 DISABLED이면 AWS Batch 스케줄러가 작업을 환경에 배치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STARTING 또는 RUNNING 상태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DISABLED 상태의 관리형 컴퓨
팅 환경은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스턴스가 유휴 상태가 된 후에는 minvCpus 값으로 확장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컴퓨팅 환경에 적용된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
컴퓨팅 환경의 유형입니다(MANAGED 또는 UNMANAGED).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컴
퓨팅 환경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ANAGED | UNMANAGE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컴퓨팅 환경 ARN(예: arn:aws:batch:us-east-1:555555555555:computeenvironment/M4OnDemand)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
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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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컴퓨팅 환경
다음 예제는 C4 온디맨드 인스턴스 및 사용자 지정 AMI를 사용하는 C4OnDemand라는 관리형 컴퓨팅 환경
을 생성합니다.

JSON
{

}

"ComputeEnvironment": {
"Type": "AWS::Batch::ComputeEnvironment",
"Properties": {
"Type": "MANAGED",
"ServiceRole": "arn:aws:iam::111122223333:role/service-role/AWSBatchServiceRole",
"ComputeEnvironmentName": "C4OnDemand",
"ComputeResources": {
"MaxvCpus": 128,
"SecurityGroupIds": [
"sg-abcd1234"
],
"Type": "EC2",
"Subnets": [
"subnet-aaaaaaaa",
"subnet-bbbbbbbb",
"subnet-cccccccc"
],
"MinvCpus": 0,
"ImageId": "ami-a1b2c3d4",
"InstanceRole": "ecsInstanceRole",
"InstanceTypes": [
"c4.large",
"c4.xlarge",
"c4.2xlarge",
"c4.4xlarge",
"c4.8xlarge"
],
"Ec2KeyPair": "id_rsa",
"Tags": {
"Name": "Batch Instance - C4OnDemand"
},
"DesiredvCpus": 48
},
"State": "ENABLED"
}
}

YAML
ComputeEnvironment:
Type: AWS::Batch::ComputeEnvironment
Properties:
Type: MANAGED
ServiceRole: arn:aws:iam::111122223333:role/service-role/AWSBatchServiceRole
ComputeEnvironmentName: C4OnDemand
ComputeResources:
MaxvCpus: 128
SecurityGroupIds:
- sg-abcd1234
Type: EC2
Subnets:
- subnet-aaaaaaaa
- subnet-bbbbbbbb
- subnet-cccc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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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vCpus: 0
ImageId: ami-a1b2c3d4
InstanceRole: ecsInstanceRole
InstanceTypes:
- c4.large
- c4.xlarge
- c4.2xlarge
- c4.4xlarge
- c4.8xlarge
Ec2KeyPair: id_rsa
Tags: {"Name" : "Batch Instance - C4OnDemand"}
DesiredvCpus: 48
State: ENABLED

참고 항목
• AWS Batch 사용 설명서의 컴퓨팅 환경.

AWS::Batch::ComputeEnvironment ComputeResources
컴퓨팅 환경에서 관리하는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관리형 컴퓨팅 환경에 반
드시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컴퓨팅 환경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ocationStrategy" : String,
"BidPercentage" : Integer,
"DesiredvCpus" : Integer,
"Ec2Configuration" : [ Ec2ConfigurationObject (p. 1385), ... ],
"Ec2KeyPair" : String,
"ImageId" : String,
"InstanceRole" : String,
"InstanceTypes" : [ String, ... ],
"LaunchTemplate" : LaunchTemplateSpecification (p. 1386),
"MaxvCpus" : Integer,
"MinvCpus" : Integer,
"PlacementGroup" : String,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potIamFleetRole" : String,
"Subnets" : [ String, ... ],
"Tags" : Json,
"Type" : String

YAML
AllocationStrategy: String
BidPercentage: Integer
DesiredvCpus: Integer
Ec2Configuration:
- Ec2ConfigurationObject (p. 1385)
Ec2KeyPair: String
ImageId: String
InstanceRole: String
InstanceType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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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chTemplate:
LaunchTemplateSpecification (p. 1386)
MaxvCpus: Integer
MinvCpus: Integer
PlacementGroup: String
SecurityGroupIds:
- String
SpotIamFleetRole: String
Subnets:
- String
Tags: Json
Type: String

Properties
AllocationStrategy
가장 적합한 인스턴스 유형의 인스턴스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컴퓨팅 리소스에 사용할 할당 전략을 할당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전 내 인스턴스 유형의 가용성이나 Amazon EC2 서비스 제한 때문일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할당 전략을 참조하세요.

Note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BEST_FIT (기본값)
AWS Batch는 가장 저렴한 인스턴스 유형을 선호하는 작업의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인스턴스 유
형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인스턴스 유형의 추가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AWS Batch는 추
가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용 가능한 인스턴스가 충분하지 않거나 사
용자가 Amazon EC2 서비스 사용량 한도에 도달한 경우에는 현재 실행 중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작업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할당 전략은 비용은 낮게 유지하지만 확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
다. BEST_FIT와 함께 스팟 집합을 사용하는 경우 스팟 집합 IAM 역할을 지정해야 합니다.
BEST_FIT_PROGRESSIVE
AWS Batch는 단위당 vCPU 비용이 더 낮은 인스턴스 유형을 선호하면서 대기열에 있는 작업의 요
구 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추가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전에 선택한 인스턴스 유
형의 추가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AWS Batch는 새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SPOT_CAPACITY_OPTIMIZED
AWS Batch는 중단될 가능성이 낮은 인스턴스 유형을 선호하면서 대기열에 있는 작업이 요구 사항
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인스턴스 유형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이 할당 전략은 스팟 인스턴
스 컴퓨팅 리소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BEST_FIT_PROGRESSIVE 및 SPOT_CAPACITY_OPTIMIZED 전략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AWS Batch
는 용량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maxvCpus를 초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WS Batch는 단일
인스턴스를 넘어 maxvCpus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EST_FIT | BEST_FIT_PROGRESSIVE | SPOT_CAPACITY_OPTIMIZE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idPercentage
인스턴스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온디맨드 가격과 비교하여 스팟 인스턴스 가
격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최대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최대 비율이 20%인 경우 스팟 가격은 해당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한 현재 온디맨드 가격의 20% 이하여야 합니다. 항상 최저 (시장) 가격을 지
API 버전 2010-05-15
138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Batch

불하고 최대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를 비워두면 기본값은 온디맨드 가격의 100%
입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iredvCpus
컴퓨팅 환경에서 원하는 Amazon EC2 vCPU 수입니다. AWS Batch는 작업 대기열 수요에 따라 최소값
과 최대값 사이에서 이 값을 수정합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c2Configuration
컴퓨팅 환경의 EC2 인스턴스에 대해 Amazon Machine Image(AMI) 를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를 제
공합니다. Ec2Configuration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ECS_AL2이 지정됩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c2ConfigurationObject (p. 1385)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c2KeyPair
컴퓨팅 환경에서 시작된 인스턴스에 사용되는 Amazon EC2 키 페어입니다. 이 키 페어를 사용하여 SSH
를 통해 인스턴스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mageId
컴퓨팅 환경에서 시작된 인스턴스에 사용되는 Amazon 머신 이미지(AMI) ID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Ec2Configuration 구조의 imageIdOverride 멤버에 의해 재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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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Note
컴퓨팅 환경에 대해 선택한 AMI는 해당 컴퓨팅 환경에 사용할 인스턴스 유형의 아키텍처와 일
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팅 환경에서 A1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선택한 컴퓨팅
리소스 AMI는 ARM 인스턴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아마존 ECS는 아마존 ECS에 최적화된 아마
존 리눅스 2 AMI의 x86 버전과 ARM 버전을 모두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ECS 최적화 Amazon Linux 2 AMI 단원을 참조하
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Role
컴퓨팅 환경의 Amazon ECS 인스턴스에 적용되는 Amazon EC2 인스턴스 프로파일입니
다. 인스턴스 프로파일의 짧은 이름이나 전체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예: ecsInstanceRole 또는 arn:aws:iam::<aws_account_id>:instanceprofile/ecsInstanceRole .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ECS 인스턴스
역할을 참조하세요.

Note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Types
시작할 수 있는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특정 인스턴스 패밀리 내의 인스턴스 유형을 시작하기 위
해 인스턴스 패밀리를 지정하거나(예: c5 또는 p3), 패밀리 내 특정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예:
c5.8xlarge). 또한 optimal을 선택하여 그때그때 작업 대기열의 요구에 맞는 인스턴스 유형(C4, M4,
R4 인스턴스 패밀리 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Note
컴퓨팅 환경을 생성할 때 컴퓨팅 환경에 대해 선택한 인스턴스 유형은 동일한 아키텍처를 공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컴퓨팅 환경에서 x86 및 ARM 인스턴스를 함께 사용할 수 없습
니다.

Note
현재 optimal에서는 C4, M4 및 R4 인스턴스 패밀리의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인스턴스 패밀리의 인스턴스 유형이 없는 지역에서는 C5, M5 및 R5 인스턴스 패밀리의 인스턴
스 유형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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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aunchTemplate
컴퓨팅 리소스에 대해 사용할 시작 템플릿입니다. CreateComputeEnvironment API 작업에서 지정하는
기타 컴퓨팅 리소스 파라미터가 시작 템플릿의 동일한 파라미터를 재정의합니다. 요청에서 시작 템플릿
ID 또는 시작 템플릿 이름을 지정해야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의 시작 템플릿 지원을 참조하세요.

Note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unchTemplateSpecification (p. 138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xvCpus
환경에서 도달할 수 있는 Amazon EC2 vCPU 최대수입니다.

Note
BEST_FIT_PROGRESSIVE 및 SPOT_CAPACITY_OPTIMIZED 할당 전략을 모두 사용할 경우
AWS Batch는 용량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maxvCpus를 초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WS Batch는 단일 인스턴스를 넘어 maxvCpus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즉, 컴퓨팅 환경에 지정
된 인스턴스 중에서 단일 인스턴스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vCpus
환경에서 유지해야 할 최소 Amazon EC2 vCPU 수입니다(컴퓨팅 환경이 DISABLED인 경우에도).

Note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lacementGroup
컴퓨팅 리소스에 연결할 Amazon EC2 배치 그룹입니다. 다중 노드 병렬 작업을 컴퓨팅 환경에 제출하려
는 경우 클러스터 배치 그룹 생성을 고려하고 이 그룹을 컴퓨팅 리소스와 연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높은 네트워크 흐름 잠재력으로 단일 가용 영역 내에 있는 인스턴스를 논리적으로 그룹화할 때 다중 노
드 병렬 작업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배치
그룹을 참조하십시오.

Note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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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urityGroupIds
컴퓨팅 환경에서 시작된 인스턴스와 연결된 Amazon EC2 보안 그룹입니다. 하나 이상의 보안 그룹
이 securityGroupIds로 또는 launchTemplate에 참조된 시작 템플릿을 사용하여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에 필요하며 하나 이상의 보안 그룹을 포
함해야 합니다. Fargate는 실행 템플릿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안 그룹이 securityGroupIds 및
launchTemplate을 모두 사용하여 지정되는 경우 securityGroupIds 값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otIamFleetRole
SPOT 컴퓨팅 환경에 적용되는 Amazon EC2 스팟 플릿 집합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
니다. 할당 전략이 BEST_FIT로 설정되거나 할당 전략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이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EC2 스팟 플릿 역할을 참조하세요.

Note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Important
생성 시 스팟 인스턴스에 태그를 지정하려면 여기에서 지정한 스팟 집합 IAM 역할이 최
신 AmazonEC2SpotFleetTaggingRole 관리형 정책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전에 권장된
AmazonEC2SpotFleetRole 관리형 정책에는 스팟 인스턴스에 태그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권한
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생성 시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스팟
인스턴스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s
컴퓨팅 리소스를 시작할 VPC 서브넷입니다. 이러한 서브넷은 동일한 VPC에 있어야 합니다. Fargate 컴
퓨팅 리소스는 최대 16개의 서브넷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VPC 및 서브넷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컴퓨팅 환경에서 시작된 EC2 리소스에 적용될 키-값 페어 태그입니다. AWS Batch의 경우 "String1":
"String2" 형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String1은 태그 키이고 String2는 태그 값입니다(예: { "Name":
"Batch Instance - C4OnDemand" }). 이렇게 하면 Amazon EC2 콘솔에서 해당 AWS Batch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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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스를 식별하는 데 유용합니다. 컴퓨팅 환경을 생성한 후에는 이러한 태그를 업데이트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그를 변경하려면 새 컴퓨팅 환경을 생성하고 이전 컴퓨팅 환경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그는 AWS BatchListTagsForResource API 작업을 사용할 때 표시되지 않습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
컴퓨팅 환경 유형은 EC2, SPOT, FARGATE 또는 FARGATE_SPOT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컴퓨팅 환경을 참조하세요.
SPOT을 선택할 경우 spotIamFleetRole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Amazon EC2 스팟 집합 역할도 지정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EC2 스팟 플릿 역할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C2 | FARGATE | FARGATE_SPOT | SPO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Batch 사용 설명서의 컴퓨팅 환경.

AWS::Batch::ComputeEnvironment Ec2ConfigurationObject
컴퓨팅 환경의 인스턴스에 대해 Amazon Machine Image(AMI) 를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Ec2Configuration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ECS_AL2(Amazon Linux 2)입니다.

Note
이 객체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mageIdOverride" : String,
"ImageType" : String

YAML
ImageIdOverrid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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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Type: String

Properties
ImageIdOverride
이미지 유형을 일치시키는 컴퓨팅 환경에서 시작된 인스턴스에 사용되는 AMI ID입니다. 이 설정은
computeResource 오브젝트의 imageId 세트보다 우선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mageType
AMI를 선택하기 위해 인스턴스 유형과 일치시킬 이미지 유형입니다. imageIdOverride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최신 Amazon ECS 최적화 Amazon Linux 2 AMI(ECS_AL2)가 사용됩니다.
ECS_AL2
Amazon Linux 2 - 모든 비 GPU 인스턴스 패밀리의 기본값입니다.
ECS_AL2_NVIDIA
Amazon Linux 2(GPU) - 모든 GPU 인스턴스 패밀리(예: P4 및 G4)에 대한 기본값이며 모든 비
AWS Graviton 기반 인스턴스 유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CS_AL1
Amazon Linux. Amazon Linux는 표준 지원 단종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Linux AMI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Batch::ComputeEnvironment LaunchTemplateSpecification
컴퓨팅 리소스와 연결된 시작 템플릿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요청에서 시작 템플릿 ID 또는 시작 템플릿 이
름을 지정해야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CreateComputeEnvironment의 securityGroupIds 파라미터와 시작 템플릿을 모두 사용하여 보안 그
룹을 지정하면 CreateComputeEnvironment의 securityGroupIds 파라미터 값이 사용됩니다.

Note
이 객체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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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LaunchTemplateId" : String,
"LaunchTemplateName" : String,
"Version" : String

YAML
LaunchTemplateId: String
LaunchTemplateName: String
Version: String

Properties
LaunchTemplateId
시작 템플릿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aunchTemplateName
시작 템플릿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ersion
시작 템플릿의 버전 번호, $Latest 또는 $Default입니다.
값이 $Latest인 경우 시작 템플릿의 최신 버전이 사용됩니다. 값이 $Default인 경우 시작 템플릿의
기본 버전이 사용됩니다.

Important
컴퓨팅 환경이 생성된 후에는 시작 템플릿의 $Default 또는 $Latest 버전이 업데이트되더
라도 사용된 시작 템플릿 버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새 시작 템플릿 버전을 사용하려면 새 컴
퓨팅 환경을 생성하고, 기존 작업 대기열에 새 컴퓨팅 환경을 추가하고, 작업 대기열에서 이전
컴퓨팅 환경을 제거한 다음, 이전 컴퓨팅 환경을 삭제합니다.
기본값: $Default.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Batch 사용 설명서의 시작 템플릿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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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Batch::JobDefinition
AWS::Batch::JobDefinition 리소스는 AWS Batch 작업 정의에 대한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의 작업 정의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Batch::JobDefinition",
"Properties" : {
"ContainerProperties" : ContainerProperties (p. 1392),
"JobDefinitionName" : String,
"NodeProperties" : NodeProperties (p. 1409),
"Parameters" : Json,
"PlatformCapabilities" : [ String, ... ],
"PropagateTags" : Boolean,
"RetryStrategy" : RetryStrategy (p. 1413),
"Tags" : Json,
"Timeout" : Timeout (p. 1415),
"Type" : String
}

YAML
Type: AWS::Batch::JobDefinition
Properties:
ContainerProperties:
ContainerProperties (p. 1392)
JobDefinitionName: String
NodeProperties:
NodeProperties (p. 1409)
Parameters: Json
PlatformCapabilities:
- String
PropagateTags: Boolean
RetryStrategy:
RetryStrategy (p. 1413)
Tags: Json
Timeout:
Timeout (p. 1415)
Type: String

Properties
ContainerProperties
컨테이너 기반 작업과 관련된 다양한 속성이 있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tainerProperties (p. 13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obDefinitionName
작업 정의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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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odeProperties
다중 노드 병렬 작업과 관련된 다양한 속성이 있는 객체입니다.

Note
작업이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경우 containerProperties를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
다. 대신 nodeProperties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odeProperties (p. 14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작업 정의에 설정되는 기본 파라미터 또는 파라미터 대입 자리 표시자입니다. 파라미터는 키-값 페어 매
핑으로 지정됩니다. SubmitJob 요청의 파라미터는 작업 정의의 해당 파라미터 기본값을 재정의합니
다. 파라미터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작업 정의 파라미터를 참조하세
요.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latformCapabilities
작업 정의에 필요한 플랫폼 기능입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EC2입니다. Fargate 리소스
에서 실행되는 작업은 FARGATE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pagateTags
작업 또는 작업 정의에서 해당 Amazon ECS 작업으로 태그를 전파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값을 지정하
지 않으면 태그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태그는 작업 생성 중에만 작업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같
은 태그의 경우 작업 태그가 작업 정의 태그보다 우선합니다. 작업 및 작업 정의의 결합된 태그의 총 수
가 50개를 넘으면 작업이 FAILED 상태로 전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ryStrategy
이 작업 정의로 제출되는 실패한 작업에 사용할 재시도 전략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tryStrategy (p. 14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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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작업 정의에 적용된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imeout
이 작업 정의로 제출된 작업에 대한 제한 시간 구성입니다.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AWS Batch가 작
업을 종료하는 제한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imeout (p. 141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작업 정의의 유형입니다. 다중 노드 병렬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다중
노드 병렬 작업 정의 생성을 참조하세요.

Note
작업이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경우 multinode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ntainer | multinod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작업 정의 ARN(예: arn:aws:batch:us-east-1:111122223333:job-definition/test-gpu:2)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nvidia-smi 테스트
다음 예제에서는 GPU 인스턴스에 대해 nvidia-smi 명령을 테스트하여 GPU가 컨테이너 내부에서 작동
중인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GPU 기능 테스트를 참조하세요.

JSON
{

"JobDefinition": {
"Type": "AWS::Batch::JobDefinition",
"Properties": {
"Type": "container",
"JobDefinitionName": "nvidia-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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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Properties": {
"MountPoints": [
{
"ReadOnly": false,
"SourceVolume": "nvidia",
"ContainerPath": "/usr/local/nvidia"
}
],
"Volumes": [
{
"Host": {
"SourcePath": "/var/lib/nvidia-docker/volumes/nvidia_driver/latest"
},
"Name": "nvidia"
}
],
"Command": [
"nvidia-smi"
],
"Memory": 2000,
"Privileged": true,
"JobRoleArn": "String",
"ReadonlyRootFilesystem": true,
"Vcpus": 2,
"Image": "nvidia/cuda"
}
}

}

}

YAML
JobDefinition:
Type: AWS::Batch::JobDefinition
Properties:
Type: container
JobDefinitionName: nvidia-smi
ContainerProperties:
MountPoints:
- ReadOnly: false
SourceVolume: nvidia
ContainerPath: /usr/local/nvidia
Volumes:
- Host:
SourcePath: /var/lib/nvidia-docker/volumes/nvidia_driver/latest
Name: nvidia
Command:
- nvidia-smi
Memory: 2000
Privileged: true
JobRoleArn: String
ReadonlyRootFilesystem: true
Vcpus: 2
Image: nvidia/cuda

참고 항목
• AWS Batch 사용 설명서의 작업 정의 파라미터.

AWS::Batch::JobDefinition AuthorizationConfig
Amazon E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권한 부여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139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Batch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essPointId" : String,
"Iam" : String

YAML
AccessPointId: String
Iam: String

Properties
AccessPointId
사용할 Amazon EFS 액세스 포인트 ID입니다. 액세스 포인트를 지정하는 경우
EFSVolumeConfiguration에 지정된 루트 디렉터리 값을 생략하거나 /로 설정하여 EFS 액세스 포인
트에 설정된 경로를 적용해야 합니다.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EFSVolumeConfiguration에
서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File System 사용 설명
서의 Amazon EFS 액세스 포인트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am
Amazon EFS 파일 시스템을 탑재할 때 작업 정의에 정의된 AWS Batch 작업 IAM 역할을 사용할지
여부입니다. 활성화된 경우 EFSVolumeConfiguration에서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파라미터가 누락되면 DISABLED의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
용 설명서에서 Amazon EFS 액세스 포인트 사용을 참조하세요. EFS IAM 권한 부여를 사용하려면
TransitEncryption이 ENABLED이고 JobRoleArn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tch::JobDefinition ContainerProperties
Container 속성은 작업의 일부로 시작되는 컨테이너를 서술하기 위해 작업 정의에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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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and" : [ String, ... ],
"Environment" : [ Environment (p. 1401), ... ],
"ExecutionRoleArn" : String,
"FargatePlatformConfiguration" : FargatePlatformConfiguration (p. 1403),
"Image" : String,
"InstanceType" : String,
"JobRoleArn" : String,
"LinuxParameters" : LinuxParameters (p. 1403),
"LogConfiguration" : LogConfiguration (p. 1406),
"Memory" : Integer,
"MountPoints" : [ MountPoints (p. 1407), ... ],
"NetworkConfiguration" : NetworkConfiguration (p. 1408),
"Privileged" : Boolean,
"ReadonlyRootFilesystem" : Boolean,
"ResourceRequirements" : [ ResourceRequirement (p. 1411), ... ],
"Secrets" : [ Secret (p. 1414), ... ],
"Ulimits" : [ Ulimit (p. 1416), ... ],
"User" : String,
"Vcpus" : Integer,
"Volumes" : [ Volumes (p. 1417), ... ]

YAML
Command:
- String
Environment:
- Environment (p. 1401)
ExecutionRoleArn: String
FargatePlatformConfiguration:
FargatePlatformConfiguration (p. 1403)
Image: String
InstanceType: String
JobRoleArn: String
LinuxParameters:
LinuxParameters (p. 1403)
LogConfiguration:
LogConfiguration (p. 1406)
Memory: Integer
MountPoints:
- MountPoints (p. 1407)
NetworkConfiguration:
NetworkConfiguration (p. 1408)
Privileged: Boolean
ReadonlyRootFilesystem: Boolean
ResourceRequirements:
- ResourceRequirement (p. 1411)
Secrets:
- Secret (p. 1414)
Ulimits:
- Ulimit (p. 1416)
User: String
Vcpus: Integer
Volumes:
- Volumes (p. 1417)

Properties
Command
컨테이너로 전달되는 명령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Cmd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및 COMMAND 파라미터를 docker run에 매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docs.docker.com/engine/
reference/builder/#cmd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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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vironment
컨테이너로 전달할 환경 변수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Env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및 docker run에 --env대한 옵션에 매핑됩니다.

Important
자격 증명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일반 텍스트 환경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Note
환경 변수는 AWS_BATCH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명명 규칙은 AWS Batch 서비스에서 설
정하는 변수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환경 (p. 1401) 목록 (p. 14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ecutionRoleArn
AWS Batch가 수임할 수 있는 실행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Fargate 리소스에서 실
행되는 작업의 경우 실행 역할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AWS
Batch 실행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argatePlatformConfiguration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에 대한 플랫폼 구성입니다. EC2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에는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argatePlatformConfiguration (p. 14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
컨테이너를 시작하는 데 사용되는 이미지입니다. 이 문자열은 도커 데몬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Docker
Hub 레지스트리 내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리포지토리는 repositoryurl/image:tag 를 사용하여 지정됩니다. 최대 255개의 문자(대문자 및 소문자), 숫자, 하이픈, 밑줄,
콜론, 마침표, 슬래시 및 부호가 허용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Image 및 docker run의 IMAGE 파라미터에 매핑됩니다.

Note
도커 이미지 아키텍처는 예정된 컴퓨팅 리소스의 프로세서 아키텍처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RM 기반 도커 이미지는 ARM 기반 컴퓨팅 리소스에서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 Amazon ECR 리포지토리의 이미지는 전체 레지스트리 및 리포지토리 URI(예:
012345678910.dkr.ecr.<region-name>.amazonaws.com/<repository-name>)를 사용합
니다.
• Docker Hub 공식 리포지토리 안의 이미지는 단일 이름을 사용합니다(예: ubuntu 또는 m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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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ker Hub의 다른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이미지는 조직 이름으로 한정됩니다(예: amazon/amazonecs-agent).
• Docker Hub 상의 다른 리포지토리 안의 이미지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추가로 한정됩니다(예:
quay.io/assemblyline/ubuntu).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Type
다중 노드 병렬 작업에 사용할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다중 노드 병렬 작업에 있는 모든 노드 그룹은 동일
한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단일 노드 컨테이너 작업 또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컨테이너에는 적용
되지 않으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obRoleArn
컨테이너가 AWS 권한에 대해 수임할 수 있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자세한 내
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작업에 대한 IAM 역할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nuxParameters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Linux 수정(예: 디바이스 매핑에 대한 세부 정보)
Required: 아니요
Type: LinuxParameters (p. 14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Configuration
컨테이너의 로그 구성 사양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LogConfig 및 docker run에 대한 --logdriver 옵션에 매핑됩니다.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는 도커 데몬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로깅 드라이버
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정의에 로그 드라이버를 지정함으
로써 도커 데몬과 다른 로깅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다른 로깅 드라이버를 사용하
려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또는 원격 로깅 옵션의 다른 로그 서버에서) 로그 시스템이 올바르게 구성
되어야 합니다. 지원되는 다양한 로그 드라이버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커 설명서의 로깅 드라이
버 구성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Note
현재 https://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aws-propertiesbatch-jobdefinition-containerproperties.html#cfn-batch-jobdefinition-containerproperties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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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configuration는 Docker 데몬에서 사용 가능한 로깅 드라이버의 하위 집합을 지원합니다
(AWS Batch 데이터 유형에 표시됨).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려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도커 원격 API 버전 1.18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컨
테이너 인스턴스의 도커 원격 API 버전을 확인하려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로그인한 후 sudo docker
version | grep "Server API version" 명령을 실행합니다.

Note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Amazon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는
ECS_AVAILABLE_LOGGING_DRIVERS 환경 변수를 사용하여 해당 인스턴스에서 사용 가능
한 로깅 드라이버를 등록해야 해당 인스턴스에 배치된 컨테이너가 이들 로그 구성 옵션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Amazon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LogConfiguration (p. 140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mory
이 파라미터는 컨테이너의 메모리 하드 제한(MiB) 을 나타냅니다. 컨테이너가 지정된 수를 초과하려고
시도하면 컨테이너가 종료됩니다.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작업에 대해 최소 4MiB 메모리를 지정해야
합니다. 메모리 하드 제한은 여러 위치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노드에 대해 한 번 이상 지정해야 합
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Memory 및 docker run에 대한 --memory 옵
션에 매핑됩니다.
이 매개 변수는 EC2 리소스에서 지원되지만 Fargate 리소스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Fargate 리소스
의 경우 resourceRequirement를 사용하여 메모리 요구 사항을 지정해야 합니다. EC2 리소스에 대
해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ote
특정 인스턴스 유형의 작업에 최대한 많은 메모리를 제공하여 리소스 활용도를 극대화하려는
경우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메모리 관리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untPoints
컨테이너에서 데이터 볼륨의 탑재 지점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
는 Volumes 및 docker run에 대한 --volume 옵션에 매핑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ountPoints (p. 1407) 목록 (p. 140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Configuration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EC2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에는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etworkConfiguration (p. 1408)
API 버전 2010-05-15
139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Batch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vileged
이 파라미터가 true일 경우 컨테이너에는 호스트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대한 승격된 권한을 부여받습니
다(root 사용자와 비슷함).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Privileged 및
docker run에 대한 --privileged 옵션에 매핑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공하지 않거나
false로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adonlyRootFilesystem
이 파라미터가 true일 경우 컨테이너에는 루트 파일 시스템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가 부여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ReadonlyRootfs 및 docker run에 대한 -read-only 옵션에 매핑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Requirements
컨테이너에 할당할 리소스의 유형 및 양입니다. 지원되는 리소스에는 GPUMEMORY 및 VCPU이 포함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Requirement (p. 141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s
컨테이너의 보안 암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민감한 데이터 지정을 참조하
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Secret (p. 141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limits
컨테이너에 설정할 ulimits의 목록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Ulimits 및 docker run에 대한 --ulimit 옵션에 매핑됩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Ulimit (p. 14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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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
컨테이너 내부에서 사용할 사용자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
는 User 및 docker run에 대한 --user 옵션에 매핑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cpus
작업에 예약된 vCPU 개수입니다. 각 vCPU는 1,024개의 CPU 공유와 동일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CpuShares 및 docker run에 대한 --cpu-shares 옵션에 매핑
됩니다. vCPU 수를 지정해야 하지만 여러 위치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노드에 대해 최소 한 번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이 매개 변수는 EC2 리소스에서 지원되지만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에는 지원되지 않
습니다. 이러한 리소스의 경우 대신 resourceRequirement를 사용합니다. 이 매개 변수 또는
resourceRequirements 구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둘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의 경우 resourceRequirements를 사용하는 작
업에 대한 vCPU 요구 사항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s
작업에 사용된 데이터 볼륨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볼륨 (p. 1417) 목록 (p. 14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tch::JobDefinition Device
컨테이너 인스턴스 호스트 디바이스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Note
이 객체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ontainerPath" : String,
"HostPath" : String,
"Permissions" : [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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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ContainerPath: String
HostPath: String
Permissions:
- String

Properties
ContainerPath
호스트 디바이스를 노출하는 데 사용되는 컨테이너 내 경로입니다. 기본적으로 hostPath 값이 사용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Path
호스트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디바이스 경로.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missions
디바이스를 위해 컨테이너에 제공할 명시적 권한.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디바이스에서 read, write
및 mknod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tch::JobDefinition EfsVolumeConfiguration
이 파라미터는 작업 저장을 위해 Amazon Elastic File System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자
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EFS 볼륨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horizationConfig" : AuthorizationConfig (p. 1391),
"FileSystemId" : String,
"RootDirectory" : String,
"TransitEncryption" : String,
"TransitEncryptionPort"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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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uthorizationConfig:
AuthorizationConfig (p. 1391)
FileSystemId: String
RootDirectory: String
TransitEncryption: String
TransitEncryptionPort: Integer

Properties
AuthorizationConfig
Amazon E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권한 부여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thorizationConfig (p. 13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SystemId
사용할 Amazon EFS 파일 시스템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otDirectory
호스트 내의 루트 디렉터리로 탑재할 Amazon EFS 파일 시스템 내 디렉터리입니다. 이 파라미터가 생략
되면 Amazon EFS 볼륨의 루트가 대신 사용됩니다. /를 지정하면 이 파라미터를 생략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최대 길이는 4,096자입니다.

Important
authorizationConfig에서 EFS 액세스 포인트를 지정하는 경우 루트 디렉터리 파라미터를
생략하거나 /로 설정하여 Amazon EFS 액세스 포인트에 설정된 경로를 적용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itEncryption
Amazon ECS 호스트와 Amazon EFS 서버 간에 전송 중인 Amazon EFS 데이터에 암호화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Amazon EFS IAM 권한 부여를 사용하는 경우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파라미터가 누락되면 DISABLED의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File
System 사용 설명서의 전송 중인 데이터 암호화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itEncryptionPort
Amazon ECS 호스트와 Amazon EFS 서버 간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할 포트입니다. 전송
암호화 포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Amazon EFS 마운트 헬퍼가 사용하는 포트 선택 전략이 사용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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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0~65,535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File System 사용 설명서의 EFS 탑재 헬퍼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tch::JobDefinition Environment
Environment 속성 유형은 작업 정의에 사용할 환경 변수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 : String

YAML
Nam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Name
환경 변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환경 변수의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tch::JobDefinition EvaluateOnExit
충족될 조건 집합과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행할 작업 (RETRY 또는 EXIT) 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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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ction" : String,
"OnExitCode" : String,
"OnReason" : String,
"OnStatusReason" : String

YAML
Action: String
OnExitCode: String
OnReason: String
OnStatusReason: String

Properties
Action
지정된 모든 조건 (onStatusReason, onReason 및 onExitCode) 이 충족되는 경우 수행할 작업을 지
정합니다.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XIT | RETR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nExitCode
작업에 대해 반환된 ExitCode의 십진수 표현과 일치하는 glob 패턴을 포함합니다. 패턴의 최대 길이는
512자입니다. 숫자만 포함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문자열의 시작만 정확히 일치하도록 별표(*)로 끝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nReason
작업에 대해 반환된 Reason와 일치하는 glob 패턴을 포함합니다. 패턴의 최대 길이는 512자입니다. 문
자, 숫자, 마침표(.), 콜론(:) 및 공백(공백 및 탭 포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별표 (*) 로 끝날
수 있으므로 문자열의 시작 부분 만 정확히 일치해야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nStatusReason
작업에 대해 반환된 StatusReason와 일치하는 glob 패턴을 포함합니다. 패턴의 최대 길이는 512자입
니다. 문자, 숫자, 마침표(.), 콜론(:) 및 공백(공백 또는 탭 포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별표
(*) 로 끝날 수 있으므로 문자열의 시작 부분 만 정확히 일치해야합니다.
Required: 아니요
API 버전 2010-05-15
140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Batch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tch::JobDefinition FargatePlatformConfiguration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에 대한 플랫폼 구성입니다. EC2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에는 이 파라
미터를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latformVersion" : String

YAML
PlatformVersion: String

Properties
PlatformVersion
작업이 실행되고 있는 AWS Fargate 플랫폼 버전입니다. 플랫폼 버전은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에 대해서만 지정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LATEST 플랫폼 버전이 사용됩니다.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AWS Fargate 플랫폼의 최근 승인된 버전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Fargate 플랫폼 버전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tch::JobDefinition LinuxParameters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Linux 수정(예: 디바이스 매핑에 대한 세부 정보)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vices" : [ Device (p. 1398), ... ],
"InitProcessEnabled" : Boolean,
"MaxSwap" : Integer,
"SharedMemorySize" : Integer,
"Swappiness" : Integer,
"Tmpfs" : [ Tmpfs (p. 1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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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Devices:
- Device (p. 1398)
InitProcessEnabled: Boolean
MaxSwap: Integer
SharedMemorySize: Integer
Swappiness: Integer
Tmpfs:
- Tmpfs (p. 1415)

Properties
Devices
컨테이너에 노출될 모든 호스트 디바이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Devices 및 docker run에 대한 --device 옵션에 매핑됩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vice (p. 139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itProcessEnabled
true로 설정된 경우 신호를 전달하고 프로세스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컨테이너 내에서 init 프로세스
를 실행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init 옵션을 docker run으로 매핑합니다.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려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도커 원격 API 버전 1.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도커
원격 API 버전을 확인하려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로그인한 후 sudo docker version | grep
"Server API version" 명령을 실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Swap
컨테이너가 사용할 수있는 총 스왑 메모리 양(MiB) 이 파라미터는 docker run에 대한 --memory-swap
옵션으로 변환되며 컨테이너 메모리의 합계에 maxSwap 값을 더한 값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ocker
설명서의 --memory-swap 세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0의 maxSwap 값이 지정되면 컨테이너는 스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허용되는 값은 0 또는 양수입니다.
maxSwap 파라미터를 생략하면 컨테이너는 실행 중인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대한 스왑 구성을 사용합니
다. swappiness 매개 변수를 사용하려면 maxSwap 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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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MemorySize
/dev/shm 볼륨의 크기 값(MiB)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shm-size 옵션을 docker run으로 매핑합니
다.

Note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wappiness
이를 통해 컨테이너의 메모리 스왑 동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0의 swappiness 값은 절대적으로 필
요한 경우가 아니면 스왑이 일어나지 않도록합니다. 100의 swappiness 값은 페이지가 매우 적극적으
로 스와핑되도록 합니다. 허용되는 값은 0과 100 사이의 숫자입니다. swappiness 파라미터를 지정하
지 않으면 60의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maxSwap 값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이 파라미터는 무시됩니다.
maxSwap가 0으로 설정된 경우 컨테이너는 스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매개 변수는 도커 실행에 대한
--memory-swappiness 옵션에 매핑됩니다.
컨테이너별 스왑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 컨테이너를 사용하려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스왑 공간을 활성화하고 할당해야 합니다.

Note
Amazon ECS에 최적화된 AMI에는 기본적으로 스왑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
능을 사용하려면 인스턴스에서 스왑을 활성화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
용 Amazon EC2사용자 안내서의 인스턴스 스토어 스왑 볼륨 또는 스왑 파일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스왑 파일을 사용하여 스왑 공간으로 사용할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 스왑 공간 파라미터는 EC2 리소스를 사용하는 작업 정의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작업 정의에서 maxSwap 및 swappiness 컨테이너 정의 파라미터를 생략하면 각 컨테이너의 60의
swappiness 기본값이 설정되며 총 스왑 사용량은 컨테이너의 메모리 예약의 두 배로 제한됩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mpfs
컨테이너 경로, 마운트 옵션 및 tmpfs 마운트의 크기(MiB)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tmpfs 옵션을
docker run으로 매핑합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mpfs (p. 1415) 목록 (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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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tch::JobDefinition LogConfiguration
컨테이너의 사용자 지정 로그 드라이버에 전송하는 로그 구성 옵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ogDriver" : String,
"Options" : Json,
"SecretOptions" : [ Secret (p. 1414), ... ]

YAML
LogDriver: String
Options: Json
SecretOptions:
- Secret (p. 1414)

Properties
LogDriver
컨테이너에 사용할 로드 드라이버입니다. 이 파라미터에 대해 나열된 유효한 값은 Amazon ECS 컨테이
너 에이전트가 기본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로그 드라이버입니다.
지원되는 로그 드라이버는 awslogs, fluentd, gelf, json-file, journald, logentries,
syslog, splunk입니다.

Note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은 awslogs 및 splunk 로그 드라이버로 제한됩니다.
awslogs
Amazon CloudWatch Logs 로깅 드라이버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의
awslogs 로그 드라이버 사용 및 Docker 설명서의 Amazon CloudWatch Logs 로깅 드라이버를 참조
하세요.
fluentd
Fluentd 로깅 드라이버를 지정합니다. 사용법 및 옵션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Docker 설명서의
Fluentd 로깅 드라이버를 참조하세요.
gelf
GELF(Graylog Extended Format) 로깅 드라이버를 지정합니다. 사용법 및 옵션을 포함한 자세한 내
용은 Docker 설명서의 GELF(Graylog Extended Format) 로깅 드라이버를 참조하세요.
journald
저널드 로깅 드라이버를 지정합니다. 사용법 및 옵션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Docker 설명서의
Journald 로깅 드라이버를 참조하세요.
json-file
JSON 파일 로깅 드라이버를 지정합니다. 사용법 및 옵션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Docker 설명서의
JSON 파일 로깅 드라이버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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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unk
Splunk 로깅 드라이버를 지정합니다. 사용법 및 옵션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Docker 설명서의
Splunk 로깅 드라이버를 참조하세요.
syslog
syslog 로깅 드라이버를 지정합니다. 사용법 및 옵션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Docker 설명서의
Syslog 로깅 드라이버를 참조하세요.

Note
위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Amazon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와 함께 사용하려는 사용자
지정 드라이버가 있는 경우 GitHub에서 사용 가능한 Amazon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 프로젝
트를 해당 드라이버와 함께 작동하도록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포함하고 싶은 변경에 대해
서는 풀 요청을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Amazon Web Services는 현재 이 소프트웨어
의 변경된 사본을 실행하도록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려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도커 원격 API 버전 1.18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컨
테이너 인스턴스의 도커 원격 API 버전을 확인하려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로그인한 후 sudo docker
version | grep "Server API version" 명령을 실행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wslogs | fluentd | gelf | journald | json-file | splunk | syslog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ptions
로그 드라이버로 보낼 구성 옵션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려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도커 원격
API 버전 1.19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도커 원격 API 버전을 확인하려면, 컨테이
너 인스턴스에 로그인한 후 sudo docker version | grep "Server API version" 명령을 실
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Options
로그 구성에 전달할 암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민감한 데이터 지정을 참
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Secret (p. 141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tch::JobDefinition MountPoints
작업의 컨테이너 속성에 사용되는 Docker 볼륨 탑재 지점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Volumes 및 도커 실행에 대한 --volume 옵션에 매핑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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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ontainerPath" : String,
"ReadOnly" : Boolean,
"SourceVolume" : String

YAML
ContainerPath: String
ReadOnly: Boolean
SourceVolume: String

Properties
ContainerPath
호스트 볼륨이 마운트되는 컨테이너의 경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adOnly
이 값이 true일 경우 컨테이너에는 볼륨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가 부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컨테이
너가 볼륨에 쓸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Volume
탑재할 볼륨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tch::JobDefinition NetworkConfiguration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EC2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에는 이 파
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ssignPublicIp"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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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ssignPublicIp: String

Properties
AssignPublicIp
작업에 공용 IP 주소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의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의 경우(예: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 프라이빗 서브넷에 인터넷으로 아웃바운드 트
래픽을 라우팅할 NAT 게이트웨이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S 작업 배치를
참조하십시오. 기본값은 "DISABLE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tch::JobDefinition NodeProperties
다중 노드 병렬 작업의 노드 속성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inNode" : Integer,
"NodeRangeProperties" : [ NodeRangeProperty (p. 1410), ... ],
"NumNodes" : Integer

YAML
MainNode: Integer
NodeRangeProperties:
- NodeRangeProperty (p. 1410)
NumNodes: Integer

Properties
MainNode
다중 노드 병렬 작업의 기본 노드에 대한 노드 인덱스를 지정합니다. 이 노드 인덱스 값은 노드 수보다
적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deRangeProperties
노드 범위 및 다중 노드 병렬 작업과 연결된 해당 속성의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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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NodeRangeProperty (p. 141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Nodes
다중 노드 병렬 작업과 연결된 노드 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Batch 사용 설명서의 다중 노드 병렬 작업.

AWS::Batch::JobDefinition NodeRangeProperty
다중 노드 병렬 작업에 대한 노드 범위의 속성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ainer" : ContainerProperties (p. 1392),
"TargetNodes" : String

YAML
Container:
ContainerProperties (p. 1392)
TargetNodes: String

Properties
Container
노드 범위에 대한 컨테이너 세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tainerProperties (p. 13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Nodes
노드 인덱스 값을 사용하는 노드의 범위입니다. 0:3의 범위는 인덱스 값이 0-3인 노드를 나타냅니다. 시
작 범위 값이 생략되면(:n) 0이 범위를 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종료 범위 값이 생략되면(n:) 가능한 최
고 노드 인덱스가 범위를 종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누적 노드 범위는 모든 노드(0:n)를 고려해야 합니다.
노드 범위를 중첩할 수 있습니다 (예: 0:10 및 4:5). 이 경우 4:5 범위 특성이 0:10 특성을 재정의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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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Batch 사용 설명서의 다중 노드 병렬 작업.

AWS::Batch::JobDefinition ResourceRequirement
컨테이너에 할당할 리소스의 유형 및 양입니다. 지원되는 리소스에는 GPUMEMORY 및 VCPU이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String,
"Value" : String

YAML
Typ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Type
컨테이너에 할당할 리소스 유형입니다. 지원되는 리소스에는 GPUMEMORY 및 VCPU이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PU | MEMORY | VCPU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컨테이너에 대해 예약할 지정된 자원의 수량입니다. 값은 지정된 type에 따라 다릅니다.
type="GPU"
컨테이너용으로 예약할 물리적 GPU의 개수입니다. 작업의 모든 컨테이너에 예약된 GPU 수가, 작
업이 실행되는 컴퓨팅 리소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GPU 수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Note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에는 GPU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type="MEMORY"
컨테이너에 표시할 메모리의 하드 제한(MiB)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EC2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
에 대해 지원됩니다. 컨테이너가 지정된 메모리를 초과하려 하면 해당 컨테이너가 중지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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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Memory 및 docker run에 대한 --memory
옵션에 매핑됩니다. 한 작업에 대해 메모리를 최소한 4MiB 지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이지만 다
중 노드 병렬(MNP) 작업의 경우 여러 위치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노드에 대해 한 번 이상 지정
해야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Memory 및 docker run에
대한 --memory 옵션에 매핑됩니다.

Note
특정 인스턴스 유형의 작업에 최대한 많은 메모리를 제공하여 리소스 활용도를 극대화하려
는 경우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메모리 관리를 참조하세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의 경우 value는 하드 제한(MiB 내)이며, 지원되는 값 중 하나와
일치해야 하고 VCPU 값은 해당 메모리 값에 대해 지원되는 값 중 하나여야 합니다.
값 = 512
VCPU = 0.25
값 = 1024
VCPU = 0.25 또는 0.5
값 = 2048
VCPU = 0.25, 0.5 또는 1
값 = 3072
VCPU = 0.5 또는 1
값 = 4096
VCPU = 0.5, 1, 또는 2
값 = 5120, 6144 또는 7168
VCPU = 1 또는 2
값 = 8192
VCPU = 1, 2, 또는 4
값 = 9216, 10240, 11264, 12288, 13312, 14336, 15360, 또는 16384
VCPU = 2 또는 4
값 = 17408, 18432, 19456, 20480, 21504, 22528, 23552, 24576, 25600, 26624, 27648, 28672,
29696, 또는 30720
VCPU = 4
type="VCPU"
컨테이너에 예약된 vCPU 개수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CpuShares 및 docker run에 대한 --cpu-shares 옵션에 매핑됩니다. 각 vCPU는 1,024개의 CPU
공유와 동일합니다. EC2 리소스의 경우 하나 이상의 vCPU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필수 항
목이지만 여러 위치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노드에 대해 한 번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의 경우 value는 지원되는 값 중 하나와 일치해야 하며 MEMORY
값은 해당 VCPU 값에 대해 지원되는 값 중 하나여야 합니다. 지원되는 값은 0, 25, 0, 5, 1, 2, 4입니
다.
값 = 0.25
MEMORY = 512, 1024, 또는 2048
값 = 0.5
MEMORY = 1024, 2048, 3072, 또는 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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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1
MEMORY = 2048, 3072, 4096, 5120, 6144, 7168, 또는 8192
값=2
MEMORY = 4096, 5120, 6144, 7168, 8192, 9216, 10240, 11264, 12288, 13312, 14336, 15360,
또는 16384
값=4
MEMORY = 8192, 9216, 10240, 11264, 12288, 13312, 14336, 15360, 16384, 17408, 18432,
19456, 20480, 21504, 22528, 23552, 24576, 25600, 26624, 27648, 28672, 29696, 또는 30720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tch::JobDefinition RetryStrategy
작업과 연결된 재시도 전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자동 작업 재시도를 참조하
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empts" : Integer,
"EvaluateOnExit" : [ EvaluateOnExit (p. 1401), ... ]

YAML
Attempts: Integer
EvaluateOnExit:
- EvaluateOnExit (p. 1401)

Properties
Attempts
작업이 RUNNABLE 상태로 이동하는 횟수입니다. 1부터 10까지 시도 횟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ttempts 값이 1보다 크면, 작업 실패 시 이 값과 동일한 횟수로 재시도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aluateOnExit
작업을 다시 시도하거나 실패해야 하는 조건을 지정하는 최대 5개의 개체 배열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지
정하면 attempts 파라미터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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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EvaluateOnExit (p. 1401) 목록 (p. 14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tch::JobDefinition Secret
컨테이너에 공개할 암호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암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컨테이너에 노출될 수 있습니
다.
• 환경 변수로 민감한 데이터를 컨테이너에 삽입하려면 secrets 컨테이너 정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십시오.
• 컨테이너의 로그 구성에서 중요한 정보를 참조하려면 secretOptions 컨테이너 정의 파라미터를 사용하
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민감한 데이터 지정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From" : String

YAML
Name: String
ValueFrom: String

Properties
Name
암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From
컨테이너에 노출될 암호입니다. 지원되는 값은 AWS Secrets Manager 비밀의 전체 ARN 또는 AWS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 내 파라미터의 전체 ARN입니다.

Note
AWS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 파라미터가 현재 실행 중인 작업과 동일한 리전에 있
는 경우 파라미터의 전체 ARN 또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다른 리전에 있다
면 전체 ARN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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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tch::JobDefinition Timeout
작업 제한 시간 구성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emptDurationSeconds" : Integer

YAML
AttemptDurationSeconds: Integer

Properties
AttemptDurationSeconds
AWS Batch가 완료되지 않은 작업을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초)(작업 시도의 startedAt 타임스탬프에
서 측정)입니다. 제한 시간의 최소 값은 60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BatchAPI 참조의 JobTimeout.

AWS::Batch::JobDefinition Tmpfs
컨테이너 경로, 마운트 옵션 및 tmpfs 마운트의 크기입니다.

Note
이 객체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ainerPath" : String,
"MountOptions" : [ String, ... ],
"Size"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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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ContainerPath: String
MountOptions:
- String
Size: Integer

Properties
ContainerPath
tmpfs 볼륨을 탑재할 컨테이너의 절대 파일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untOptions
tmpfs 볼륨 마운트 옵션의 목록.
유효한 값: "defaults" | "ro" | "rw" | "suid" | "nosuid" | "dev" | "nodev" | "exec" | "noexec" |
"sync" | "async" | "dirsync" | "remount" | "mand" | "nomand" | "atime" | "noatime" | "diratime"
| "nodiratime" | "bind" | "rbind" | "unbindable" | "runbindable" | "private"
| "rprivate" | "shared" | "rshared" | "slave" | "rslave" | "relatime" |
"norelatime" | "strictatime" | "nostrictatime" | "mode" | "uid" | "gid" | "nr_inodes" |
"nr_blocks" | "mpol"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ze
tmpfs 볼륨 크기(MiB).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tch::JobDefinition Ulimit
컨테이너에 전달할 ulimit 설정입니다.

Note
이 객체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HardLimit"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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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 String,
"SoftLimit" : Integer

YAML
HardLimit: Integer
Name: String
SoftLimit: Integer

Properties
HardLimit
ulimit 유형의 하드 제한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ulimit의 type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ftLimit
ulimit 유형의 소프트 제한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tch::JobDefinition Volumes
작업과 연결된 볼륨의 목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fsVolumeConfiguration" : EfsVolumeConfiguration (p. 1399),
"Host" : VolumesHost (p. 1418),
"Name" : String

YAML
EfsVolume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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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sVolumeConfiguration (p. 1399)
Host:
VolumesHost (p. 1418)
Name: String

Properties
EfsVolumeConfiguration
이 파라미터는 작업 저장을 위해 Amazon Elastic File System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EFS 볼륨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EfsVolumeConfiguration (p. 13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
host 파라미터의 내용은 데이터 볼륨이 호스트 컨테이너 인스턴스 및 해당 저장 위치에서 유지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host 파라미터가 비어 있으면 도커 데몬이 데이터 볼륨의 호스트 경로를 할당합니
다. 그러나 연결된 컨테이너의 실행이 중지된 후에는 데이터 유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 중인 작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olumesHost (p. 141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볼륨의 이름입니다. 최대 255개의 문자(대문자 및 소문자), 숫자, 하이픈 및 밑줄이 허용됩니다. 이 이름
은 컨테이너 정의 sourceVolume의 mountPoints 파라미터에서 참조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tch::JobDefinition VolumesHost
데이터 볼륨이 호스트 컨테이너 인스턴스 및 해당 저장 위치에서 유지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파라미터
가 비어 있으면 도커 데몬이 데이터 볼륨의 호스트 경로를 할당하지만 해당 볼륨과 연결된 컨테이너가 실행
을 중지한 후 데이터 유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ourcePath"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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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SourcePath: String

Properties
SourcePath
컨테이너에 제공되는 호스트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경로입니다. 이 파라미터가 비어 있으면 Docker 데몬
이 호스트 경로를 할당합니다. 이 파라미터에 파일 위치가 들어 있으면 사용자가 수동으로 삭제하기 전
에는 데이터 볼륨이 호스트 컨테이너 인스턴스 상에 지정된 위치를 유지합니다. 소스 경로 위치가 호스
트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없을 경우 Docker 데몬이 해당 경로를 생성합니다. 해당 위치가 있을 경우 소스
경로 폴더의 콘텐츠를 내보냅니다.

Note
이 매개 변수는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공해서는 안 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atch::JobQueue
AWS::Batch::JobQueue 리소스는 AWS Batch 작업 대기열 정의에 대한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의 작업 대기열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Batch::JobQueue",
"Properties" : {
"ComputeEnvironmentOrder" : [ ComputeEnvironmentOrder (p. 1422), ... ],
"JobQueueName" : String,
"Priority" : Integer,
"State" : String,
"Tags" : Json
}

YAML
Type: AWS::Batch::JobQueue
Properties:
ComputeEnvironmentOrder:
- ComputeEnvironmentOrder (p. 1422)
JobQueueName: String
Priority: Integer
State: String
Tags: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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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omputeEnvironmentOrder
작업 대기열에 매핑된 컴퓨팅 환경과, 작업 대기열 간의 상대적인 순서입니다. 작업 스케줄러는 이 파라
미터를 사용하여 특정 작업을 실행할 컴퓨팅 환경을 결정합니다. 컴퓨팅 환경을 작업 대기열과 연결하려
면 컴퓨터 환경이 VALID 상태여야 합니다. 한 개의 작업 대기열에 최대 3개의 컴퓨팅 환경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컴퓨팅 환경은 EC2(EC2 또는 SPOT) 또는 Fargate(FARGATE 또는 FARGATE_SPOT)여야
하며, EC2 및 Fargate 컴퓨팅 환경을 혼합할 수 없습니다.

Note
작업 대기열과 연관된 모든 컴퓨팅 환경은 동일한 아키텍처를 공유해야 합니다. AWS Batch는
단일 작업 대기열에서의 혼합 컴퓨팅 환경 아키텍처 유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ComputeEnvironmentOrder (p. 1422) 목록 (p. 142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obQueueName
작업 대기열의 이름입니다. 최대 128자의 문자(대문자 및 소문자), 숫자, 하이픈, 밑줄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ority
작업 대기열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 대기열(priority 파라미터의 정수 값이 높은 대
기열)은 동일한 컴퓨팅 환경과 연결된 경우 제일 처음에 평가됩니다. 우선 순위는 내림차순으로 결정됩
니다. 예를 들어, 우선 순위 값이 10인 작업 대기열은 우선 순위 값이 1인 작업 대기열보다 먼저 일정이
예약됩니다. 모든 컴퓨팅 환경은 EC2(EC2 또는 SPOT) 또는 Fargate(FARGATE 또는 FARGATE_SPOT)여
야 하며, EC2 및 Fargate 컴퓨팅 환경을 혼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
작업 대기열의 상태입니다. 작업 대기열 상태가 ENABLED일 경우 작업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작업 대기
열 상태가 DISABLED이면 새 작업을 대기열에 추가할 수 없지만 이미 대기열에 있는 작업은 완료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작업 대기열에 적용된 태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AWS Batch 리소스 태
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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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Js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작업 대기열 ARN(예: arn:aws:batch:us-east-1:111122223333:job-queue/HighPriority)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컴퓨팅 환경이 두 개인 작업 대기열
다음 예제에서는 컴퓨팅 환경 두 개가 매핑되어 있는 HighPriority라는 작업 대기열을 정의합니다.

JSON
{

}

"JobQueue": {
"Type": "AWS::Batch::JobQueue",
"Properties": {
"ComputeEnvironmentOrder": [
{
"Order": 1,
"ComputeEnvironment": "C4OnDemand"
},
{
"Order": 2,
"ComputeEnvironment": "M4Spot"
}
],
"State": "ENABLED",
"Priority": 1,
"JobQueueName": "HighPriority"
}
}

YAML
JobQueue:
Type: AWS::Batch::JobQueue
Properties:
ComputeEnvironmentOrder:
- Order: 1
ComputeEnvironment: C4OnDemand
- Order: 2
ComputeEnvironment: M4Spot
State: ENABLED
Priority: 1
JobQueueName: HighPriority

참고 항목
• AWS Batch 사용 설명서의 작업 대기열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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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Batch::JobQueue ComputeEnvironmentOrder
대기열 내의 작업 배치를 위해 컴퓨팅 환경이 적용되는 순서입니다. 컴퓨팅 환경은 오름차순으로 적용됩니
다. 예를 들어, 작업 대기열에 하나에 컴퓨팅 환경 2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정수 값이 낮은 컴퓨팅 환경에 작
업이 먼저 배치됩니다. 컴퓨팅 환경을 작업 대기열과 연결하려면 컴퓨터 환경이 VALID 상태여야 합니다. 모
든 컴퓨팅 환경은 EC2 (EC2 또는 SPOT) 또는 Fargate (FARGATE 또는 FARGATE_SPOT) 여야 하며, EC2 및
Fargate 컴퓨팅 환경은 혼합될 수 없습니다.

Note
작업 대기열과 연관된 모든 컴퓨팅 환경은 동일한 아키텍처를 공유해야 합니다. AWS Batch는 단일
작업 대기열에서의 혼합 컴퓨팅 환경 아키텍처 유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puteEnvironment" : String,
"Order" : Integer

YAML
ComputeEnvironment: String
Order: Integer

Properties
ComputeEnvironment
컴퓨팅 환경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der
컴퓨팅 환경의 순서입니다. 컴퓨팅 환경은 오름차순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작업 대기열에
두 개의 컴퓨팅 환경이 연결되어 있으면 order 정수 값이 낮은 컴퓨팅 환경에 작업이 먼저 배치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Budgets 리소스 유
형 참조
리소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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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Budgets::Budget (p. 1423)
• AWS::Budgets::BudgetsAction (p. 1437)

AWS::Budgets::Budget
AWS::Budgets::Budget 리소스를 사용하면 예산 임계값이 초과될 때 트리거되는 미리 정의된 조치를 취
할 수 있습니다. Billing and Cost Management에 대한 예산을 생성하거나 바꾸거나 삭제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사용 설명서에서 예산을 통해 비용 관리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Budgets::Budget",
"Properties" : {
"Budget" : BudgetData (p. 1426),
"NotificationsWithSubscribers" : [ NotificationWithSubscribers (p. 1433), ... ]
}

YAML
Type: AWS::Budgets::Budget
Properties:
Budget:
BudgetData (p. 1426)
NotificationsWithSubscribers:
- NotificationWithSubscribers (p. 1433)

Properties
Budget
생성할 예산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BudgetData (p. 142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icationsWithSubscribers
예산과 연결할 알림입니다. 예산에는 최대 5개의 알림이 있을 수 있고 알림에는 SNS 구독자 한 명과 최
대 10명의 이메일 구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CreateBudget 호출에 알림과 구독자를 포함하면 AWS
가 자동으로 알림과 구독자를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otificationWithSubscribers (p. 1433) 목록
Maximum: 1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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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템플릿이 생성한 예산의 이름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
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알림이 2개인 100 USD 예산
다음 예제는 비용이 100 USD인 예산을 생성하며, 80 USD 또는 99 USD를 초과할 경우 알림이 포함됩니다.
알림은 구독자 email@example.com 및 email2@example.com에게 전송됩니다.

JSON
{

"Description": "Basic Budget test",
"Resources": {
"Budget": {
"Type": "AWS::Budgets::Budget",
"Properties": {
"Budget": {
"BudgetLimit": {
"Amount": "100",
"Unit": "USD"
},
"TimeUnit": "MONTHLY",
"TimePeriod": {
"Start": "1225864800",
"End": "1926864800"
},
"BudgetType": "COST",
"CostFilters": {
"AZ": [
"us-east-1",
"us-west-1",
"us-east-2"
]
}
},
"NotificationsWithSubscribers": [
{
"Notification": {
"NotificationType": "ACTUAL",
"ComparisonOperator": "GREATER_THAN",
"Threshold": 99
},
"Subscribers": [
{
"SubscriptionType": "EMAIL",
"Address": "email@example.com"
},
{
"SubscriptionType": "EMAIL",
"Address": "email2@example.com"
}
]
},
{
"Not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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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otificationType": "ACTUAL",
"ComparisonOperator": "GREATER_THAN",
"Threshold": 80
},
"Subscribers": [
{
"SubscriptionType": "EMAIL",
"Address": "email@example.com"
}
]

},
"Outputs": {
"BudgetId": {
"Value": "BudgetExample"
}
}

YAML
--Description: "Basic Budget test"
Resources:
BudgetExample:
Type: "AWS::Budgets::Budget"
Properties:
Budget:
BudgetLimit:
Amount: 100
Unit: USD
TimeUnit: MONTHLY
TimePeriod:
Start: 1225864800
End: 1926864800
BudgetType: COST
CostFilters:
AZ:
- us-east-1
- us-west-1
- us-east-2
NotificationsWithSubscribers:
- Notification:
NotificationType: ACTUAL
ComparisonOperator: GREATER_THAN
Threshold: 99
Subscribers:
- SubscriptionType: EMAIL
Address: email@example.com
- SubscriptionType: EMAIL
Address: email2@example.com
- Notification:
NotificationType: ACTUAL
ComparisonOperator: GREATER_THAN
Threshold: 80
Subscribers:
- SubscriptionType: EMAIL
Address: email@example.com
Outputs:
BudgetId:
Value: !Ref Budget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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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WS Cost Explorer Service Cost Management API의 CreateBudget

AWS::Budgets::Budget BudgetData
CreateBudget 작업의 출력을 표시합니다. 콘텐츠는 상세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파일 정보, budget 객체의
현재 상태로 구성됩니다.
이는 예산의 ARN 패턴입니다.
arn:aws:budgets::AccountId:budget/budgetName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dgetLimit" : Spend (p. 1434),
"BudgetName" : String,
"BudgetType" : String,
"CostFilters" : Json,
"CostTypes" : CostTypes (p. 1429),
"PlannedBudgetLimits" : Json,
"TimePeriod" : TimePeriod (p. 1436),
"TimeUnit" : String

YAML
BudgetLimit:
Spend (p. 1434)
BudgetName: String
BudgetType: String
CostFilters: Json
CostTypes:
CostTypes (p. 1429)
PlannedBudgetLimits: Json
TimePeriod:
TimePeriod (p. 1436)
TimeUnit: String

Properties
BudgetLimit
예산에서 추적하고 싶은 비용, 사용량, RI 사용률, RI 적용 범위, Savings Plans 사용률 또는 Savings
Plans 적용 범위의 총액입니다.
비용 또는 사용량 예산에서는 BudgetLimit이 필요하지만 RI 활용률 또는 Savings Plans 활용률
또는 적용 범위 예산의 경우에는 선택 사항입니다. RI 및 Savings Plans 활용률이나 적용 범위 예산
의 기본값은 100이며, 이는 RI, Savings Plans 활용률 또는 적용 범위 예산에서만 유효한 값입니다.
CreateBudget 및 UpdateBudget 작업에 PlannedBudgetLimits와 함께 BudgetLimi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API 버전 2010-05-15
142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Budgets

Type: Spend (p. 143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dgetName
예산의 이름. 값은 계정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BudgetName에는 : 및 \ 문자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템플릿에 BudgetName에 대한 값을 포함하지 않으면 Billing and Cost Management에서 임의로 생성된
이름을 예산에 할당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udgetType
이 예산이 비용, 사용량, RI 사용률, RI 적용 범위, Savings Plans 사용률 또는 Savings Plans 적용 범위를
추적하는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ST | RI_COVERAGE | RI_UTILIZATION | SAVINGS_PLANS_COVERAGE |
SAVINGS_PLANS_UTILIZATION | USAG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stFilters
예산에 적용되는 서비스나 태그 같은 비용 필터입니다.
AWS Budgets은 RI 예산의 필터 역할을 하는 다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Amazon EC2
• Amazon Redshift
•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 Amazon ElastiCache
• Amazon OpenSearch Service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stTypes
이 COST 예산에 포함된 비용 유형입니다.
USAGE, RI_UTILIZATION, RI_COVERAGE, SAVINGS_PLANS_UTILIZATION 및
SAVINGS_PLANS_COVERAGE 예산에는 CostTypes이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stTypes (p. 14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lannedBudgetLimits
현재 또는 미래 제한을 비롯한 여러 BudgetLimit을 포함하는 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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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edBudgetLimits는 비용 또는 사용량 예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월별 및 분기별 TimeUnit을 지
원합니다.
월별 예산의 경우 12개월 PlannedBudgetLimits 값을 제공합니다. 이는 현재 달부터 시작해서 다음
11개월을 포함해야 합니다. key는 해당 달 시작이며, epoch 초 단위의 UTC입니다.
분기별 예산의 경우 표준 달력 분기 증분 단위로 4개의 분기 PlannedBudgetLimits 값 항목을 제공
합니다. 이는 현재 분기부터 시작해서 다음 3개 분기를 포함해야 합니다. key는 해당 분기 시작이며,
epoch 초 단위의 UTC입니다.
계획된 예산이 월별의 경우 12개월 이전 또는 분기별의 경우 4개 분기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남은 기간
에 대한 PlannedBudgetLimits 값만 제공합니다.
예산이 미래의 한 날짜에 시작하는 경우 예산 시작 날짜부터의 PlannedBudgetLimits 값을 제공합니
다.
PlannedBudgetLimits의 모든 BudgetLimit 값이 사용된 후 예산은 계속해서 마지막 제한을
BudgetLimit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계획된 예산은 고정된 예산과 동일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PlannedBudgetLimits와의 DescribeBudget 및 DescribeBudgets 응답에도
PlannedBudgetLimits에 표시된 현재 달 또는 분기 제한을 나타내는 BudgetLimit이 포함됩니다.
이는 PlannedBudgetLimits와 함께 생성된 예산에만 적용됩니다. PlannedBudgetLimits 없이 생
성된 예산에는 BudgetLimit만 포함되고 PlannedBudgetLimits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imePeriod
예산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기간에는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습니다. 시작일은 종료일 이전이어야 합니
다. 종료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산의 시작일입니다. 예산을 생성하고 시작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선택한 기간(예: MONTHLY,
QUARTERLY 또는 ANNUALLY)의 시작이 시작일의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24일에 예산을 생성하고, MONTHLY를 선택하고, 시작일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시작일이 01/01/19
00:00 UTC로 설정됩니다. 기본값은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콘솔과 API에 대해 동일합니
다.
시작일은 UpdateBudget 작업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이 지나면 AWS가 예산, 모든 관련 알림과 구독자를 삭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imePeriod (p. 14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Unit
예산이 실제 지출과 예상 지출을 재설정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DAILY는 RI_UTILIZATION 및
RI_COVERAGE 예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NNUALLY | DAILY | MONTHLY | QUARTERL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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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WS Cost Explorer Service Cost Management API의 Budget

AWS::Budgets::Budget CostTypes
세금, 구독처럼 COST 예산에 포함된 비용 유형입니다.
USAGE, RI_UTILIZATION, RI_COVERAGE, SAVINGS_PLANS_UTILIZATION 및
SAVINGS_PLANS_COVERAGE 예산에는 CostTypes이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cludeCredit" : Boolean,
"IncludeDiscount" : Boolean,
"IncludeOtherSubscription" : Boolean,
"IncludeRecurring" : Boolean,
"IncludeRefund" : Boolean,
"IncludeSubscription" : Boolean,
"IncludeSupport" : Boolean,
"IncludeTax" : Boolean,
"IncludeUpfront" : Boolean,
"UseAmortized" : Boolean,
"UseBlended" : Boolean

YAML
IncludeCredit: Boolean
IncludeDiscount: Boolean
IncludeOtherSubscription: Boolean
IncludeRecurring: Boolean
IncludeRefund: Boolean
IncludeSubscription: Boolean
IncludeSupport: Boolean
IncludeTax: Boolean
IncludeUpfront: Boolean
UseAmortized: Boolean
UseBlended: Boolean

Properties
IncludeCredit
예산에 크레딧을 포함할지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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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iscount
예산에 할인을 포함할지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OtherSubscription
예산에 비 RI 구독 비용을 포함할지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Recurring
예산에 월 RI 요금으로 기본 요금을 포함할지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Refund
예산에 환급금을 포함할지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Subscription
예산에 구독을 포함할지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Support
예산에 지원 구독 요금을 포함할지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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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Tax
예산에 세금을 포함할지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Upfront
예산에 선결제 RI 비용을 포함할지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Amortized
예산에 분할 상환 요금을 사용할지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Blended
예산에 혼합 요금을 사용할지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Cost Explorer Service Cost Management API의 CostTypes

AWS::Budgets::Budget Notification
예산과 연결된 알림입니다. 예산에는 최대 10개의 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림마다 구독자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알림에는 SNS 구독자 한 명과 최대 10명의 이메일 구
독자, 즉 총 11명의 구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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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0달러의 예산이 있고 160달러가 초과할 때 알림을 받고 싶으면 다음 파라미터로 알림을 구성하
십시오.
• notificationType: ACTUAL
• thresholdType: PERCENTAGE
• comparisonOperator: GREATER_THAN
• 알림 threshold 80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parisonOperator" : String,
"NotificationType" : String,
"Threshold" : Double,
"ThresholdType" : String

YAML
ComparisonOperator: String
NotificationType: String
Threshold: Double
ThresholdType: String

Properties
ComparisonOperator
이 알림에 사용되는 비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QUAL_TO | GREATER_THAN | LESS_THA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icationType
알림을 현재까지 지출한 내역으로 할 것인지(ACTUAL), 예상 지출로 할 것인지(FORECASTED) 지정합니
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CTUAL | FORECAST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eshold
알림과 연결된 임계값입니다. 임계값은 항상 백분율이며 많은 고객이 예산 금액의 50 ~ 200% 사이에서
알림을 받고 있습니다. 임계값의 최대 한도는 예산 책정된 금액보다 1,000,000%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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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esholdType
알림에 대한 임계값 유형입니다. ABSOLUTE_VALUE 임계값에 대해 AWS는 총 비용 임계값을 초과하거
나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될 때 알려줍니다. PERCENTAGE 임계값에 대해 AWS는 예측 비용의 특정 비율
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될 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200달러이고 PERCENTAGE 임
계값이 80%일 경우, AWS는 160달러를 초과하면 알려줍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BSOLUTE_VALUE | PERCENTAG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Cost Explorer Service Cost Management API의 Notification

AWS::Budgets::Budget NotificationWithSubscribers
구독자 알림입니다. 하나의 알림에는 SNS 구독자 한 명과 최대 10명의 이메일 구독자, 즉 총 11명의 구독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otification" : Notification (p. 1431),
"Subscribers" : [ Subscriber (p. 1435), ... ]

YAML
Notification:
Notification (p. 1431)
Subscribers:
- Subscriber (p. 1435)

Properties
Notification
예산과 연결된 알림입니다.
Required: 예
Type: Notification (p.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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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scribers
이 알림을 구독하는 구독자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Subscriber (p. 1435) 목록
Maximum: 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Cost Explorer Service Cost Management API의 NotificationWithSubscribers

AWS::Budgets::Budget Spend
예산에 대해 측정되는 비용 또는 사용량입니다.
예를 들어 S3 사용량 3 GB에 대한 Spend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Amount: 3
• unit: GB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mount" : Double,
"Unit" : String

YAML
Amount: Double
Unit: String

Properties
Amount
예산 예상, 실제 지출 또는 예산 임계값과 연결된 비용 또는 사용량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it
예산 예상, 실제 지출 또는 예산 임계값에 사용되는 USD, GB 등의 측정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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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Cost Explorer Service Cost Management API의 Spend

AWS::Budgets::Budget Subscriber
Subscriber 속성 유형은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예산 알림을 받을 사용자를 지정합니다. 구독자는
구독 유형과 Amazon SNS 주제 또는 이메일 주소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구독자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subscriptionType: EMAIL
• address: example@example.com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dress" : String,
"SubscriptionType" : String

YAML
Address: String
SubscriptionType: String

Properties
Address
AWS가 예산 알림을 보내는 주소로, SNS 주제 또는 이메일입니다.
구독자를 만들 때 Address 값에 줄바꿈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scriptionType
AWS가 구독자에게 보내는 알림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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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MAIL | SN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Cost Explorer Service Cost Management API의 Subscriber

AWS::Budgets::Budget TimePeriod
예산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기간에는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습니다. 시작일은 종료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종료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 : String,
"Start" : String

YAML
End: String
Start: String

Properties
End
예산의 종료일입니다. 종료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에서 종료일을 06/15/87 00:00 UTC로 설정합
니다. 기본값은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콘솔과 API에 대해 동일합니다.
종료일이 지나면 AWS가 예산, 모든 관련 알림과 구독자를 삭제합니다. 종료일은 UpdateBudget API
작업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rt
예산의 시작일입니다. 예산을 생성하고 시작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선택한 기간(예: MONTHLY,
QUARTERLY 또는 ANNUALLY)의 시작이 시작일의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24일에 예산을 생성하고, MONTHLY를 선택하고, 시작일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시작일이 01/01/19
00:00 UTC로 설정됩니다. 기본값은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콘솔과 API에 대해 동일합니
다.
시작일은 UpdateBudget 작업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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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값은 BudgetType의 값에 따라 다릅니다.
• BudgetType이 COST 또는 USAGE인 경우 : 유효한 값은 MONTHLY, QUARTERLY 및 ANNUALLY입니
다.
• BudgetType이 RI_UTILIZATION 또는 RI_COVERAGE인 경우 : 유효한 값은 DAILY, MONTHLY,
QUARTERLY 및 ANNUALLY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Cost Explorer Service Cost Management API의 TimePeriod

AWS::Budgets::BudgetsAction
AWS::Budgets::BudgetsAction 리소스를 사용하면 예산 임계값이 초과될 때 시작되는 미리 정의된 조
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사용 설명서에서 예산을 통해 비
용 관리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Budgets::BudgetsAction",
"Properties" : {
"ActionThreshold" : ActionThreshold (p. 1439),
"ActionType" : String,
"ApprovalModel" : String,
"BudgetName" : String,
"Definition" : Definition (p. 1440),
"ExecutionRoleArn" : String,
"NotificationType" : String,
"Subscribers" : [ Subscriber (p. 1444), ... ]
}

YAML
Type: AWS::Budgets::BudgetsAction
Properties:
ActionThreshold:
ActionThreshold (p. 1439)
ActionType: String
ApprovalModel: String
BudgetName: String
Definition:
Definition (p. 1440)
ExecutionRoleArn: String
NotificationType: String
Subscribers:
- Subscriber (p.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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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ctionThreshold
작업의 트리거 임계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ActionThreshold (p. 143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ctionType
작업 유형. 이 작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의 유형을 정의합니다. 이 필드는 정의의 형식도 결정합니
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PPLY_IAM_POLICY | APPLY_SCP_POLICY | RUN_SSM_DOCUMENT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pprovalModel
작업에 수동 또는 자동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UTOMATIC | MANUA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dgetName
예산 이름을 나타내는 문자열입니다. “:” 및 “\”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finition
유형별 파라미터를 모두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Definition (p. 144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ecutionRoleArn
작업 실행 및 리버전을 위해 전달된 역할입니다. 역할과 작업은 동일한 계정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2
Maximum: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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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arn:(aws|aws-cn|aws-us-gov|us-iso-east-1|us-isob-east-1):iam::
\d{12}:role(\u002F[\u0021-\u007F]+\u002F|\u002F)[\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icationType
알림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CTUAL | FORECAST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scribers
구독자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ubscriber (p. 144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Fn::GetAtt
ActionId
작업에 대한 시스템 생성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UUID)입니다.

AWS::Budgets::BudgetsAction ActionThreshold
작업의 트리거 임계값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String,
"Value" : Double

YAML
Type: String
Value: Double

Properties
Type
알림에 대한 임계값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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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BSOLUTE_VALUE | PERCENTAG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알림의 임계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udgets::BudgetsAction Definition
정의는 모든 유형별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위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amActionDefinition" : IamActionDefinition (p. 1441),
"ScpActionDefinition" : ScpActionDefinition (p. 1442),
"SsmActionDefinition" : SsmActionDefinition (p. 1443)

YAML
IamActionDefinition:
IamActionDefinition (p. 1441)
ScpActionDefinition:
ScpActionDefinition (p. 1442)
SsmActionDefinition:
SsmActionDefinition (p. 1443)

Properties
IamActionDefinition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작업 정의 세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amActionDefinition (p. 144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pActionDefinition
서비스 제어 정책(SCP) 작업 정의 세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pActionDefinition (p.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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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smActionDefinition
Amazon EC2 Systems Manager(SSM) 작업 정의 세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smActionDefinition (p. 144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udgets::BudgetsAction IamActionDefinition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작업 정의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roups" : [ String, ... ],
"PolicyArn" : String,
"Roles" : [ String, ... ],
"Users" : [ String, ... ]

YAML
Groups:
- String
PolicyArn: String
Roles:
- String
Users:
- String

Properties
Groups
연결할 그룹의 목록입니다. 그룹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yArn
연결할 정책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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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684
Pattern: ^arn:(aws|aws-cn|aws-us-gov|us-iso-east-1|us-isob-east-1):iam::
(\d{12}|aws):policy(\u002F[\u0021-\u007F]+\u002F|\u002F)[\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s
연결할 역할의 목록입니다. 역할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s
연결할 사용자의 목록입니다. 사용자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udgets::BudgetsAction ScpActionDefinition
서비스 제어 정책(SCP) 작업 정의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olicyId" : String,
"TargetIds" : [ String, ... ]

YAML
PolicyId: String
TargetIds:
- String

Properties
PolicyId
연결된 정책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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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
Maximum: 130
Pattern: ^p-[0-9a-zA-Z_]{8,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Ids
대상 ID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udgets::BudgetsAction SsmActionDefinition
Amazon EC2 Systems Manager(SSM) 작업 정의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tanceIds" : [ String, ... ],
"Region" : String,
"Subtype" : String

YAML
InstanceIds:
- String
Region: String
Subtype: String

Properties
InstanceIds
EC2 및 RDS 인스턴스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on
SSM 문서를 실행할 리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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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9
Maximum: 20
Pattern: ^\w{2}-\w+(-\w+)?-\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type
작업 subType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TOP_EC2_INSTANCES | STOP_RDS_INSTANCE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Budgets::BudgetsAction Subscriber
예산 알림의 구독자입니다. 구독자는 구독 유형과 Amazon SNS 주제 또는 이메일 주소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구독자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subscriptionType: EMAIL
• address: example@example.com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dress" : String,
"Type" : String

YAML
Address: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Address
AWS에서 예산 알림을 보내는 주소로, SNS 주제 또는 이메일입니다.
구독자를 만들 때 Address 값에 줄바꿈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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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AWS에서 구독자에게 보내는 알림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Certificate Manage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ertificateManager::Account (p. 1445)
•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 1446)

AWS::CertificateManager::Account
AWS::CertificateManager::Account 리소스는 만료되기 며칠 전에 ACM이 EventBridge 이벤트 생성
을 시작하는지 결정하는 만료 이벤트 구성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ertificateManager::Account",
"Properties" : {
"ExpiryEventsConfiguration" : ExpiryEventsConfiguration (p. 1446)
}

YAML
Type: AWS::CertificateManager::Account
Properties:
ExpiryEventsConfiguration:
ExpiryEventsConfiguration (p. 1446)

Properties
ExpiryEventsConfiguration
AWS account에 연결된 만료 이벤트 옵션을 포함하는 객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 참조의
ExpiryEventsConfiguration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ExpiryEventsConfiguration (p.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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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인증서를 소유한 AWS account의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AccountId
인증서를 소유한 AWS account의 ID입니다.

AWS::CertificateManager::Account ExpiryEventsConfiguration
AWS account에 연결된 만료 이벤트 옵션을 포함하는 객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 참조의
ExpiryEventsConfiguration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ysBeforeExpiry" : Integer

YAML
DaysBeforeExpiry: Integer

Properties
DaysBeforeExpiry
이 옵션은 인증서가 만료되기 며칠 전에 ACM이 EventBridge 이벤트를 생성하기 시작하는지 지정합
니다. ACM은 인증서가 만료될 때까지 인증서당 하루에 하나의 이벤트를 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정
은 인증서 만료 45일 전부터 이벤트를 수신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리소스는 보안 연결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WS Certificate Manager(ACM) 인증서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Elastic Load Balancer에 ACM 인증서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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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포해 HTTPS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ertificate Manager API 참조에서
RequestCertificate를 참조하세요.

Important
CloudFormation 스택에서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리소스를 사용할 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즉 인증서 도메인이 Amazon Route 53에서 호스팅되고 도메인이
AWS account에 상주하며 DNS 검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도메인 검증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인증서에서 이메일 검증을 사용하거나 도메인이 Route 53에서 호스팅되지 않은 경우 스택
은 CREATE_IN_PROGRESS 상태로 유지됩니다. 검증 이메일의 지침에 따라 작업하거나 DNS 구성
에 CNAME 레코드를 추가하여 인증서 요청을 검증할 때까지 모든 추가 스택 작업이 지연됩니다. 자
세한 내용은 옵션 1: DNS 검증 및 옵션 2: 이메일 검증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 {
"CertificateAuthorityArn" : String,
"CertificateTransparencyLoggingPreference" : String,
"DomainName" : String,
"DomainValidationOptions" : [ DomainValidationOption (p. 1450), ... ],
"SubjectAlternativeNames" : [ String, ... ],
"Tags" : [ Tag, ... ],
"ValidationMethod" : String
}

YAML
Type: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 String
CertificateTransparencyLoggingPreference: String
DomainName: String
DomainValidationOptions:
- DomainValidationOption (p. 1450)
SubjectAlternativeNames:
- String
Tags:
- Tag
ValidationMethod: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
인증서를 발급하는 데 사용할 사설 인증 기관(CA)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RN을 제공하
지 않고 사설 인증서를 요청하려는 경우 ACM은 공인 인증서 발급을 시도합니다. 사설 CA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AWS Certificate Manager Private Certificate Authority(PCA)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ARN
의 형식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rn:aws:acm-pca:region:account:certificateauthority/12345678-1234-1234-1234-123456789012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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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w+=/,.@-]+:[\w+=/,.@-]+:[\w+=/,.@-]*:[0-9]+:[\w+=,.@-]+(/[\w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ertificateTransparencyLoggingPreference
DISABLED 옵션을 지정하여 인증서 투명도 로깅을 옵트아웃할 수 있습니다. ENABLED를 지정하여 옵트
인합니다.
새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인증서 투명도 로깅 기본 설정을 지정하지 않거나 기존 템플릿에서 로깅
기본 설정을 제거하는 경우 이 설정은 명시적으로 기본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증서 투명도 로깅 기본 설정을 변경하면 인증서에서 UpdateCertificateOptions를 호출하여 기
존 리소스가 업데이트됩니다. 이 작업은 새 리소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Name
ACM 인증서로 보호하려는 사이트의 FQDN(Fully Qualified Domain Name)입니다(예:
www.example.com). 같은 도메인 내의 여러 사이트를 보호하는 와일드카드 인증서를 생성하려면 별
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example.com은 www.example.com, site.example.com 및
images.example.com.을 보호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3
Pattern: ^(\*\.)?(((?!-)[A-Za-z0-9-]{0,62}[A-Za-z0-9])\.)+((?!-)[A-Za-z0-9-]
{1,62}[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omainValidationOptions
도메인 이름 등록자가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메인 정보입니다.

Important
ValidationMethod가 **DNS**인 경우 CloudFormation에서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를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하고 검증하려면 `DomainName`
속성이 DomainValidationOptions에 제공된 `DomainName` 속성 중 하나와 동일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Route53에 도메인 검증 레코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mainValidationOption (p. 145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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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jectAlternativeNames
ACM 인증서의 주체 대체 이름 확장자에 포함할 추가 FQDN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두 이름 중 하나
를 사용하여 해당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DomainName 필드가 www.example.com인 인증서
에 www.example.net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인증서를 식별할 수 있는 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idationMethod
퍼블릭 인증서와 연결된 도메인을 소유하거나 제어하는지 검증하는 데 사용할 메서드입니다. DNS로 확
인하거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NS 확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 속성의 기본값은 이메일 검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NS | EMAIL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인증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
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Amazon Certificate Manager 인증서 리소스 선언
다음은 ACM 인증서를 생성하기 위해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리소스를 선언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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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Resources":{ "MyCertificate":{
"Type":"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DomainName":"example.com", "ValidationMethod":"DNS" } } } }

YAML
Resources: MyCertificate: Type: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DomainName: example.com
ValidationMethod: DNS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DomainValidationOption
DomainValidationOption은 확인할 AWS Certificate Manager(ACM) 인증서 도메인을 지정하는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선택한 확인 방법에 따라 ACM은 도메인의 DNS
레코드에서 확인 CNAME을 확인하거나 도메인 소유자에게 확인 이메일 메시지를 보내려고 시도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omainName" : String,
"HostedZoneId" : String,
"ValidationDomain" : String

YAML
DomainName: String
HostedZoneId: String
ValidationDomain: String

Properties
DomainName
인증서 요청의 전체 주소 도메인 이름(FQD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3
Pattern: ^(\*\.)?(((?!-)[A-Za-z0-9-]{0,62}[A-Za-z0-9])\.)+((?!-)[A-Za-z0-9-]
{1,62}[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edZoneId
Route 53을 도메인 등록 대행자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이 HostedZoneId 옵션을 사용하면
ACM이 CNAME을 도메인 레코드에 추가합니다. DomainValidationOptions 목록에는 도메인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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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검사 옵션 중 하나만 포함해야 하며 DNS가 유효성 검사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HostedZone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oute 53 ListHostedZones API를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호스팅 영역의 ID를 검색합니다.

Note
ListHostedZones API는 "/hostedzone/Z111111QQQQQQQ" 형식의 ID를 반환하지만
CloudFormation에서는 ID가 “Z111111QQQQQQQ” 형식이어야 합니다.
DomainValidationOptions를 변경하면 새 리소스가 만들어집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idationDomain
ACM에서 확인 이메일을 보낼 도메인 이름입니다. 이 도메인 이름은 ACM이 사용할 이메일 주소의 접
미사입니다. 이 값은 DomainName 값 또는 DomainName 값의 수퍼 도메인과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testing.example.com에 대한 인증서를 요청할 경우 이 값으로 example.com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ACM은 다음 5개 주소로 도메인 확인 이메일을 보냅니다.
• admin@example.com
• administrator@example.com
• hostmaster@example.com
• postmaster@example.com
• webmaster@example.com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3
Pattern: ^(\*\.)?(((?!-)[A-Za-z0-9-]{0,62}[A-Za-z0-9])\.)+((?!-)[A-Za-z0-9-]
{1,62}[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Chatbot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hatbot::SlackChannelConfiguration (p. 1451)

AWS::Chatbot::SlackChannelConfiguration
AWS::Chatbot::SlackChannelConfiguration 리소스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AWS
Chatbot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Slack 채널을 구성합니다.
이 리소스를 사용하려면 AWS Chatbot 콘솔에서 일부 설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Slack Workspace
ID를 입력하려면 AWS Chatbot 콘솔에서 Slack을 사용하여 초기 권한 부여 흐름을 수행한 다음, 콘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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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pace ID를 복사하여 붙여넣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hatbot 사용 설명서에서 Slack을 사용
한 AWS Chatbot 설정의 1~4단계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hatbot::SlackChannelConfiguration",
"Properties" : {
"ConfigurationName" : String,
"IamRoleArn" : String,
"LoggingLevel" : String,
"SlackChannelId" : String,
"SlackWorkspaceId" : String,
"SnsTopicArns" : [ String, ... ]
}

YAML
Type: AWS::Chatbot::SlackChannelConfiguration
Properties:
ConfigurationName: String
IamRoleArn: String
LoggingLevel: String
SlackChannelId: String
SlackWorkspaceId: String
SnsTopicArns:
- String

Properties
ConfigurationName
구성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amRoleArn
AWS Chatbot에 대한 권한을 정의하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AWS Chatbot이 수임할 사용자 정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서비스 연결 역할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
은 AWS Chatbot에 대한 IAM 정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ingLevel
이 구성에 대한 로깅 수준을 지정합니다. 이 속성은 Amazon CloudWatch Logs에 푸시된 로그 항목에 영
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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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깅 수준은 ERROR, INFO 또는 NON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lackChannelId
Slack 채널의 ID입니다.
ID를 얻으려면 Slack을 열고 왼쪽 창에서 채널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링크 복사를
선택합니다. 채널 ID는 URL 끝에 있는 9자 문자열입니다. 예: ABCBBLZZZ.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lackWorkspaceId
AWS Chatbot을 통해 권한이 부여된 Slack Workspace의 ID입니다.
Workspace ID를 가져오려면 AWS Chatbot 콘솔에서 Slack을 사용하여 초기 권한 부여 흐름을 수행해
야 합니다. 그런 다음 콘솔에서 Workspace ID를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hatbot 사용 설명서에서 Slack을 사용한 AWS Chatbot 설정의 1~4단계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nsTopicArns
AWS Chatbot에 알림을 전달하는 SNS 주제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함수에 전달하면 Ref는 생성된 구성의 ARN을 반환합니다.

Fn::GetAtt
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설명
공통 문제 해결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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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pace ID가 없습니다.
Workspace ID가 없는 경우 AWS Chatbot 콘솔에서 초기 권한 부여 흐름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콘
솔에서 Workspace ID를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hatbot 사용 설명서에서
Slack을 사용한 AWS Chatbot 설정의 1~4단계를 참조하세요.
• 내 Workspace에 대한 초기 권한 부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다시 해야 합니까?
아니요. 기존 Workspa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orkspace ID를 가져오려면 AWS Chatbot 콘솔에 로그
인해야 합니다.

AWS Cloud9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loud9::EnvironmentEC2 (p. 1454)

AWS::Cloud9::EnvironmentEC2
AWS::Cloud9::EnvironmentEC2 리소스는 AWS Cloud9에 Amazon EC2 개발 환경을 생성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AWS Cloud9 사용 설명서에서 환경 생성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9::EnvironmentEC2",
"Properties" : {
"AutomaticStopTimeMinutes" : Integer,
"ConnectionTyp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ImageId" : String,
"InstanceType" : String,
"Name" : String,
"OwnerArn" : String,
"Repositories" : [ Repository (p. 1457), ... ],
"SubnetId"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Cloud9::EnvironmentEC2
Properties:
AutomaticStopTimeMinutes: Integer
ConnectionType: String
Description: String
ImageId: String
InstanceType: String
Name: String
OwnerArn: String
Repositories:
- Repository (p. 1457)
SubnetId: String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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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Properties
AutomaticStopTimeMinutes
환경을 마지막으로 사용된 후 실행되는 인스턴스가 종료되는 시간(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Maximum: 2016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nectionType
Amazon EC2 환경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연결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은 CONNECT_SSH(기본값) 및
CONNECT_SSM(AWS Systems Manager를 통해 연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NNECT_SSH | CONNECT_SSM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생성할 환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Id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Amazon Machine Image(AMI)의 식별자입니다. 인스턴스에 대
한 AMI를 선택하려면 유효한 AMI 별칭 또는 유효한 AWS Systems Manager 경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요청의 파라미터에 명시적으로 값을 할당하지 않은 경우 기본 AMI가 사용됩니다.
AMI aliases
• Amazon Linux(기본값): amazonlinux-1-x86_64
• Amazon Linux 2: amazonlinux-2-x86_64
• Ubuntu 18.04: ubuntu-18.04-x86_64
SSM 경로
• Amazon Linux(기본값): resolve:ssm:/aws/service/cloud9/amis/amazonlinux-1x86_64
• Amazon Linux 2: resolve:ssm:/aws/service/cloud9/amis/amazonlinux-2-x86_64
• Ubuntu 18.04: resolve:ssm:/aws/service/cloud9/amis/ubuntu-18.04-x86_64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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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5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Type
환경에 연결할 인스턴스 유형입니다(예: t2.micro).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5
Maximum: 20
Pattern: ^[a-z][1-9][.][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환경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wnerArn
환경 소유자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 ARN은 모든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보안 주체의 ARN일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ARN은 기본적으로 환경 생성
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rn:(aws|aws-cn|aws-us-gov|aws-iso|aws-iso-b):(iam|sts)::\d+:(root|
(user\/[\w+=/:,.@-]{1,64}|federated-user\/[\w+=/:,.@-]{2,32}|assumed-role\/
[\w+=:,.@-]{1,64}\/[\w+=,.@-]{1,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positories
개발 환경에 복제할 모든 AWS CodeCommit 소스 코드 리포지토리.
Required: 아니요
Type: Repository (p. 1457)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
AWS Cloud9이 Amazon Elastic Compute Cloud(Amazon EC2) 인스턴스와 통신하기 위해 사용할
Amazon Virtual Private Cloud(Amazon VPC)의 서브넷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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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4
Pattern: ^(subnet-[0-9a-f]{8}|subnet-[0-9a-f]{1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새로운 AWS Cloud9 개발 환경에 연결할 키-값 페어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개발 환경의 ID(예: 2bc3642873c342e485f7e0c561234567)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
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개발 환경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cloud9:useast-2:123456789012:environment:2bc3642873c342e485f7e0c561234567).
Name
환경의 이름입니다.

AWS::Cloud9::EnvironmentEC2 Repository
Repository 속성 유형은 AWS Cloud9 개발 환경에 복제할 AWS CodeCommit 소스 코드 리포지토리를 지
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thComponent" : String,
"RepositoryUrl"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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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PathComponent: String
RepositoryUrl: String

Properties
PathComponent
AWS CodeCommit 리포지토리가 복제될 개발 환경의 기본 파일시스템 위치의 내부 경로입니다.
예를 들어, /REPOSITORY_NAME는 리포지토리를 환경의 /home/USER_NAME/environment/
REPOSITORY_NAME 디렉터리로 복제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ositoryUrl
복제할 AWS CodeCommit 리포지토리의 복제 URL입니다. AWS CodeCommit 리포지토리를 예로 들 경
우 https://git-codecommit.us-east-2.amazonaws.com/v1/repos/REPOSITORY_NAME입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CloudFormation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loudFormation::CustomResource (p. 1458)
• AWS::CloudFormation::Macro (p. 1462)
• AWS::CloudFormation::ModuleDefaultVersion (p. 1464)
•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p. 1467)
• AWS::CloudFormation::PublicTypeVersion (p. 1471)
• AWS::CloudFormation::Publisher (p. 1474)
• AWS::CloudFormation::ResourceDefaultVersion (p. 1475)
• AWS::CloudFormation::ResourceVersion (p. 1478)
• AWS::CloudFormation::Stack (p. 1483)
• AWS::CloudFormation::StackSet (p. 1487)
• AWS::CloudFormation::TypeActivation (p. 1497)
•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 (p. 1501)
•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p. 1505)

AWS::CloudFormation::CustomResource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는 AWS::CloudFormation::CustomResource 또는 Custom::String 리
소스 유형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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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리소스는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사용자 지정 프로비저닝 로직을 작성하고, 스택 작업(예:
스택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 중 CloudFormation이 이 로직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Note
VPC 엔드포인트 기능을 사용할 경우 VPC의 사용자 지정 리소스는 CloudFormation의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버킷에 대해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리
소스는 미리 서명된 Amazon S3 URL로 응답을 전송해야 합니다. Amazon S3에 응답을 보내지
못하면 CloudFormation이 응답을 수신하지 않고 스택 작업이 실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 설정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Formation::CustomResource",
"Properties" : {
"ServiceToken" : String
}

YAML
Type: AWS::CloudFormation::CustomResource
Properties:
ServiceToken: String

Properties
ServiceToken

Note
AWS에서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별로 속성을 하나씩만 정의합니다. ServiceToken. 나머지 모
든 속성은 서비스 공급자가 정의합니다.
Amazon SNS 주제 ARN, Lambda 함수 ARN 등과 같은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자가
템플릿 개발자가 제공한 서비스 토큰입니다. 서비스 토큰은 스택을 생성 중인 리전과 동일한 리전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업데이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설명
사용자 지정 리소스 유형 이름 지정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경우 AWS::CloudFormation::CustomResource를 리소스 유형으로 지정하거나
고유한 리소스 유형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CloudFormation::CustomResource
대신 Custom::MyCustomResourceTypeName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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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리소스 유형 이름은 영숫자 문자와 다음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_@- 사용자 지정 리소스 유
형 이름을 최대 60자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중에는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유한 리소스 유형 이름을 사용하면 스택에 있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 유형을 신속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두 가지 ping 테스트를 수행하는 두 사용자 지정 리소스가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이름
을 Custom::PingTester를 사용하는 대신 AWS::CloudFormation::CustomResource로 지정하여
ping 테스터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중 사용자 지정 리소스 교체
기본 물리적 리소스를 교체해야 하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업데이트할 경우 CloudFormation은 해당 사용자 지정 리소스에 업데
이트 요청을 전송합니다. 사용자 지정 리소스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새 사용자 지정 리소스는 새 물리
적 ID로 응답을 전송해야 합니다. 응답을 수신한 CloudFormation은 기존 및 신규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PhysicalResourceId를 비교합니다. 두 값이 다른 경우 CloudFormation은 업데이트를 교체로 인식하고
기존 리소스에 삭제 요청을 전송합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한 단계별 연습은 스택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 이벤트 탭에서 업데이트 진행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택 데이터 및 리소스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 업데이트 중 리소스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를 참조하세요.
반환 값 검색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경우 반환 값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 공급자가 정의하고 공급자 정의 속성에서
Fn::GetAtt를 호출하여 검색합니다.

예제
템플릿에서 사용자 지정 리소스 정의 생성
다음은 템플릿에서 사용자 지정 리소스 정의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예제입니다.
ServiceToken 이외의 모든 속성과 모든 Fn::GetAtt 리소스 속성은 사용자 지정 리소스 공급자가 정의합
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MyFrontEndTest": {
"Type": "Custom::PingTester",
"Version": "1.0",
"Properties": {
"ServiceToken": "arn:aws:sns:us-east-1:84969EXAMPLE:CRTest",
"key1": "string",
"key2": [
"list"
],
"key3": {
"key4": "map"
}
}
}
},
"Outputs": {
"CustomResourceAttribute1":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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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
"MyFrontEndTest",
"responseKey1"
]

}

}

}
},
"CustomResourceAttribute2": {
"Value": {
"Fn::GetAtt": [
"MyFrontEndTest",
"responseKey2"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FrontEndTest:
Type: 'Custom::PingTester'
Version: '1.0'
Properties:
ServiceToken: 'arn:aws:sns:us-east-1:84969EXAMPLE:CRTest'
key1: string
key2:
- list
key3:
key4: map
Outputs:
CustomResourceAttribute1:
Value: !GetAtt
- MyFrontEndTest
- responseKey1
CustomResourceAttribute2:
Value: !GetAtt
- MyFrontEndTest
- responseKey2

사용자 지정 리소스에서 Lambda 함수 사용
AWS Lambda 함수와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사용하여 스택 이벤트(생성, 업데이트, 삭제)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자 지정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용자 지정 리소스는 Lambda 함수를 호출하고 StackName
속성을 입력으로 전송합니다. 이 함수에서는 이 속성을 사용하여 해당 스택에서 출력을 가져옵니다.

JSON
{

"MyCustomResource": {
"Type": "Custom::TestLambdaCrossStackRef",
"Properties": {
"ServiceToken": {
"Fn::Join": [
"",
[
"arn:aws:lambda:",
{
"Ref": "AWS::Reg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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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Ref": "AWS::AccountId"
},
":function:",
{
"Ref": "LambdaFunctionName"
}

},
"StackName": {
"Ref": "NetworkStackName"
}

YAML
MyCustomResource:
Type: 'Custom::TestLambdaCrossStackRef'
Properties:
ServiceToken: !Join
- ''
- - 'arn:aws:lambda:'
- !Ref 'AWS::Region'
- ':'
- !Ref 'AWS::AccountId'
- ':function:'
- !Ref LambdaFunctionName
StackName: !Ref NetworkStackName

AWS::CloudFormation::Macro
AWS::CloudFormation::Macro 리소스는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사용자 지정 처리를 수행
하는 CloudFormation 매크로를 생성하는 CloudFormation 리소스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매크로를 사용하여 템플릿에 사용자 지정 처리 수행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Formation::Macro",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FunctionName" : String,
"LogGroupName" : String,
"LogRoleARN" : String,
"Name" : String
}

YAML
Type: AWS::CloudFormation::Macro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Function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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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GroupName: String
LogRoleARN: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매크로에 대한 설명.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unctionName
매크로가 실행 중일 때 AWS CloudFormation에서 호출하고자 하는 기본 AWS Lambda 함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roupName
매크로의 기본 AWS Lambda 함수 호출 시 AWS CloudFormation에서 오류 로깅 정보를 전송하는
Amazon CloudWatch 로그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RoleARN
CloudWatch Logs로 로그 항목을 전송할 때 AWS CloudFormation에서 수임해야 하는 역할의 ARN입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매크로의 이름입니다. 매크로의 이름은 계정 내 모든 매크로에 대해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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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myMacro" }
매크로 myMacro의 경우 Ref는 매크로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참고 항목
• AWS CloudFormation 매크로를 사용하여 템플릿에 사용자 지정 처리 수행

AWS::CloudFormation::ModuleDefaultVersion
모듈의 기본 버전을 지정합니다. 이 계정 및 리전에 대한 CloudFormation 작업에 모듈의 기본 버전이 사용됩
니다.
모듈 버전을 등록하려면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모듈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에서 모듈을 사용하여 리소스 구성을 캡슐화하
고 재사용과 확장 등록을 참조하세요. 모듈 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CLI 사용 설명서의
모듈 개발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Formation::ModuleDefaultVersion",
"Properties" : {
"Arn" : String,
"ModuleName" : String,
"VersionId" : String
}

YAML
Type: AWS::CloudFormation::ModuleDefaultVersion
Properties:
Arn: String
ModuleName: String
VersionId: String

Properties
Arn
기본 버전으로 설정할 모듈 버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Conditional: Arn, ModuleName 및 VersionId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Maximum: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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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arn:aws[A-Za-z0-9-]{0,64}:cloudformation:[A-Za-z0-9-]{1,64}:[0-9]
{12}:typ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duleName
모듈의 이름입니다.
Conditional: Arn, ModuleName 및 VersionId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0
Maximum: 204
Pattern: [A-Za-z0-9]{2,64}::[A-Za-z0-9]{2,64}::[A-Za-z0-9]{2,64}(::MODULE)
{0,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ersionId
모듈의 특정 버전에 대한 ID입니다.
Conditional: Arn, ModuleName 및 VersionId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모듈 버전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설명
기본 모듈 버전 관리 시 고려 사항:
• 계정 및 리전에서 등록되는 첫 번째 모듈 버전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다른 버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지
않는 한 CloudFormation에서 사용하는 기본 버전으로 유지됩니다.
• 기본 버전인 모듈 버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템플릿에 지정된 모듈에 대해
AWS::CloudFormation::ModuleDefaultVersion 리소스를 1개만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리소스를 스택에서 삭제하거나 전체 스택을 삭제하여 삭제
하는 경우 CloudFormation은 해당 모듈 버전을 DEPRECATED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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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버전을 나타내는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리소스를 삭제하려고 할 때 다른 활
성 버전이 있으면 작업이 실패합니다.
모듈 버전 사용 중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API 참조에서 DeregisterType을 참조하
세요.

예제
기본 모듈 버전 지정
다음 예제에서는 두 버전의 모듈을 등록한 다음 두 번째 버전을 CloudFormation에서 사용할 기본 버전으로
설정합니다. 참고로 이 예제에서는 DependsOn 속성을 사용하여 CloudFormation이 버전 2보다 버전 1을 먼
저 프로비저닝하는지 확인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ModuleVersion1": {
"Type":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Properties": {
"ModuleName": "My::Sample::Test::MODULE",
"ModulePackage": "s3://my-sample-moduleversion-bucket/sample-modulepackage-v1.zip"
}
},
"ModuleVersion2": {
"Type":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Properties": {
"ModuleName": "My::Sample::Test::MODULE",
"ModulePackage": "s3://my-sample-moduleversion-bucket/sample-modulepackage-v2.zip"
},
"DependsOn": "ModuleVersion1"
},
"ModuleDefaultVersion": {
"Type": "AWS::CloudFormation::ModuleDefaultVersion",
"Properties": {
"Arn": {
"Ref": "ModuleVersion2"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oduleVersion1:
Type: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Properties:
ModuleName: 'My::Sample::Test::MODULE'
ModulePackage: 's3://my-sample-moduleversion-bucket/sample-module-package-v1.zip'
ModuleVersion2:
Type: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Properties:
ModuleName: 'My::Sample::Test::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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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Package: 's3://my-sample-moduleversion-bucket/sample-module-package-v2.zip'
DependsOn: ModuleVersion1
ModuleDefaultVersion:
Type: 'AWS::CloudFormation::ModuleDefaultVersion'
Properties:
Arn: !Ref ModuleVersion2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지정된 버전의 모듈을 CloudFormation 서비스에 등록합니다. 모듈을 등록하면 AWS account 및 리전의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듈 버전을 기본 버전으로 지정하려면 AWS::CloudFormation::ModuleDefaultVersion 리소스를 사
용합니다.
모듈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에서 모듈을 사용하여 리소스 구성을 캡슐화하
고 재사용과 확장 등록을 참조하세요. 모듈 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CLI 사용 설명서의
모듈 개발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Properties" : {
"ModuleName" : String,
"ModulePackage" : String
}

YAML
Type: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Properties:
ModuleName: String
ModulePackage: String

Properties
ModuleName
등록할 모듈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0
Maximum: 204
Pattern: [A-Za-z0-9]{2,64}::[A-Za-z0-9]{2,64}::[A-Za-z0-9]{2,64}(::MODULE)
{0,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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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Package
등록할 모듈 버전에 대한 템플릿 조각과 스키마 파일이 포함된 패키지가 있는 S3 버킷에 대한 URL입니
다.

Note
모듈 버전을 등록하는 사용자는 S3 버킷의 모듈 패키지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사
용자에게 패키지에 대한 GetObject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S3에 사용되는 작업, 리소스 및 조건 키를 참조
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409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모듈 버전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모듈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Description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DocumentationUrl
이 모듈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를 제공하는 페이지의 URL입니다.
IsDefaultVersion
지정된 모듈 버전이 기본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Schema
모듈을 정의하는 스키마입니다.
TimeCreated
지정된 모듈 버전이 등록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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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Id
이 모듈 버전의 ID입니다.
Visibility
CloudFormation 작업에서 모듈을 표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유효한 값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PRIVATE: 등록된 계정 내에서만 모듈을 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UBLIC: 모든 Amazon 계정 내에서 이 계정을 공개적으로 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모듈 버전 관리 시 고려 사항:
• 모듈 버전을 등록하는 계정에는 모듈 패키지가 상주하는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
다.
• 계정 및 리전에서 등록되는 첫 번째 모듈 버전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다른 버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지
않는 한 CloudFormation에서 사용하는 기본 버전으로 유지됩니다. 모듈 버전을 기본 버전으로 지정하려면
AWS::CloudFormation::ModuleDefaultVersion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 템플릿에 동일한 모듈의 여러 버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DependsOn 속성을 사용하여 버전이 등록되는
순서를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리소스를 스택에서 삭제하거나 전체 스택을 삭제하여 삭제
하는 경우 CloudFormation은 해당 모듈 버전을 DEPRECATED로 표시합니다.
기본 버전을 나타내는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리소스를 삭제하려고 할 때 다른 활
성 버전이 있으면 작업이 실패합니다.
모듈 버전 사용 중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API 참조에서 DeregisterType을 참조하
세요.
• 모듈 버전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리소스를 업데이트하면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에 새 모듈 버전이 등록됩니다.

예제
모듈 버전 등록
다음 예제에서는 모듈 버전을 등록합니다. 이 버전이 이 계정 및 리전에서 등록된 모듈의 유일한 버전인 경우
CloudFormation은 이 버전을 기본 버전으로 설정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ModuleVersion": {
"Type":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Properties": {
"ModuleName": "My::Sample::Test::MODULE",
"ModulePackage": "s3://my-sample-moduleversion-bucket/sample-modulepackage-v1.zi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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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oduleVersion:
Type: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Properties:
ModuleName: 'My::Sample::Test::MODULE'
ModulePackage: 's3://my-sample-moduleversion-bucket/sample-module-package-v1.zip'

여러 모듈 버전 등록
다음 예제에서는 두 버전의 모듈을 등록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이 예제에서는 DependsOn 속성을 사용하여 CloudFormation이 버전 2보다 버전 1을 먼저 프로비저닝하
는지 확인합니다.
• CloudFormation은 먼저 등록된 모듈의 버전 1을 기본 버전으로 설정합니다. 현재 이 계정 및 리전에서 등
록된 모듈의 다른 버전이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ModuleVersion1": {
"Type":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Properties": {
"ModuleName": "My::Sample::Test::MODULE",
"ModulePackage": "s3://my-sample-moduleversion-bucket/sample-modulepackage-v1.zip"
}
},
"ModuleVersion2": {
"Type":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Properties": {
"ModuleName": "My::Sample::Test::MODULE",
"ModulePackage": "s3://my-sample-moduleversion-bucket/sample-modulepackage-v2.zip"
},
"DependsOn": "ModuleVersion1"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oduleVersion1:
Type: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Properties:
ModuleName: 'My::Sample::Test::MODULE'
ModulePackage: 's3://my-sample-moduleversion-bucket/sample-module-package-v1.zip'
ModuleVersion2:
Type: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Properties:
ModuleName: 'My::Sample::Test::MODULE'
ModulePackage: 's3://my-sample-moduleversion-bucket/sample-module-package-v2.zip'
DependsOn: ModuleVers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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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loudFormation::PublicTypeVersion
등록된 확장을 퍼블릭 서드 파티 확장으로 테스트하고 게시합니다.
CloudFormation은 먼저 확장을 테스트하여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에 게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구 사
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충족하는 경우 CloudFormation은 이 리전의 레지스트리에 퍼블릭 서드 파티
확장으로 확장을 게시합니다. 퍼블릭 확장은 모든 CloudFormation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리소스 유형의 경우 테스트에는 유형에 대해 정의된 모든 계약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모듈의 경우 테스트에는 모듈의 모델이 필요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CLI 사용 설명서에서 게시 전에 퍼블릭 확장 테스트를 참조하세요.
버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CloudFormation은 계정 및 리전의 기본 버전의 확장을 테스트에 사용합니다.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CloudFormation은 유형이 등록될 때 지정된 실행 역할을 수임합니다.
확장을 게시하려면 먼저 테스트 상태가 PASSED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CLI 사용 설명
서에서 공개 사용을 위해 확장 게시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Formation::PublicTypeVersion",
"Properties" : {
"Arn" : String,
"LogDeliveryBucket" : String,
"PublicVersionNumber" : String,
"Type" : String,
"TypeName" : String
}

YAML
Type: AWS::CloudFormation::PublicTypeVersion
Properties:
Arn: String
LogDeliveryBucket: String
PublicVersionNumber: String
Type: String
TypeName: String

Properties
Arn
확장의 Amazon 리소스 번호(ARN)입니다.
조건부: Arn 또는 TypeName 및 Type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API 버전 2010-05-15
147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loudFormation

Maximum: 1024
Pattern: arn:aws[A-Za-z0-9-]{0,64}:cloudformation:[A-Za-z0-9-]{1,64}:([0-9]
{12})?:typ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gDeliveryBucket
CloudFormation이 계약 테스트 실행 로그를 전송하는 S3 버킷입니다.
CloudFormation은 계약 테스트가 완료되고 확장에 PASSED 또는 FAILED의 테스트 유형 상태가 할당된
시간까지 로그를 전송합니다.
스택 작업을 시작하는 사용자는 지정된 S3 버킷의 항목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는 다
음과 같은 권한이 필요합니다.
• GetObject
• PutObject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S3에 사용되는 작업,
리소스 및 조건 키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Pattern: [\s\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ublicVersionNumber
이 확장 버전에 할당할 버전 번호입니다.
다음 형식을 사용해야 하며 확장에 버전 번호를 할당할 때 의미론적 버전 관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MAJOR.MINOR.PATCH
자세한 내용은 의미론적 버전 관리 2.0.0을 참조하세요.
버전 번호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CloudFormation은 버전 번호를 마이너 버전 릴리스를 1씩 증가시킵니
다.
유형을 처음 게시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지정된 값에 관계없이 버전 번호를 1.0.0으로 설
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5
Pattern: ^(0|[1-9]\d*)\.(0|[1-9]\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
테스트할 확장의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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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Arn 또는 TypeName 및 Type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ODULE | RESOURC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Name
테스트할 확장의 이름입니다.
조건부: Arn 또는 TypeName 및 Type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0
Maximum: 204
Pattern: [A-Za-z0-9]{2,64}::[A-Za-z0-9]{2,64}::[A-Za-z0-9]{2,64}(::MODULE)
{0,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게시 당시에 퍼블릭 확장에 할당
된 Amazon 리소스 번호(ARN)를 반환합니다. 예:
{ "Ref": "arn:aws:cloudformation:us-east-1::type/
resource/2a33349e7e606a8ad2e30e3c84521f93123456/My-Extension/2.1.3"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PublicTypeArn
게시 당시 퍼블릭 확장에 할당된 Amazon 리소스 번호(ARN) 입니다.
PublisherId
확장 게시자의 게시자 ID입니다.
TypeVersionArn
이 확장 버전에 할당된 Amazon 리소스 번호(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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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loudFormation::Publisher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에 퍼블릭 확장의 게시자로 계정을 등록합니다. 퍼블릭 확장은 모든
CloudFormation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확장 게시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CLI 사용 설명서에서
CloudFormation 확장 게시를 위한 계정 등록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Formation::Publisher",
"Properties" : {
"AcceptTermsAndConditions" : Boolean,
"ConnectionArn" : String
}

YAML
Type: AWS::CloudFormation::Publisher
Properties:
AcceptTermsAndConditions: Boolean
ConnectionArn: String

Properties
AcceptTermsAndConditions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에 확장을 게시하기 위한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지 여부입니다.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에 퍼블릭 확장을 게시하려면 해당 이용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nectionArn
자격 증명 확인에 Bitbucket 또는 GitHub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한 연결의 Amazon 리소
스 이름(ARN)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CLI 사용 설명서에서 CloudFormation 확장 게시를 위한 계정 등록을 참
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API 버전 2010-05-15
147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loudFormation

Maximum: 256
Pattern: arn:aws(-[\w]+)*:.+:.+:[0-9]{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게시자 ID를 반환합니다. 예:
{ "Ref": "2a33349e7e606a8ad2e30e3c84521f012345678"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IdentityProvider
CloudFormation에 이 게시자를 등록할 때 자격 증명 공급자로 사용되는 계정의 유형입니다.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AWS_Marketplace | Bitbucket | GitHub.
PublisherId
확장 게시자의 ID입니다. 이 게시자 ID는 모든 AWS Regions의 계정에 적용됩니다.
PublisherProfile
자격 증명 공급자가 있는 게시자 프로필에 대한 URL입니다.
PublisherStatus
게시자가 확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AWS::CloudFormation::ResourceDefaultVersion
리소스의 기본 버전을 지정합니다. 리소스의 기본 버전이 CloudFormation 작업에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Formation::ResourceDefaultVersion",
"Properties" : {
"TypeName" : String,
"TypeVersionArn" : String,
"VersionId" :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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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CloudFormation::ResourceDefaultVersion
Properties:
TypeName: String
TypeVersionArn: String
VersionId: String

Properties
TypeName
리소스의 이름입니다.
Conditional: TypeVersionArn, TypeName 및 VersionId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0
Maximum: 204
Pattern: [A-Za-z0-9]{2,64}::[A-Za-z0-9]{2,64}::[A-Za-z0-9]{2,64}(::MODULE)
{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VersionArn
리소스 버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Conditional: TypeVersionArn, TypeName 및 VersionId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arn:aws[A-Za-z0-9-]{0,64}:cloudformation:[A-Za-z0-9-]{1,64}:[0-9]
{12}:typ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Id
리소스의 특정 버전에 대한 ID입니다. 버전 ID는 리소스 버전이 등록될 때 리소스 버전에 할당된
Amazon 리소스 이름(ARN) 끝에 있는 값입니다.
Conditional: TypeVersionArn, TypeName 및 VersionId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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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리소스 유형의 ARN을 반환합니
다. 예:
arn:aws:cloudformation:us-west-2:012345678910:type/resource/SampleCloudFormation-Resource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제
리소스 버전을 지정하고 기본 버전으로 설정
다음 예제에서는 새 리소스 버전을 지정하고 Ref 반환 값을 사용하여 해당 버전을 기본 버전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ResourceVersion": {
"Type": "AWS::CloudFormation::ResourceVersion",
"Properties": {
"TypeName": "My::Sample::Resource",
"SchemaHandlerPackage": "s3://my-sample-resourceversion-bucket/my-sampleresource.zip"
}
},
"ResourceDefaultVersion": {
"Type": "AWS::CloudFormation::ResourceDefaultVersion",
"Properties": {
"TypeVersionArn": {
"Ref": "ResourceVersion"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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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Version:
Type: AWS::CloudFormation::ResourceVersion
Properties:
TypeName: My::Sample::Resource
SchemaHandlerPackage: s3://my-sample-resourceversion-bucket/my-sample-resource.zip
ResourceDefaultVersion:
Type: AWS::CloudFormation::ResourceDefaultVersion
Properties:
TypeVersionArn: !Ref ResourceVersion

AWS::CloudFormation::ResourceVersion
CloudFormation 서비스에 리소스 버전을 등록합니다. 리소스 버전을 등록하면 AWS account의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버전 등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리소스 스키마 유효성 검사
• 리소스에 지정된 핸들러 결정(있는 경우)
• 계정에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
리소스 개발 및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CLI 사용 설명서에서 리소스 공급자
생성을 참조하세요.
한 번에 최대 50개의 리소스 버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최대값은 각 계정 및 각 리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Formation::ResourceVersion",
"Properties" : {
"ExecutionRoleArn" : String,
"LoggingConfig" : LoggingConfig (p. 1482),
"SchemaHandlerPackage" : String,
"TypeName" : String
}

YAML
Type: AWS::CloudFormation::ResourceVersion
Properties:
ExecutionRoleArn: String
LoggingConfig:
LoggingConfig (p. 1482)
SchemaHandlerPackage: String
TypeName: String

Properties
ExecutionRoleArn
리소스를 호출할 때 CloudFormation에서 수임하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리소
스가 어떤 핸들러에서든 AWS API를 호출하는 경우, 해당 AWS API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포함
된 IAM 실행 역할을 생성하고 해당 실행 역할을 계정에서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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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유형 핸들러를 호출해야 하는 경우 CloudFormation은 이 실행 역할을 수임하여 임시 세션 토큰
을 생성한 다음 리소스 유형 핸들러로 전달하여 리소스 유형에 적절한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rn:.+:iam::[0-9]{12}:rol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ggingConfig
리소스에 대한 로깅 구성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ggingConfig (p. 148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chemaHandlerPackage
등록하려는 리소스에 필요한 파일이 있는 리소스 프로젝트 패키지가 포함된 S3 버킷의 URL입니다.
등록할 리소스에 대한 스키마 핸들러 패키지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CLI 사용 설명
서에서 submit을 참조하세요.

Note
리소스를 등록하는 사용자는 S3 버킷의 패키지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에게
스키마 핸들러 패키지에 대한 GetObject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S3에 사용되는 작업, 리소스 및 조건 키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409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Name
등록 중인 리소스의 이름입니다.
리소스 이름은 company_or_organization::service::type 패턴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Note
다음 조직 네임스페이스는 예약되어 있으며 리소스 이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Alexa
• AMZN
• Amazon
• 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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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om
• Dev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0
Maximum: 204
Pattern: [A-Za-z0-9]{2,64}::[A-Za-z0-9]{2,64}::[A-Za-z0-9]{2,64}(::MODULE)
{0,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리소스 버전의 ARN을 반환합니
다. 예:
arn:aws:cloudformation:us-west-2:012345678901:type/resource/SampleCloudFormation-Resource/00000001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리소스 버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IsDefaultVersion
리소스 버전이 기본 버전으로 설정되는지 여부입니다.
ProvisioningType
리소스 유형의 프로비저닝 동작입니다. CloudFormation은 제출된 스키마 핸들러 패키지의 핸들러 유형
에 따라 등록 중에 프로비저닝 유형을 결정합니다.
유효한 값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FULLY_MUTABLE: 리소스 유형에 스택 업데이트 작업 중에 유형에 대한 업데이트를 처리하는 업데이
트 핸들러가 포함됩니다.
• IMMUTABLE: 리소스 유형에 업데이트 핸들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형을 업데이트할 수 없으며 스
택 업데이트 작업 중에 대체해야 합니다.
• NON_PROVISIONABLE: 리소스 유형에 다음 핸들러가 모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프로비저닝할
수 없습니다.
• create
• read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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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Arn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VersionId
리소스의 특정 버전에 대한 ID입니다. 버전 ID는 리소스 버전이 등록될 때 리소스 버전에 할당된
Amazon 리소스 이름(ARN) 끝에 있는 값입니다.
Visibility
CloudFormation 작업에서 리소스를 표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유효한 값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PRIVATE: 등록된 계정 내에서만 리소스를 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은 사용자가 등
록한 모든 리소스를 PRIVATE으로 표시합니다.
• PUBLIC: 모든 Amazon 계정 내에서 모듈을 공개적으로 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
리소스 버전 지정
다음 예제에서는 새 리소스 버전을 지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ResourceVersion": {
"Type": "AWS::CloudFormation::ResourceVersion",
"Properties": {
"TypeName": "My::Sample::Resource",
"SchemaHandlerPackage": "s3://my-sample-resourceversion-bucket/my-sampleresource.zip"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ResourceVersion:
Type: AWS::CloudFormation::ResourceVersion
Properties:
TypeName: My::Sample::Resource
SchemaHandlerPackage: s3://my-sample-resourceversion-bucket/my-sample-resource.zip

리소스 버전을 지정하고 기본 버전으로 설정
다음 예제에서는 새 리소스 버전을 지정하고 Ref 반환 값을 사용하여 해당 버전을 기본 버전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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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
"ResourceVersion": {
"Type": "AWS::CloudFormation::ResourceVersion",
"Properties": {
"TypeName": "My::Sample::Resource",
"SchemaHandlerPackage": "s3://my-sample-resourceversion-bucket/my-sampleresource.zip"
}
},
"ResourceDefaultVersion": {
"Type": "AWS::CloudFormation::ResourceDefaultVersion",
"Properties": {
"TypeVersionArn": {
"Ref": "ResourceVersion"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ResourceVersion:
Type: AWS::CloudFormation::ResourceVersion
Properties:
TypeName: My::Sample::Resource
SchemaHandlerPackage: s3://my-sample-resourceversion-bucket/my-sample-resource.zip
ResourceDefaultVersion:
Type: AWS::CloudFormation::ResourceDefaultVersion
Properties:
TypeVersionArn: !Ref ResourceVersion

AWS::CloudFormation::ResourceVersion LoggingConfig
리소스에 대한 로깅 구성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ogGroupName" : String,
"LogRoleArn" : String

YAML
LogGroupName: String
LogRoleArn: String

Properties
LogGroupName
CloudFormation에서 이 유형의 핸들러를 호출할 때 오류 로깅 정보를 보내는 Amazon CloudWatch 로그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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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_/#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gRoleArn
CloudWatch 로그로 로그 항목을 전송할 때 CloudFormation이 수임해야 하는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rn:.+:iam::[0-9]{12}:rol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CloudFormation::Stack
AWS::CloudFormation::Stack 유형은 최상위 템플릿에 스택을 리소스로 중첩합니다.
포함 템플릿 내에서 중첩 스택의 출력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GetAtt 함수는 중첩 스택의 논리적 이름 및
중첩 스택의 출력 값 이름(Outputs.NestedStackOutputName 형식)과 함께 사용합니다.

Important
중첩 스택에 대한 업데이트는 상위 스택에서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템플릿 변경 사항을 적용해 최상위 스택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CloudFormation은 최상위 스택을 업데이트한
다음 중첩 스택에 대한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CloudFormation은 수정된 중첩 스택의 리소스를 업데이트하
지만 수정되지 않은 중첩 스택의 리소스는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스택 업
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Note
IAM 리소스가 포함된 중첩 스택에 대해 IAM 기능을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스택 업데이트 취소 권
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권한은 업데이트를 롤백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IAM 및 CloudFormation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를 사용하여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세
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CloudFormation::Stack",
"Properties" : {
"NotificationARNs" : [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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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ameters" : {Key : Value, ...},
"Tags" : [ Tag, ... ],
"TemplateURL" : String,
"TimeoutInMinutes" : Integer

YAML
Type: AWS::CloudFormation::Stack
Properties:
NotificationARNs:
- String
Parameters:
Key : Value
Tags:
- Tag
TemplateURL: String
TimeoutInMinutes: Integer

Properties
NotificationARNs
스택 관련 이벤트를 게시할 Simple Notification Service(SNS) 주제 ARN입니다. SNS 콘솔이나 해당 명
령줄 인터페이스(CLI)를 사용하여 SNS 주제 AR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중첩된 스택이 생성될 때 CloudFormation에 전달된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설정 값 페어입니다. 각 파라
미터에는 포함된 템플릿에 정의된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이름과 파라미터에 대해 설정하려는 값을 나타
내는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ote
Ref 함수를 사용하여 중첩 스택에 파라미터 값을 전달하는 경우 쉼표로 구분된 목록 파라미터
는 String 유형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CommaDelimitedList 유형의 값을 중첩 스택에
전달할 수 없습니다.
조건부. 중첩 스택에서 입력 파라미터가 필요할 경우 필수입니다.
업데이트로 인한 중단 여부는 업데이트 중인 리소스에 따라 다릅니다. 업데이트로 인해 중첩 스택이 바
뀌는 일은 없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스택과 연결할 키-값 페어입니다. 또한 AWS CloudFormation은 이들 태그를 스택에서 생성된 리소스
로 전파합니다. 최대 50개의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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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URL
템플릿 본문이 포함된 파일의 위치입니다. URL은 Amazon S3 버킷에 있는 템플릿(최대 크기: 460,800
바이트)을 가리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 구조를 참조하십시오.
업데이트로 인한 중단 여부는 업데이트 중인 리소스에 따라 다릅니다. 업데이트로 인해 중첩 스택이 바
뀌는 일은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InMinutes
중첩 스택이 CREATE_COMPLETE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CloudFormation이 대기하는 시간(분)입니다.
기본값은 제한 시간 없음입니다. CloudFormation이 중첩 스택이 CREATE_COMPLETE 상태에 도달했
음을 감지하면 상위 스택에서 해당 중첩 스택 리소스를 CREATE_COMPLETE으로 표시하고 상위 스
택 생성을 재개합니다. 중첩 스택이 CREATE_COMPLETE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제한 시간이 만료되면
CloudFormation이 해당 중첩 스택을 실패로 표시하고 중첩 스택과 상위 스택을 둘 다 롤백합니다.
업데이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스택 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예:
arn:aws:cloudformation:us-east-2:123456789012:stack/mystack-mynestedstacksggfrhxhum7w/f449b250-b969-11e0-a185-5081d0136786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스택 파라미터 지정
샘플 템플릿 EC2ChooseAMI.template에는 다음과 같은 Parameters 섹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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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Parameters": {
"InstanceType": {
"Type": "String",
"Default": "m1.small",
"Description": "EC2 instance type, e.g. m1.small, m1.large, etc."
},
"WebServerPort": {
"Type": "String",
"Default": "80",
"Description": "TCP/IP port of the web server"
},
"KeyName": {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web
server"
}
}

}

YAML
Parameters:
InstanceType:
Type: String
Default: m1.small
Description: 'EC2 instance type, e.g. m1.small, m1.large, etc.'
WebServerPort:
Type: String
Default: '80'
Description: TCP/IP port of the web server
Key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web server

중첩 스택
다음 템플릿을 사용하여 EC2ChooseAMI.template을 통해 스택(myStackWithParams)을 포함하고
AWS::CloudFormation::Stack 리소스의 Parameters 속성을 사용하여 InstanceType 및 KeyName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Resources" : {
"myStackWithParams" : {
"Type" : "AWS::CloudFormation::Stack",
"Properties" : {
"TemplateURL" :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templates-us-east-2/
EC2ChooseAMI.template",
"Parameters" : {
"InstanceType" : "t1.micro",
"KeyName" : "mykey"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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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StackWithParams:
Type: AWS::CloudFormation::Stack
Properties:
TemplateURL: https://s3.amazonaws.com/cloudformation-templates-us-east-2/
EC2ChooseAMI.template
Parameters:
InstanceType: t1.micro
KeyName: mykey

참고 항목
• 샘플 템플릿 코드를 보려면 CloudFormation 템플릿 코드 조각에서 중첩 스택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중첩 스택이 진행 중 작업에서 멈춘 경우 AWS CloudFormation 문제 해결 섹션에서 오류 문제 해결을 참조
하세요.

AWS::CloudFormation::StackSet
AWS::CloudFormation::StackSet를 사용하면 단일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 여러 리전에서
AWS accounts에 스택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스택 세트에서 사용할 템플릿과 템플릿에 필요한 파라
미터 및 기능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Formation::StackSet",
"Properties" : {
"AdministrationRoleARN" : String,
"AutoDeployment" : AutoDeployment (p. 1492),
"CallAs" : String,
"Capabilities" : [ String, ... ],
"Description" : String,
"ExecutionRoleName" : String,
"OperationPreferences" : OperationPreferences (p. 1493),
"Parameters" : [ Parameter (p. 1495), ... ],
"PermissionModel" : String,
"StackInstancesGroup" : [ StackInstances (p. 1496), ... ],
"StackSetName" : String,
"Tags" : [ Tag, ... ],
"TemplateBody" : String,
"TemplateURL" : String
}

YAML
Type: AWS::CloudFormation::StackSet
Properties:
AdministrationRoleARN: String
AutoDe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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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ployment (p. 1492)
CallAs: String
Capabilities:
- String
Description: String
ExecutionRoleName: String
OperationPreferences:
OperationPreferences (p. 1493)
Parameters:
- Parameter (p. 1495)
PermissionModel: String
StackInstancesGroup:
- StackInstances (p. 1496)
StackSetName: String
Tags:
- Tag
TemplateBody: String
TemplateURL: String

Properties
AdministrationRoleARN
이 스택 세트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번호(ARN) 입니다. 사용자 지정 관리자
역할을 사용하여 동일한 관리자 계정 내에서 특정 스택 세트를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나 그룹을 제어하
는 경우에만 IAM 역할을 지정합니다.
사용자 지정 관리자 역할을 사용하여 동일한 관리자 계정 내에서 특정 스택 세트를 관리할 수 있는 사용
자나 그룹을 제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에서 사전 요구 사항: 스택 세
트 작업에 대한 권한 부여를 참조하십시오.
최소: 20
최대: 2048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oDeployment
[Service-managed 권한] StackSets가 대상 조직 또는 조직 단위(OU)에 추가된 AWS Organizations
계정에 자동으로 배포되는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toDeployment (p. 14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llAs
[서비스 관리형 권한] 귀하가 조직의 관리 계정에서 계정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지 아니면 구성원 계정에
서 위임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지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SELF가 지정됩니다. 자체 관리형 권한이 있는 스택 세트에는 SELF을(를) 사용합니다.
• 관리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서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를 생성하려면 SELF을(를) 지정합
니다.
• 위임된 관리자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서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택 세트를 생성하려면
DELEGATED_ADMIN을(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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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account은 관리 계정에 위임된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에서 위임된 관리자 등록을 참조하세요.
서비스 관리형 권한이 있는 스택 세트는 위임된 관리자가 생성한 스택 세트를 포함하여 관리 계정에 생
성됩니다.
유효한 값: SELF | DELEGATED_ADMIN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pabilities
스택 세트에서 허용되는 기능입니다. 일부 스택 세트 템플릿에는 AWS account의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소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예: 새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사용자를 생
성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IAM 리소스 승인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스택 세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소: 1
최대: 1024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ecutionRoleName
스택 세트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IAM 실행 역할의 이름입니다. 실행 역할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스택 세트 작업에 AWSCloudFormationStackSetExecutionRole 역할을 사용합
니다.
최소: 1
최대: 64
패턴: [a-zA-Z_0-9+=,.@-]+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perationPreferences
AWS CloudFormation이 스택 세트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사용자 지정 기본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perationPreferences (p.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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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스택 세트 템플릿에 대한 입력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arameter (p. 149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missionModel
스택 세트 작업에 필요한 IAM 역할이 생성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SELF_MANAGED 권한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 계정에 배포하는 데 필요한 관리자 및 실행 역할을 생성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체 관리형 스택 세트 권한 부여를 참조하십시오.
• SERVICE_MANAGED 권한을 사용하는 경우 StackSets가 AWS Organizations에서 관리하는 계정에 배
포하는 데 필요한 IAM 역할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관리형 스택 세트 권한 부
여를 참조하십시오.
허용된 값: SERVICE_MANAGED | SELF_MANAGED

Note
PermissionModel 속성은 필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ckInstancesGroup
일부 특정 계정 및 리전의 파라미터가 있는 스택 인스턴스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ackInstances (p. 149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ckSetName
스택 세트와 연결할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스택 세트가 생성되는 리전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최대: 128
패턴: ^[a-zA-Z][a-zA-Z0-9-]{0,127}$

Note
StackSetName 속성은 필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이 스택 세트와 이로부터 생성된 스택에 연결할 키-값 페어입니다. AWS CloudFormation은 이러한 태그
를 스택에 생성된 지원되는 리소스에도 전파합니다. 최대 50개의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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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Body
최소 길이가 1바이트이고 최대 길이가 51,200바이트인 템플릿 본문이 포함된 구조입니다.
TemplateURL 또는 TemplateBody를 StackSet에 포함해야 하지만 둘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 1
최대: 51200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URL
템플릿 본문이 포함된 파일의 위치입니다. URL은 Amazon S3 버킷에 있는 템플릿(최대 크기: 460,800
바이트)을 가리켜야 합니다.
TemplateURL 또는 TemplateBody를 StackSet에 포함해야 하지만 둘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 1
최대: 1024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StackSetId를 반환합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StackSetId
생성하려는 스택의 ID입니다.

참고 항목
•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샘플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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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loudFormation::StackSet AutoDeployment
[Service-managed 권한] StackSets가 대상 조직 단위(OU)에 추가된 AWS Organizations 계정에 자동으로
배포되는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RetainStacksOnAccountRemoval" : Boolean

YAML
Enabled: Boolean
RetainStacksOnAccountRemoval: Boolean

Properties
Enabled
true로 설정된 경우 StackSets는 지정된 리전의 대상 조직 또는 조직 단위(OU)에 추가된 AWS
Organizations 계정에 자동으로 추가 스택 인스턴스를 배포합니다. 대상 조직 또는 OU에서 계정이 제거
되면 StackSets는 지정된 리전의 계정에서 스택 인스턴스를 삭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ainStacksOnAccountRemoval
true로 설정된 경우 대상 조직 또는 OU에서 계정이 제거될 때 스택 리소스가 유지됩니다. false로 설
정된 경우 스택 리소스가 삭제됩니다. Enabled가 True로 설정된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ormation::StackSet DeploymentTargets
지정된 리전에 스택 인스턴스를 생성할 AWS OrganizationalUnitIds 또는 계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ccounts" : [ String, ... ],
"OrganizationalUnitIds" : [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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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Accounts:
- String
OrganizationalUnitIds:
- String

Properties
Accounts
스택 세트 업데이트를 배포하려는 하나 이상의 AWS accounts의 이름입니다.
패턴: ^[0-9]{12}$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ganizationalUnitIds
StackSets가 배포되는 조직 루트 ID 또는 조직 단위(OU) ID입니다.
패턴: ^(ou-[a-z0-9]{4,32}-[a-z0-9]{8,32}|r-[a-z0-9]{4,32})$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ormation::StackSet OperationPreferences
AWS CloudFormation이 스택 세트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사용자 지정 기본 설정입니다. 최대 동시 계
정 및 실패 허용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세트 작업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ailureToleranceCount" : Integer,
"FailureTolerancePercentage" : Integer,
"MaxConcurrentCount" : Integer,
"MaxConcurrentPercentage" : Integer,
"RegionConcurrencyType" : String,
"RegionOrder" : [ String, ... ]

YAML
FailureToleranceCount: Integer
FailureTolerancePercentage: Integer
MaxConcurrentCount: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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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ConcurrentPercentage: Integer
RegionConcurrencyType: String
RegionOrder:
- String

Properties
FailureToleranceCount
AWS CloudFormation가 해당 리전에서 작업을 중지하기 전에 이 작업이 실패할 수 있는 리전별 계정 개
수입니다. 리전에서 작업이 중지되면 AWS CloudFormation은 후속 리전에서 작업을 시도하지 않습니
다.
조건: FailureToleranceCount 또는 FailureTolerancePercentage 중 하나만 지정해야 합니
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ailureTolerancePercentage
AWS CloudFormation가 해당 리전에서 작업을 중지하기 전에 이 스택 작업이 실패할 수 있는 리전별 계
정 백분율입니다. 리전에서 작업이 중지되면 AWS CloudFormation은 후속 리전에서 작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백분율을 기준으로 계정 개수를 계산할 때 AWS CloudFormation는 다음 정수로 내림합니다.
조건: FailureToleranceCount 또는 FailureTolerancePercentage 중 하나만 지정해야 합니
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ConcurrentCount
한 번에 이 작업을 수행할 최대 계정 수입니다. 이는 FailureToleranceCount의 값에 따라 결정됩니
다. MaxConcurrentCount는 최대 FailureToleranceCount보다 하나 더 큰 값일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작업에 대한 최대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배포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동시
에 실행된 실제 계정 수는 서비스 조절로 인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조건: MaxConcurrentCount 또는 MaxConcurrentPercentage 중 하나만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ConcurrentPercentage
한 번에 이 작업을 수행할 최대 계정 백분율입니다.
지정된 백분율을 기준으로 계정 개수를 계산할 때 AWS CloudFormation는 다음 정수로 내림합니다. 내
림 결과가 0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이 경우 CloudFormation은 대신 1을 설정합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작업에 대한 최대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배포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동시
에 실행된 실제 계정 수는 서비스 조절로 인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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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MaxConcurrentCount 또는 MaxConcurrentPercentage 중 하나만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onConcurrencyType
리전의 StackSets 작업 배포에 대한 동시성 유형은 병렬이거나 한 번에 한 리전일 수 있습니다.
허용된 값: SEQUENTIAL | PARALLEL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onOrder
스택 작업을 수행하려는 리전의 순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ormation::StackSet Parameter
파라미터 데이터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rameterKey" : String,
"ParameterValue" : String

YAML
ParameterKey: String
ParameterValue: String

Properties
ParameterKey
파라미터와 연결된 키입니다. 특정 파라미터에 대한 키와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
에서 템플릿에 지정된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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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Value
파라미터와 연결된 입력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ormation::StackSet StackInstances
특정 계정 및 리전에 인스턴스를 스택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ploymentTargets" : DeploymentTargets (p. 1492),
"ParameterOverrides" : [ Parameter (p. 1495), ... ],
"Regions" : [ String, ... ]

YAML
DeploymentTargets:
DeploymentTargets (p. 1492)
ParameterOverrides:
- Parameter (p. 1495)
Regions:
- String

Properties
DeploymentTargets
지정된 리전에서 스택 인스턴스를 생성할 AWS OrganizationalUnitIds 또는 Accounts입니다.
Required: 예
Type: DeploymentTargets (p. 14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Overrides
선택한 스택 인스턴스에서 값을 재정의할 스택 세트 파라미터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arameter (p. 149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ons
지정된 AWS accounts을 사용하여 스택 인스턴스를 생성하려는 하나 이상의 리전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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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ormation::TypeActivation
퍼블릭 서드 파티 확장을 활성화하여 스택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에서 퍼블릭 확장 사용을 참조하세요.
계정 및 리전에서 퍼블릭 서드 파티 확장을 활성화한 후 SetTypeConfiguration을 사용하여 확장에 대한 구성
속성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에서 계정 수준에서 확장 구성을 참조하세
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Formation::TypeActivation",
"Properties" : {
"AutoUpdate" : Boolean,
"ExecutionRoleArn" : String,
"LoggingConfig" : LoggingConfig (p. 1500),
"MajorVersion" : String,
"PublicTypeArn" : String,
"PublisherId" : String,
"Type" : String,
"TypeName" : String,
"TypeNameAlias" : String,
"VersionBump" : String
}

YAML
Type: AWS::CloudFormation::TypeActivation
Properties:
AutoUpdate: Boolean
ExecutionRoleArn: String
LoggingConfig:
LoggingConfig (p. 1500)
MajorVersion: String
PublicTypeArn: String
PublisherId: String
Type: String
TypeName: String
TypeNameAlias: String
VersionBump: String

Properties
AutoUpdate
확장 게시자가 새 마이너 버전을 게시할 때 이 계정 및 리전의 확장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할지 여부입니
다. 게시자가 릴리스한 메이저 버전은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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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은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ecutionRoleArn
확장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IAM 실행 역할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rn:.+:iam::[0-9]{12}:rol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ggingConfig
확장에 대한 로깅 구성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ggingConfig (p. 15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jorVersion
여러 메이저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 확장에서 활성화하려는 메이저 버전입니다. 기본값은 최신
메이저 버전입니다. CloudFormation은 선택된 메이저 버전의 최신 마이너 버전을 사용합니다.
MajorVersion 또는 VersionBump를 지정할 수 있지만 둘 다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ublicTypeArn
퍼블릭 확장의 Amazon 리소스 번호(ARN)입니다.
조건부: PublicTypeArn 또는 TypeName, Type 및 PublisherId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arn:aws[A-Za-z0-9-]{0,64}:cloudformation:[A-Za-z0-9-]{1,64}::type/.+/
[0-9a-zA-Z]{12,4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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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Id
확장 게시자의 ID입니다.
조건부: PublicTypeArn 또는 TypeName, Type 및 PublisherId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40
Pattern: [0-9a-zA-Z]{12,4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
확장 유형입니다.
조건부: PublicTypeArn 또는 TypeName, Type 및 PublisherId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ODULE | RESOURC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Name
확장의 이름입니다.
조건부: PublicTypeArn 또는 TypeName, Type 및 PublisherId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0
Maximum: 204
Pattern: [A-Za-z0-9]{2,64}::[A-Za-z0-9]{2,64}::[A-Za-z0-9]{2,64}(::MODULE)
{0,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NameAlias
이 계정 및 리전의 퍼블릭 확장에 할당할 별칭입니다. 확장의 별칭을 지정하는 경우 CloudFormation은
이 별칭을 계정 및 리전 내에서 확장 유형 이름으로 처리합니다. 템플릿, API 호출 및 CloudFormation 콘
솔에서 확장을 참조할 때는 별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확장 별칭은 지정된 계정 및 리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유형 이름 별칭을 사용하여 동일한
계정 및 리전에서 동일한 퍼블릭 리소스를 여러 번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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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04
Pattern: [A-Za-z0-9]{2,64}::[A-Za-z0-9]{2,64}::[A-Za-z0-9]{2,64}(::MODULE)
{0,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ersionBump
이전에 활성화한 유형을 새 메이저 버전 또는 마이너 버전으로 수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사용 가능한
경우).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AutoUpdate 값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 MAJOR: CloudFormation은 확장을 최신 메이저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사용 가능한 경우).
• MINOR: CloudFormation은 확장을 최신 마이너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사용 가능한 경우).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AJOR | MINOR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이 계정 및 리전에서 활성화된 확
장의 Amazon 리소스 번호(ARN)를 반환합니다.
{ "Ref":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3:type/resource/MyExample"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이 계정 및 리전에서 활성화된 확장의 Amazon 리소스 번호(ARN)입니다.

AWS::CloudFormation::TypeActivation LoggingConfig
확장에 대한 로깅 구성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LogGroupName" : String,
"LogRoleAr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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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LogGroupName: String
LogRoleArn: String

Properties
LogGroupName
CloudFormation에서 이 확장의 핸들러를 호출할 때 오류 로깅 정보를 보내는 Amazon CloudWatch 로그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_/#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gRoleArn
CloudWatch 로그로 로그 항목을 전송할 때 CloudFormation이 수임해야 하는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rn:.+:iam::[0-9]{12}:rol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
Important
Amazon EC2 및 Auto Scaling 리소스의 경우 대기 조건 대신 CreationPolicy 속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리소스에 CreationPolicy 속성을 추가하고 cfn-signal 헬퍼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인스턴스 생성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신호를 보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기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스택 리소스 생성과 스택 생성 외부의 구성 작업을 조율
• 구성 프로세스의 상태 추적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기 조건 핸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CreationPolicy 속성을 대기 조건과 연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예제는 템플릿에 대기 조건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대기 조건과 함께
CreationPolicy를 사용할 경우, 대기 조건의 속성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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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VPC 엔드포인트 기능을 사용할 경우 대기 조건에 응답하는 VPC의 리소스는 CloudFormation의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버킷에 대해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리소스
는 미리 서명된 Amazon S3 URL로 대기 조건 응답을 보내야 합니다. Amazon S3에 응답을 보내
지 못하면 CloudFormation이 응답을 수신하지 않고 스택 작업이 실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 설정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
"Properties" : {
"Count" : Integer,
"Handle" : String,
"Timeout" : String
}

YAML
Type: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
Properties:
Count: Integer
Handle: String
Timeout: String

Properties
Count
스택 생성 프로세스를 계속하기 전에 CloudFormation이 수신해야 하는 성공 신호 수입니다. 대기 조건
이 필요한 수의 성공 신호를 수신하면 CloudFormation이 스택 생성을 다시 시작합니다. Timeout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기 조건이 지정된 수의 성공 신호를 수신하지 않는 경우 CloudFormation은 대기 조건
이 실패한 것으로 가정하고 스택을 롤백합니다.
업데이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andle
이 대기 조건을 신호하는 데 사용되는 대기 조건 핸들에 대한 참조입니다. Ref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스택 업데이트 중 WaitCondition 리소스를 추가할 때는 항상 대기 조건을 새로운 WaitConditionHandle
리소스와 연결해야 합니다. 템플릿에서 이미 정의된 기존 대기 조건 핸들을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대기
조건 핸들을 재사용하면 대기 조건이 이전의 스택 생성 또는 업데이트 명령에서 기존 신호를 평가합니
다.
업데이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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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
Count 속성에 지정된 수의 신호를 대기하는 시간 길이(초 단위)입니다. Timeout은 최소 경계 속성이므
로, 제한 시간은 지정한 시간이 되자마자 발생하지만 잠시 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속성에 지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12시간(43200초)입니다.
업데이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Data
지정된 대기 조건에 대한 대기 조건 신호의 UniqueId 및 Data 값이 포함된 JSON 객체입니다. 대기 조
건 신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 조건 신호 JSON 형식을 참조하십시오.
2개의 신호가 있는 대기 조건의 예제 반환 값:
{ "Signal1" : "Step 1 complete." , "Signal2" : "Step 2 complete." }

예제
웹 서버 그룹에서 원하는 수의 인스턴스를 대기하는 WaitCondition
JSON
{

"WebServerGroup": {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
"AvailabilityZones": {
"Fn::GetAZ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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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chConfigurationName": {
"Ref": "LaunchConfig"
}

},
"MinSize": "1",
"MaxSize": "5",
"DesiredCapacity": {
"Ref": "WebServerCapacity"
},
"LoadBalancerNames": [
{
"Ref": "ElasticLoadBalancer"
}
]

}

}
},
"WaitHandle": {
"Type":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
"WaitCondition": {
"Type":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
"DependsOn": "WebServerGroup",
"Properties": {
"Handle": {
"Ref": "WaitHandle"
},
"Timeout": "300",
"Count": {
"Ref": "WebServerCapacity"
}
}
}

YAML
WebServerGroup: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AvailabilityZones:
Fn::GetAZs: ''
LaunchConfigurationName: !Ref 'LaunchConfig'
MinSize: '1'
MaxSize: '5'
DesiredCapacity: !Ref 'WebServerCapacity'
LoadBalancerNames:
- !Ref 'ElasticLoadBalancer'
WaitHandle:
Type: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WaitCondition:
Type: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
DependsOn: WebServerGroup
Properties:
Handle: !Ref 'WaitHandle'
Timeout: '300'
Count: !Ref 'WebServerCapacity'

참고 항목
• 템플릿에서 대기 조건 생성
• DependsOn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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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Important
Amazon EC2 및 Auto Scaling 리소스의 경우 대기 조건 대신 CreationPolicy 속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리소스에 CreationPolicy 속성을 추가하고 cfn-signal 헬퍼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인스턴스 생성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신호를 보내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mazon EC2에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참조하세
요.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유형에는 속성이 없습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여
WaitConditionHandle 리소스를 참조하면 AWS CloudFormation이 미리 서명된 URL을 반환합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이나 스크립트에 이 URL을 전달해 해당 URL에 신호를
보냅니다. 연결된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 리소스는 URL에 성공 신호가 필요한 수만
큼 있는지 또는 오류 신호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Important
스택 업데이트 중 또는 대기 조건의 리소스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WaitCondition 리소스를 추가
할 때는 항상 대기 조건을 새로운 WaitConditionHandle 리소스와 연결해야 합니다. 템플릿에서
이미 정의된 기존 대기 조건 핸들을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대기 조건 핸들을 재사용하면 대기 조건
이 이전의 스택 생성 또는 업데이트 명령에서 기존 신호를 평가합니다.

Note
이 리소스에는 업데이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Properties" : {
}

YAML
Type: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Properties:

참고 항목
• 대기 조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서 대기 조건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CloudFront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loudFront::CachePolicy (p. 1506)
• AWS::CloudFront::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p.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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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CloudFront::Distribution (p. 1516)
• AWS::CloudFront::Function (p. 1564)
• AWS::CloudFront::KeyGroup (p. 1567)
• AWS::CloudFront::OriginRequestPolicy (p. 1569)
• AWS::CloudFront::PublicKey (p. 1574)
• AWS::CloudFront::RealtimeLogConfig (p. 1577)
• AWS::CloudFront::StreamingDistribution (p. 1580)

AWS::CloudFront::CachePolicy
캐시 정책입니다.
캐시 동작에 연결된 경우 캐시 정책은 다음을 결정합니다.
• CloudFront가 캐시 키에 포함하는 값. 이러한 값에는 HTTP 헤더, 쿠키 및 URL 쿼리 문자열이 포함될 수 있
습니다. CloudFront는 캐시 키를 사용하여 캐시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객체를 찾습니다.
• 객체를 CloudFront 캐시에 유지하려는 기본, 최소 및 최대 TTL(Time to Live) 값
캐시 키에 포함된 헤더, 쿠키 및 쿼리 문자열은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자동으로 포함
됩니다. CloudFront는 캐시에서 해당 요청의 캐시 키와 일치하는 유효한 객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요청을 전
송합니다. 값을 오리진으로 전송하되 캐시 키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OriginRequestPolicy를 사용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 {
"CachePolicyConfig" : CachePolicyConfig (p. 1507)
}

YAML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CachePolicyConfig (p. 1507)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캐시 정책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CachePolicyConfig (p. 150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150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loudFro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캐시 정책 ID입니다. 예:
2766f7b2-75c5-41c6-8f06-bf4303a2f2f5.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Id
캐시 정책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예: 2766f7b2-75c5-41c6-8f06-bf4303a2f2f5.
LastModifiedTime
캐시 정책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AWS::CloudFront::CachePolicy CachePolicyConfig
캐시 정책 구성입니다.
이 구성은 다음을 결정합니다.
• CloudFront가 캐시 키에 포함하는 값. 이러한 값에는 HTTP 헤더, 쿠키 및 URL 쿼리 문자열이 포함될 수 있
습니다. CloudFront는 캐시 키를 사용하여 캐시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객체를 찾습니다.
• 객체를 CloudFront 캐시에 유지하려는 기본, 최소 및 최대 TTL(Time to Live) 값
캐시 키에 포함된 헤더, 쿠키 및 쿼리 문자열은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자동으로 포함
됩니다. CloudFront는 캐시에서 해당 요청의 캐시 키와 일치하는 유효한 객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요청을 전
송합니다. 값을 오리진으로 전송하되 캐시 키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OriginRequestPolicy를 사용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omment" : String,
"DefaultTTL" : Double,
"MaxTTL" : Double,
"MinTTL" : Double,
"Name" : String,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p. 1511)

}

YAML
Comment: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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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TTL: Double
MaxTTL: Double
MinTTL: Double
Name: String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p. 1511)

Properties
Comment
캐시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은 128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TTL
객체가 업데이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다른 요청을 전송하기 전에
객체를 CloudFront 캐시에 유지할 기본 시간(초)입니다. CloudFront는 오리진이 객체와 함께 CacheControl 또는 Expires 헤더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값을 객체의 TTL(Time to Live)로 사용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콘텐츠가 엣지 캐시에 유지되는 기간 관리(만
료)를 참조하십시오.
이 필드의 기본값은 86400초(1일)입니다. MinTTL의 값이 86400초를 초과하는 경우 이 필드의 기본값
은 MinTTL의 값과 같습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TTL
객체가 업데이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다른 요청을 전송하기 전에
객체가 CloudFront 캐시에 유지되는 최대 시간(초)입니다. CloudFront는 오리진이 객체와 함께 CacheControl 또는 Expires 헤더를 전송하는 경우에만 이 값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콘텐츠가 엣지 캐시에 유지되는 기간 관리(만료)를 참조하십시오.
이 필드의 기본값은 31536000초(1년)입니다. MinTTL 또는 DefaultTTL의 값이 31536000초를 초과하
는 경우 이 필드의 기본값은 DefaultTTL의 값과 같습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TTL
객체가 업데이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다른 요청을 전송하기 전에
객체를 CloudFront 캐시에 유지할 최소 시간(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
서의 콘텐츠가 엣지 캐시에 유지되는 기간 관리(만료)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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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캐시 정책을 식별하는 고유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캐시 키에 포함할 HTTP 헤더, 쿠키 및 URL 쿼리 문자열입니다. 캐시 키에 포함된 값은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p. 15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CachePolicy CookiesConfig
최종 사용자 요청의 쿠키가 캐시 키에 포함되어 있고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자동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와 해당 쿠키를 확인하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okieBehavior" : String,
"Cookies" : [ String, ... ]

YAML
CookieBehavior: String
Cookies:
- String

Properties
CookieBehavior
최종 사용자 요청의 쿠키가 캐시 키에 포함되어 있고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자동
으로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none - 최종 사용자 요청의 쿠키가 캐시 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CloudFront에서 오리진
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가 none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OriginRequestPolicy에 나열된 쿠키는 오리진 요청에 포함됩니다.
• whitelist - CookieNames 유형에 나열된 최종 사용자 요청의 쿠키가 캐시 키에 포함되고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 allExcept - CookieNames 유형에 나열되지 않은 최종 사용자 요청의 모든 쿠키가 캐시 키에 포함
되고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 all - 최종 사용자 요청의 모든 쿠키가 캐시 키에 포함되고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
청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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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 | allExcept | none | whitelis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okies
쿠키 이름 목록을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CachePolicy HeadersConfig
HTTP 헤더가 캐시 키에 포함되어 있고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자동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와 해당 헤더를 확인하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eaderBehavior" : String,
"Headers" : [ String, ... ]

YAML
HeaderBehavior: String
Headers:
- String

Properties
HeaderBehavior
HTTP 헤더가 캐시 키에 포함되어 있고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지 확인합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none - HTTP 헤더가 캐시 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자
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가 none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OriginRequestPolicy에 나열된
헤더는 오리진 요청에 포함됩니다.
• whitelist - Headers 유형에 나열된 HTTP 헤더가 캐시 키에 포함되고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ne | whitelist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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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ders
HTTP 헤더 이름 목록을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이 객체는 CloudFront가 캐시 키에 포함하는 값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값에는 HTTP 헤더, 쿠키 및 URL 쿼리
문자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CloudFront는 캐시 키를 사용하여 캐시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객체를 찾습니다.
캐시 키에 포함된 헤더, 쿠키 및 쿼리 문자열은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자동으로 포함
됩니다. CloudFront는 캐시에서 해당 요청의 캐시 키와 일치하는 객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요청을 전송합니
다. 값을 오리진으로 전송하되 캐시 키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OriginRequestPolicy를 사용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okiesConfig" : CookiesConfig (p. 1509),
"EnableAcceptEncodingBrotli" : Boolean,
"EnableAcceptEncodingGzip" : Boolean,
"HeadersConfig" : HeadersConfig (p. 1510),
"QueryStringsConfig" : QueryStringsConfig (p. 1513)

YAML
CookiesConfig:
CookiesConfig (p. 1509)
EnableAcceptEncodingBrotli: Boolean
EnableAcceptEncodingGzip: Boolean
HeadersConfig:
HeadersConfig (p. 1510)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sConfig (p. 1513)

Properties
CookiesConfig
최종 사용자 요청의 쿠키가 캐시 키에 포함되어 있고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자동
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와 해당 쿠키를 확인하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CookiesConfig (p. 15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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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eAcceptEncodingBrotli
Accept-Encoding HTTP 헤더가 캐시 키에 포함되어 있고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
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플래그입니다.
이 필드는 EnableAcceptEncodingGzip 필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드 중 하나 또는 둘 다
true이고 최종 사용자 요청에 Accept-Encoding 헤더가 포함된 경우 CloudFront는 다음을 수행합니
다.
• 최종 사용자의 Accept-Encoding 헤더 값을 정규화합니다.
• 캐시 키에 정규화된 헤더를 포함합니다.
• 요청이 필요한 경우 오리진에 대한 요청에 정규화된 헤더를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압축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이 값을 true로 설정하고 이 캐시 동작에 오리진 요청 정책도 연결된 경우 오리진 요청 정책에
Accept-Encoding 헤더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CloudFront는 이 필드의 값이 true인 경우 항상 오리
진 요청에 Accept-Encoding 헤더를 포함하므로 이 헤더를 오리진 요청 정책에 포함해도 아무런 효과
가 없습니다.
이 필드가 모두 false인 경우 CloudFront는 Accept-Encoding 헤더를 최종 사용자 요청의 다른
HTTP 헤더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캐시 키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진 요청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 이 경우 다른 HTTP 헤더처럼 헤더 화이트리스트에 수동으로 Accept-Encoding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AcceptEncodingGzip
Accept-Encoding HTTP 헤더가 캐시 키에 포함되어 있고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
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플래그입니다.
이 필드는 EnableAcceptEncodingBrotli 필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드 중 하나 또는 둘 다
true이고 최종 사용자 요청에 Accept-Encoding 헤더가 포함된 경우 CloudFront는 다음을 수행합니
다.
• 최종 사용자의 Accept-Encoding 헤더 값을 정규화합니다.
• 캐시 키에 정규화된 헤더를 포함합니다.
• 요청이 필요한 경우 오리진에 대한 요청에 정규화된 헤더를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압축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이 값을 true로 설정하고 이 캐시 동작에 오리진 요청 정책도 연결된 경우 오리진 요청 정책에
Accept-Encoding 헤더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CloudFront는 이 필드의 값이 true인 경우 항상 오리
진 요청에 Accept-Encoding 헤더를 포함하므로 이 헤더를 오리진 요청 정책에 포함해도 아무런 효과
가 없습니다.
이 필드가 모두 false인 경우 CloudFront는 Accept-Encoding 헤더를 최종 사용자 요청의 다른
HTTP 헤더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캐시 키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진 요청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 이 경우 다른 HTTP 헤더처럼 헤더 화이트리스트에 수동으로 Accept-Encoding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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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ersConfig
HTTP 헤더가 캐시 키에 포함되어 있고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지 여부와 해당 헤더를 확인하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HeadersConfig (p. 15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StringsConfig
최종 사용자 요청의 URL 쿼리 문자열이 캐시 키에 포함되어 있고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자동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와 해당 쿼리 문자열을 확인하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QueryStringsConfig (p. 15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CachePolicy QueryStringsConfig
최종 사용자 요청의 URL 쿼리 문자열이 캐시 키에 포함되어 있고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
에 자동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와 해당 쿼리 문자열을 확인하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QueryStringBehavior" : String,
"QueryStrings" : [ String, ... ]

YAML
QueryStringBehavior:
String
QueryStrings:
- String

Properties
QueryStringBehavior
최종 사용자 요청의 URL 쿼리 문자열이 캐시 키에 포함되어 있고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자동으로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none - 최종 사용자 요청의 쿼리 문자열이 캐시 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CloudFront에서 오리
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가 none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OriginRequestPolicy에 나열된 쿼리 문자열은 오리진 요청에 포함됩니다.
• whitelist - QueryStringNames 유형에 나열된 최종 사용자 요청의 쿼리 문자열이 캐시 키에 포
함되고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 allExcept - QueryStringNames 유형에 나열되지 않은 최종 사용자 요청의 모든 쿼리 문자열이
캐시 키에 포함되고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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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 최종 사용자 요청의 모든 쿼리 문자열이 캐시 키에 포함되고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
하는 요청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 | allExcept | none | whitelis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Strings
쿼리 문자열 이름 목록을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새로운 오리진 액세스 ID(OAI)를 생성하는 요청입니다. 오리진 액세스 ID는 Amazon S3 오리진과 연결할 수
있는 특별한 CloudFront 사용자이므로 전체 또는 일부 Amazon S3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리진 액세스 ID를 사용하여 Amazon S3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
제한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CloudFront::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Properties" : {
"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Config" : 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Config (p. 1516)
}

}

YAML
Type: AWS::CloudFront::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Properties:
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Config:
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Config (p. 1516)

Properties
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Config
자격 증명에 대한 현재 구성 정보입니다.
Required: 예
Type: 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Config (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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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오리진 액세스 ID(예:
E15MNIMTCFKK4C)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S3CanonicalUserId

원본 액세스 ID에 대한 Amazon S3 정식 사용자 ID로, Amazon S3에
서 객체에 원본 액세스 ID 읽기 권한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ID입니다. 예:
b970b42360b81c8ddbd79d2f5df0069ba9033c8a79655752abe380cd6d63ba8bcf23384d568fcf89fc4970

예제
오리진 액세스 ID에 대한 설명 지정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
"Type": "AWS::CloudFront::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Properties": {
"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Config": {
"Comment": "string-value"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Type: AWS::CloudFront::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Properties:
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Config:
Comment: string-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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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mazon CloudFront API 참조에서의 OriginAccessIdentity

AWS::CloudFront::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Config
오리진 액세스 ID 구성입니다. /CloudFront API version/CloudFront/identity ID/config 리소
스에 GET 요청을 보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ment" : String

YAML
Comment: String

Properties
Comment
원본 액세스 ID를 설명하는 설명입니다. 설명은 128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CloudFront API 참조의 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Config

AWS::CloudFront::Distribution
배포는 CloudFront에 어디로부터 콘텐츠를 전송하고자 하는지와 이러한 콘텐츠 전송을 추적 및 관리하는 방
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립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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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 {
"DistributionConfig" : DistributionConfig (p. 1536),
"Tags" : [ Tag, ... ]
}

YAML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DistributionConfig (p. 1536)
Tags:
- Tag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배포에 대한 현재 구성 정보입니다. /CloudFront API version/distribution ID/config 리소
스에 GET 요청을 보냅니다.
Required: 예
Type: DistributionConfig (p. 15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0개 또는 그 이상의 Tag 요소가 포함된 복합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CloudFront 배포 ID입니다. 예:
E27LVI50CSW06W.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DomainName
리소스의 도메인 이름(예: d111111abcdef8.cloudfront.net)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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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예제
배포를 생성합니다.
다음 예는 배포를 지정하고 단일 태그를 할당합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cloudfrontdistribution": {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
"DistributionConfig": {
"CacheBehaviors": [
{
"LambdaFunctionAssociations": [
{
"EventType": "string-value",
"LambdaFunctionARN": "string-value"
}
]
}
],
"DefaultCacheBehavior": {
"LambdaFunctionAssociations": [
{
"EventType": "string-value",
"LambdaFunctionARN": "string-value"
}
]
},
"IPV6Enabled": "boolean-value",
"Origins": [
{
"CustomOriginConfig": {
"OriginKeepaliveTimeout": "integer-value",
"OriginReadTimeout": "integer-value"
}
}
]
},
"Tags": [
{
"Key": "string-value",
"Value": "string-value"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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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CacheBehaviors:
- LambdaFunctionAssociations:
- EventType: string-value
LambdaFunctionARN: string-value
DefaultCacheBehavior:
LambdaFunctionAssociations:
- EventType: string-value
LambdaFunctionARN: string-value
IPV6Enabled: boolean-value
Origins:
- CustomOriginConfig:
OriginKeepaliveTimeout: integer-value
OriginReadTimeout: integer-value
Tags:
- Key: string-value
Value: string-value

참고 항목
• Amazon CloudFront API 참조에서의 CreateDistribution

AWS::CloudFront::Distribution CacheBehavior
CloudFront가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CloudFront가 모든 오리진에서 객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경우, 최소한 사용자가 보유한 오리진 수만큼의 캐
시 동작(기본 캐시 동작 포함)을 생성해야 합니다. 각 캐시 동작마다 CloudFront가 객체를 가져오도록 하려는
하나의 오리진을 지정합니다. 두 개의 오리진이 있는 경우 기본 캐시 동작이 하나뿐이라면, 이 기본 캐시 동
작으로 인해 CloudFront는 두 개의 오리진 중 하나에서 객체를 가져오지만, 나머지 오리진은 사용되지 않습
니다.
배포에 추가할 수 있는 캐시 동작 수에 대한 현재 할당량(이전에는 제한이라고 함)에 대해서는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할당량을 참조하십시오.
어떤 캐시 동작도 지정하지 않으려면 빈 CacheBehaviors 요소만 포함시킵니다. 빈 CacheBehavior 요소
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기존 배포에서 모든 캐시 동작을 삭제하려면 배포 구성을 업데이트하고 빈 CacheBehaviors 요소만 포함
시킵니다.
하나 이상의 캐시 동작을 추가,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배포 구성을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배포에 포함하
려는 모든 캐시 동작을 지정합니다.
캐시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캐시 동작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llowedMethods" : [ String, ... ],
"CachedMethods" : [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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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chePolicyId" : String,
"Compress" : Boolean,
"DefaultTTL" : Double,
"FieldLevelEncryptionId" : String,
"ForwardedValues" : ForwardedValues (p. 1541),
"FunctionAssociations" : [ FunctionAssociation (p. 1544), ... ],
"LambdaFunctionAssociations" : [ LambdaFunctionAssociation (p. 1546), ... ],
"MaxTTL" : Double,
"MinTTL" : Double,
"OriginRequestPolicyId" : String,
"PathPattern" : String,
"RealtimeLogConfigArn" : String,
"SmoothStreaming" : Boolean,
"TargetOriginId" : String,
"TrustedKeyGroups" : [ String, ... ],
"TrustedSigners" : [ String, ... ],
"ViewerProtocolPolicy" : String

YAML
AllowedMethods:
- String
CachedMethods:
- String
CachePolicyId: String
Compress: Boolean
DefaultTTL: Double
FieldLevelEncryptionId: String
ForwardedValues:
ForwardedValues (p. 1541)
FunctionAssociations:
- FunctionAssociation (p. 1544)
LambdaFunctionAssociations:
- LambdaFunctionAssociation (p. 1546)
MaxTTL: Double
MinTTL: Double
OriginRequestPolicyId: String
PathPattern: String
RealtimeLogConfigArn: String
SmoothStreaming: Boolean
TargetOriginId: String
TrustedKeyGroups:
- String
TrustedSigners:
- String
ViewerProtocolPolicy: String

Properties
AllowedMethods
CloudFront가 어떤 HTTP 메서드를 처리하여 Amazon S3 버킷이나 사용자 지정 오리진으로 전달할지
결정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CloudFront가 GET 및 HEAD 요청만 전달합니다.
• CloudFront가 GET, HEAD, OPTIONS 요청만 전달합니다.
• CloudFront가 GET, HEAD, OPTIONS, PUT, PATCH, POST, DELETE 요청만 전달합니다.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할 경우, 사용자가 특정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Amazon S3 버킷 또는 사용자 지
정 오리진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오리진에서 객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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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dMethods
지정된 HTTP 메서드를 사용하여 CloudFront가 요청에 대한 응답을 캐싱할지 여부를 제어하는 복합 형
식입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CloudFront가 GET 및 HEAD 요청에 대한 응답을 캐싱합니다.
• CloudFront가 GET, HEAD, OPTIONS 요청에 대한 응답을 캐싱합니다.
Amazon S3 Origin에 대해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한 경우, 응답을 올바르게 캐싱하려면 Access-ControlRequest-Method, Access-Control-Request-Headers, Origin 헤더를 전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PolicyId
이 캐시 동작에 연결된 캐시 정책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
서의 캐시 정책 생성 또는 관리형 캐시 정책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CacheBehavior은 CachePolicyId 또는 ForwardedValues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CachePolicyId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press
이 캐시 동작에 대해 CloudFront가 특정 파일을 자동으로 압축하도록 할지 여부. 압축하려면 true로, 압
축하지 않으려면 false로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압축 파일 제
공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TTL
이 필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캐시 정책에서 이 필드 대신 DefaultTTL 필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캐시 정책 생성 또는 관리형 캐시 정책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객체가 업데이트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CloudFront가 오리진에 다른 요청을 전달하기 전에 객체
를 CloudFront 캐시에 유지하려는 기본 시간입니다. 자신이 지정하는 값은 오리진이 객체에 CacheControl max-age, Cache-Control s-maxage 및 Expires와 같은 HTTP 헤더를 추가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콘텐츠가 엣지 캐시에 유지
되는 기간 관리(만료)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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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LevelEncryptionId
이 캐시 동작에 대해 CloudFront가 특정 데이터 필드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게 하려는 필드 수준 암호
화 구성의 ID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rwardedValues
이 필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 대신 캐시 정책 또는 오리진 요청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정책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캐시 키에 값을 포함하려면 캐시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
서의 캐시 정책 생성 또는 관리형 캐시 정책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값을 오리진에 전송하되 캐시 키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오리진 요청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리진 요청 정책 생성 또는 관리형 오리진 요청 정책 사용을 참조
하십시오.
CacheBehavior은 CachePolicyId 또는 ForwardedValues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CachePolicyId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CloudFront가 쿼리 문자열, 쿠키 및 HTTP 헤더를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ForwardedValues (p. 154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unctionAssociations
이 캐시 동작과 연결된 CloudFront 함수 목록입니다. CloudFront 함수를 LIVE 스테이지에 게시하여 캐
시 동작과 연결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unctionAssociation (p. 154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mbdaFunctionAssociations
캐시 동작에 대한 0개 이상의 Lambda@Edge 함수 연결을 포함하는 복합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mbdaFunctionAssociation (p. 154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TTL
이 필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캐시 정책에서 이 필드 대신 MaxTTL 필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캐시 정책 생성 또는 관리형 캐시 정책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객체가 업데이트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CloudFront가 오리진에 다른 요청을 전달하기 전에 객체
를 CloudFront 캐시에 유지하려는 최대 시간입니다. 자신이 지정하는 값은 오리진이 객체에 CacheControl max-age, Cache-Control s-maxage 및 Expires와 같은 HTTP 헤더를 추가할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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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콘텐츠가 엣지 캐시에 유지되는 기간
관리(만료)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TTL
이 필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캐시 정책에서 이 필드 대신 MinTTL 필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캐시 정책 생성 또는 관리형 캐시 정책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객체가 업데이트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CloudFront가 오리진에 다른 요청을 전달하기 전에 객체
를 CloudFront 캐시에 유지하려는 최소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
서의 콘텐츠가 엣지 캐시에 유지되는 기간 관리(만료)를 참조하십시오.
CloudFront가 모든 헤더를 오리진으로 전달하도록 구성하는 경우(Headers 아래에서 Quantity에 1 지
정, Name에 * 지정), MinTTL에 0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iginRequestPolicyId
이 캐시 동작에 연결된 오리진 요청 정책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
자 안내서의 오리진 요청 정책 생성 또는 관리형 오리진 요청 정책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hPattern
동작을 적용할 요청을 지정하는 패턴(예: images/*.jpg)입니다. CloudFront가 뷰어 요청을 받으면, 요
청된 경로는 배포에 나열된 캐시 동작의 순서대로 경로 패턴과 비교됩니다.

Note
경로 패턴 시작 부분에 슬래시(/)를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images/*.jpg. /
포함 여부와 상관 없이 CloudFront의 동작은 동일합니다.
기본 캐시 동작에 대한 경로 패턴은 *이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객체에 대한 요청이 다른 캐시 동작
중 어느 것의 경로 패턴과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 CloudFront는 기본 캐시 동작에서 해당 동작을 적용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경로 패턴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altimeLogConfigArn
이 캐시 동작에 연결된 실시간 로그 구성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실시간 로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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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moothStreaming
이 캐시 동작과 연결된 오리진을 사용하여 미디어 파일을 Microsoft Smooth Streaming 형식으로
배포할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지정합니다. true에
SmoothStreaming를 지정한 경우라도 콘텐츠가 PathPattern 값과 일치하는 경우 이 캐시 동작을 사
용하여 다른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OriginId
이 캐시 동작과 일치할 때 CloudFront에서 요청을 라우팅하도록 하려는 오리진의 ID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ustedKeyGroups
CloudFront가 서명된 URL 또는 서명된 쿠키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키 그룹 목록입니
다.
캐시 동작에 신뢰할 수 있는 키 그룹이 포함된 경우 CloudFront는 캐시 동작과 일치하는 모든 요청에 대
해 서명된 URL 또는 서명된 쿠키가 필요합니다. URL 또는 쿠키는 해당 공개 키가 키 그룹에 있는 개인
키로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된 URL 또는 쿠키에는 CloudFront가 서명을 확인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공
개 키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프라이빗 콘텐
츠 제공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ustedSigners

Important
TrustedSigners 대신 TrustedKeyGroups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CloudFront가 서명된 URL 또는 서명된 쿠키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공개 키가 있는
AWS 계정 ID 목록입니다.
캐시 동작에 신뢰할 수 있는 서명자가 포함된 경우 CloudFront는 캐시 동작과 일치하는 모든 요청에
대해 서명된 URL 또는 서명된 쿠키가 필요합니다. URL 또는 쿠키는 신뢰할 수 있는 서명자의 AWS
계정에 있는 CloudFront 키 페어의 프라이빗 키로 서명되어야 합니다. 서명된 URL 또는 쿠키에는
CloudFront가 서명을 확인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공개 키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프라이빗 콘텐츠 제공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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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ewerProtocolPolicy
요청이 TargetOriginId에서 경로 패턴과 일치할 때 뷰어가 PathPattern에 의해 지정된 오리진에
있는 파일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allow-all: 뷰어는 HTTP 또는 HTTP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redirect-to-https: 뷰어가 HTTP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CloudFront는 HTTPS URL과 함께 뷰어
에게 HTTP 상태 코드 301(영구적으로 이동됨)을 반환합니다. 그러면 뷰어는 새 URL을 사용하여 이
요청을 다시 제출합니다.
• https-only: 뷰어가 HTTP 요청을 보내는 경우 CloudFront는 HTTP 상태 코드 403(금지됨)을 반환
합니다.
HTTPS 프로토콜 요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최종 사용자와
CloudFront 간에 HTTPS 필요를 참조하십시오.

Note
뷰어가 HTTPS를 사용하여 오리진에서 가져온 객체를 검색하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객
체를 가져오기 위해 다른 프로토콜을 결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HTTP를 HTTPS로
변경했다면, 캐시된 객체가 프로토콜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객체의 캐시를 지우는 것이 좋습니
다. 즉, 현재 요청 프로토콜이 이전에 사용된 프로토콜과 일치하는지와 상관없이 엣지 로케이션
이 캐시로부터 객체를 반환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캐시 만료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ow-all | https-only | redirect-to-http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CloudFront API 참조의 CacheBehavior

AWS::CloudFront::Distribution Cookies
이 필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 대신 캐시 정책 또는 오리진 요청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캐시 키에 쿠키를 포함하려면 캐시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캐시 정책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쿠키를 오리진에 전송하되 캐시 키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오리진 요청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리진 요청 정책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CloudFront가 쿠키를 오리진으로 전달하도록 할지 여부와 전달하도록 하려는 경우 어떤 쿠키를 전달할지 지
정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오리진으로 쿠키를 전달하는 자세한 방법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에
서 CloudFront가 쿠키를 전달, 캐싱 및 로깅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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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Forward" : String,
"WhitelistedNames" : [ String, ... ]

YAML
Forward: String
WhitelistedNames:
- String

Properties
Forward
이 필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 대신 캐시 정책 또는 오리진 요청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시 키에 쿠키를 포함하려면 캐시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
서의 캐시 정책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쿠키를 오리진에 전송하되 캐시 키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오리진 요청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리진 요청 정책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이 캐시 동작을 위해 오리진으로 전달할 쿠키를 지정합니다. WhitelistedNames 복합 형식으로 모든
쿠키, 없음 또는 쿠키 목록을 지정합니다.
Amazon S3는 쿠키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캐시 동작이 Amazon S3 오리진으로 요청을 전달할 때
Forward 요소에 none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 | none | whitelis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hitelistedNames
이 필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 대신 캐시 정책 또는 오리진 요청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시 키에 쿠키를 포함하려면 캐시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
서의 캐시 정책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쿠키를 오리진에 전송하되 캐시 키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오리진 요청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리진 요청 정책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Forward의 값으로 whitelist를 지정한 경우 필수입니다. CloudFront가 이 캐시 동작을 위해 오리진
으로 전달하도록 하려는 쿠키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지정하고, 선택한 쿠키를 전달하려는 경우 해당
쿠키의 이름을 지정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Forward의 값에 대해 all 또는 none을 지정하는 경우 WhitelistedNames는 생략합니다.
Forward의 값을 whitelist에서 all 또는 none로 변경하고 WhitelistedNames 요소와 그 하위 요
소를 삭제하지 않으면, CloudFront가 이들 요소를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각 캐시 동작에 대해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할 수 있는 쿠키 이름 수에 대한 현재 제한은 AWS 일반 참
조에서 Amazon CloudFront 제한을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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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CloudFront API 참조의 CookiePreference

AWS::CloudFront::Distribution CustomErrorResponse
다음을 제어하는 복합 형식:
• CloudFront가 4xx 및 5xx 범위의 HTTP 상태 코드를 사용자 지정 오류 메시지로 바꾼 후 응답을 뷰어로 반
환할지 여부입니다.
• CloudFront가 4xx 및 5xx 범위에서 HTTP 상태 코드를 캐시하는 시간입니다.
사용자 지정 오류 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류 응답 사용자 지정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rrorCachingMinTTL" : Double,
"ErrorCode" : Integer,
"ResponseCode" : Integer,
"ResponsePagePath" : String

YAML
ErrorCachingMinTTL: Double
ErrorCode: Integer
ResponseCode: Integer
ResponsePagePath: String

Properties
ErrorCachingMinTTL
CloudFront가 ErrorCode에 지정된 HTTP 상태 코드를 캐시하도록 하려는 최소 시간(초)입니다. 이 기
간이 경과하면 CloudFront가 오리진을 쿼리하여 해당 오류를 일으킨 문제가 해결되었고 요청된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류 응답 사용자 지정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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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Code
사용자 지정 오류 페이지 및/또는 캐싱 지속 시간을 지정하려는 HTTP 상태 코드.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ponseCode
CloudFront에서 사용자 지정 오류 페이지와 함께 최종 사용자에게 반환하려는 HTTP 상태 코드입니다.
오리진에서 CloudFront로 반환한 상태 코드와 다른 상태 코드를 CloudFront가 반환하도록 하려는 이유
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일부 인터넷 디바이스(예: 일부 방화벽 및 기업 프록시)에서는 HTTP 4xx 및 5xx를 가로채서 응답이 최
종 사용자에게 반환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를 200으로 대체하면 이 응답은 일반적으로 가로채지 않습
니다.
•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 오류 또는 서버 오류 중에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모든 4xx 또는 5xx 오류에
대한 ResponseCode로 400 또는 500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웹 사이트가 다운된 것을 모르도록 200 상태 코드(OK)와 정적 웹 사이트를 반환하려 할 수 있
습니다.
ResponseCode의 값을 지정하면 ResponsePagePath에 대한 값도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ponsePagePath
/4xx-errors/403-forbidden.html 등의 ErrorCode로 지정한 HTTP 상태 코드를 오리진에서 반
환할 때 CloudFront가 뷰어에게 반환하도록 하려는 사용자 지정 오류 페이지의 경로입니다. 객체와 사용
자 지정 오류 페이지를 서로 다른 위치에 저장하려는 경우, 배포에는 다음을 충족하는 캐시 동작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 [PathPattern]의 값이 사용자 지정 오류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4xx-errors라는 이름의 디렉터
리에 있는 Amazon S3 버킷에 4xx 오류에 대한 사용자 지정 오류 페이지를 저장한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배포에는 사용자 지정 오류 페이지에 대한 요청을 해당 위치로 라우팅하는 경로 패턴(예:
/4xx-errors/*)의 캐시 동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TargetOriginId의 값은 사용자 지정 오류 페이지를 포함한 오리진에 대한 ID의 값을 지정합니다.
ResponsePagePath의 값을 지정하면 ResponseCode에 대한 값도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오류 페이지를 Amazon S3 버킷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지정 오류 페이지를
HTTP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 서버에서 5xx 오류를 반환하기 시작하면 오리진 서버를 사용할 수 없으므
로 CloudFront는 최종 사용자에게 반환하려는 파일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CloudFront API 참조의 CustomError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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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loudFront::Distribution CustomOriginConfig
사용자 지정 오리진입니다.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사용자 지정 오리진은 Amazon S3 버킷이 아닌 모든 오
리진입니다. 정적 웹 사이트 호스팅으로 구성된 Amazon S3 버킷은 사용자 지정 오리진이 맞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TTPPort" : Integer,
"HTTPSPort" : Integer,
"OriginKeepaliveTimeout" : Integer,
"OriginProtocolPolicy" : String,
"OriginReadTimeout" : Integer,
"OriginSSLProtocols" : [ String, ... ]

YAML
HTTPPort: Integer
HTTPSPort: Integer
OriginKeepaliveTimeout: Integer
OriginProtocolPolicy: String
OriginReadTimeout: Integer
OriginSSLProtocols:
- String

Properties
HTTPPort
CloudFront가 오리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HTTP 포트입니다. 오리진에서 수신 대기하는 HTTP 포트
를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SPort
CloudFront가 오리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HTTPS 포트입니다. 오리진에서 수신 대기하는 HTTPS
포트를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iginKeepaliveTimeout
CloudFront가 오리진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기간(초)을 지정합니다. 최소 제한 시간은 1초이고 최댓값은
60초, 기본값은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5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리진 연결 유지 제한 시간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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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iginProtocolPolicy
CloudFront가 오리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토콜(HTTP 또는 HTTPS)을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http-only - CloudFront는 항상 HTTP를 사용하여 오리진에 연결합니다.
• match-viewer - CloudFront는 최종 사용자가 CloudFront에 연결하는 데 사용한 것과 동일한 프로토
콜을 사용하여 오리진에 연결합니다.
• https-only - CloudFront는 항상 HTTPS를 사용하여 오리진에 연결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http-only | https-only | match-viewer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iginReadTimeout
CloudFront가 오리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초)을 지정합니다. 이것을 오리진 응답 제한 시간이라고
도 합니다. 최소 제한 시간은 1초이고 최댓값은 60초, 기본값은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30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리진 응답 제한 시간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iginSSLProtocols
HTTPS를 통해 오리진에 연결할 때 CloudFront에서 사용하는 최소 SSL/TLS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 유
효한 값에는 SSLv3, TLSv1, TLSv1.1 및 TLSv1.2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최소 오리진 SSL 프로토콜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CloudFront API 참조의 CustomOriginConfig

AWS::CloudFront::Distribution DefaultCacheBehavior
CacheBehavior 요소를 지정하지 않거나 요소 URL이 CacheBehavior 요소에 있는 PathPattern의 어
떤 값과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본 캐시 동작을 설명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정확히 한 가지 기본 캐시 동작
을 만들어야 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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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owedMethods" : [ String, ... ],
"CachedMethods" : [ String, ... ],
"CachePolicyId" : String,
"Compress" : Boolean,
"DefaultTTL" : Double,
"FieldLevelEncryptionId" : String,
"ForwardedValues" : ForwardedValues (p. 1541),
"FunctionAssociations" : [ FunctionAssociation (p. 1544), ... ],
"LambdaFunctionAssociations" : [ LambdaFunctionAssociation (p. 1546), ... ],
"MaxTTL" : Double,
"MinTTL" : Double,
"OriginRequestPolicyId" : String,
"RealtimeLogConfigArn" : String,
"SmoothStreaming" : Boolean,
"TargetOriginId" : String,
"TrustedKeyGroups" : [ String, ... ],
"TrustedSigners" : [ String, ... ],
"ViewerProtocolPolicy" : String

YAML
AllowedMethods:
- String
CachedMethods:
- String
CachePolicyId: String
Compress: Boolean
DefaultTTL: Double
FieldLevelEncryptionId: String
ForwardedValues:
ForwardedValues (p. 1541)
FunctionAssociations:
- FunctionAssociation (p. 1544)
LambdaFunctionAssociations:
- LambdaFunctionAssociation (p. 1546)
MaxTTL: Double
MinTTL: Double
OriginRequestPolicyId: String
RealtimeLogConfigArn: String
SmoothStreaming: Boolean
TargetOriginId: String
TrustedKeyGroups:
- String
TrustedSigners:
- String
ViewerProtocolPolicy: String

Properties
AllowedMethods
CloudFront가 어떤 HTTP 메서드를 처리하여 Amazon S3 버킷이나 사용자 지정 오리진으로 전달할지
결정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CloudFront가 GET 및 HEAD 요청만 전달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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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Front가 GET, HEAD, OPTIONS 요청만 전달합니다.
• CloudFront가 GET, HEAD, OPTIONS, PUT, PATCH, POST, DELETE 요청만 전달합니다.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할 경우, 사용자가 특정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Amazon S3 버킷 또는 사용자 지
정 오리진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오리진에서 객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dMethods
지정된 HTTP 메서드를 사용하여 CloudFront가 요청에 대한 응답을 캐싱할지 여부를 제어하는 복합 형
식입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CloudFront가 GET 및 HEAD 요청에 대한 응답을 캐싱합니다.
• CloudFront가 GET, HEAD, OPTIONS 요청에 대한 응답을 캐싱합니다.
Amazon S3 Origin에 대해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한 경우, 응답을 올바르게 캐싱하려면 Access-ControlRequest-Method, Access-Control-Request-Headers, Origin 헤더를 전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PolicyId
기본 캐시 동작에 연결된 캐시 정책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
내서의 캐시 정책 생성 또는 관리형 캐시 정책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DefaultCacheBehavior은 CachePolicyId 또는 ForwardedValues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CachePolicyId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press
이 캐시 동작에 대해 CloudFront가 특정 파일을 자동으로 압축하도록 할지 여부. 그렇게 하려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압축 파일 제
공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TTL
이 필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캐시 정책에서 이 필드 대신 DefaultTTL 필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캐시 정책 생성 또는 관리형 캐시 정책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객체가 업데이트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CloudFront가 오리진에 다른 요청을 전달하기 전에 객체
를 CloudFront 캐시에 유지하려는 기본 시간입니다. 자신이 지정하는 값은 오리진이 객체에 Cache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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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max-age, Cache-Control s-maxage 및 Expires와 같은 HTTP 헤더를 추가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콘텐츠가 엣지 캐시에 유지
되는 기간 관리(만료)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LevelEncryptionId
기본 캐시 동작에 대해 CloudFront가 특정 데이터 필드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게 하려는 필드 수준 암
호화 구성의 ID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rwardedValues
이 필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 대신 캐시 정책 또는 오리진 요청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정책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캐시 키에 값을 포함하려면 캐시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
서의 캐시 정책 생성 또는 관리형 캐시 정책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값을 오리진에 전송하되 캐시 키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오리진 요청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리진 요청 정책 생성 또는 관리형 오리진 요청 정책 사용을 참조
하십시오.
DefaultCacheBehavior은 CachePolicyId 또는 ForwardedValues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CachePolicyId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CloudFront가 쿼리 문자열, 쿠키 및 HTTP 헤더를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ForwardedValues (p. 154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unctionAssociations
이 캐시 동작과 연결된 CloudFront 함수 목록입니다. CloudFront 함수를 LIVE 스테이지에 게시하여 캐
시 동작과 연결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unctionAssociation (p. 154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mbdaFunctionAssociations
캐시 동작에 대한 0개 이상의 Lambda@Edge 함수 연결을 포함하는 복합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mbdaFunctionAssociation (p. 154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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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TTL
이 필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캐시 정책에서 이 필드 대신 MaxTTL 필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캐시 정책 생성 또는 관리형 캐시 정책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객체가 업데이트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CloudFront가 오리진에 다른 요청을 전달하기 전에 객체
를 CloudFront 캐시에 유지하려는 최대 시간입니다. 자신이 지정하는 값은 오리진이 객체에 CacheControl max-age, Cache-Control s-maxage 및 Expires와 같은 HTTP 헤더를 추가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콘텐츠가 엣지 캐시에 유지되는 기간
관리(만료)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TTL
이 필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캐시 정책에서 이 필드 대신 MinTTL 필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캐시 정책 생성 또는 관리형 캐시 정책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객체가 업데이트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CloudFront가 오리진에 다른 요청을 전달하기 전에 객체
를 CloudFront 캐시에 유지하려는 최소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
서의 콘텐츠가 엣지 캐시에 유지되는 기간 관리(만료)를 참조하십시오.
CloudFront가 모든 헤더를 오리진으로 전달하도록 구성하는 경우(Headers 아래에서 Quantity에 1 지
정, Name에 * 지정), MinTTL에 0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iginRequestPolicyId
기본 캐시 동작에 연결된 오리진 요청 정책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
발자 안내서의 오리진 요청 정책 생성 또는 관리형 오리진 요청 정책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altimeLogConfigArn
이 캐시 동작에 연결된 실시간 로그 구성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실시간 로그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moothStreaming
이 캐시 동작과 연결된 오리진을 사용하여 미디어 파일을 Microsoft Smooth Streaming 형식으로
배포할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지정합니다. tru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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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othStreaming를 지정한 경우라도 콘텐츠가 PathPattern 값과 일치하는 경우 이 캐시 동작을 사
용하여 다른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OriginId
기본 캐시 동작을 사용할 때 CloudFront에서 요청을 라우팅하도록 하려는 오리진의 ID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ustedKeyGroups
CloudFront가 서명된 URL 또는 서명된 쿠키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키 그룹 목록입니
다.
캐시 동작에 신뢰할 수 있는 키 그룹이 포함된 경우 CloudFront는 캐시 동작과 일치하는 모든 요청에 대
해 서명된 URL 또는 서명된 쿠키가 필요합니다. URL 또는 쿠키는 해당 공개 키가 키 그룹에 있는 개인
키로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된 URL 또는 쿠키에는 CloudFront가 서명을 확인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공
개 키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프라이빗 콘텐
츠 제공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ustedSigners

Important
TrustedSigners 대신 TrustedKeyGroups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CloudFront가 서명된 URL 또는 서명된 쿠키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공개 키가 있는
AWS 계정 ID 목록입니다.
캐시 동작에 신뢰할 수 있는 서명자가 포함된 경우 CloudFront는 캐시 동작과 일치하는 모든 요청에 대
해 서명된 URL 또는 서명된 쿠키가 필요합니다. URL 또는 쿠키는 신뢰할 수 있는 서명자의 AWS 계
정에서 CloudFront 키 페어의 프라이빗 키로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된 URL 또는 쿠키에는 CloudFront
가 서명을 확인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공개 키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프라이빗 콘텐츠 제공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ewerProtocolPolicy
요청이 TargetOriginId에서 경로 패턴과 일치할 때 뷰어가 PathPattern에 의해 지정된 오리진에
있는 파일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allow-all: 뷰어는 HTTP 또는 HTTP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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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irect-to-https: 뷰어가 HTTP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CloudFront는 HTTPS URL과 함께 뷰어
에게 HTTP 상태 코드 301(영구적으로 이동됨)을 반환합니다. 그러면 뷰어는 새 URL을 사용하여 이
요청을 다시 제출합니다.
• https-only: 뷰어가 HTTP 요청을 보내는 경우 CloudFront는 HTTP 상태 코드 403(금지됨)을 반환
합니다.
HTTPS 프로토콜 요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최종 사용자와
CloudFront 간에 HTTPS 필요를 참조하십시오.

Note
뷰어가 HTTPS를 사용하여 오리진에서 가져온 객체를 검색하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객
체를 가져오기 위해 다른 프로토콜을 결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HTTP를 HTTPS로
변경했다면, 캐시된 객체가 프로토콜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객체의 캐시를 지우는 것이 좋습니
다. 즉, 현재 요청 프로토콜이 이전에 사용된 프로토콜과 일치하는지와 상관없이 엣지 로케이션
이 캐시로부터 객체를 반환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캐시 만료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ow-all | https-only | redirect-to-http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CloudFront API 참조의 DefaultCacheBehavior

AWS::CloudFront::Distribution DistributionConfig
배포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liases" : [ String, ... ],
"CacheBehaviors" : [ CacheBehavior (p. 1519), ... ],
"CNAMEs" : [ String, ... ],
"Comment" : String,
"CustomErrorResponses" : [ CustomErrorResponse (p. 1527), ... ],
"CustomOrigin" : LegacyCustomOrigin (p. 1547),
"DefaultCacheBehavior" : DefaultCacheBehavior (p. 1530),
"DefaultRootObject" : String,
"Enabled" : Boolean,
"HttpVersion" : String,
"IPV6Enabled" : Boolean,
"Logging" : Logging (p. 1549),
"OriginGroups" : OriginGroups (p. 1556),
"Origins" : [ Origin (p. 1550), ... ],
"PriceClass" : String,
"Restrictions" : Restrictions (p. 1558),
"S3Origin" : LegacyS3Origin (p. 1548),
"ViewerCertificate" : ViewerCertificate (p. 1561),

API 버전 2010-05-15
153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loudFront

}

"WebACLId" : String

YAML
Aliases:
- String
CacheBehaviors:
- CacheBehavior (p. 1519)
CNAMEs:
- String
Comment: String
CustomErrorResponses:
- CustomErrorResponse (p. 1527)
CustomOrigin:
LegacyCustomOrigin (p. 1547)
DefaultCacheBehavior:
DefaultCacheBehavior (p. 1530)
DefaultRootObject: String
Enabled: Boolean
HttpVersion: String
IPV6Enabled: Boolean
Logging:
Logging (p. 1549)
OriginGroups:
OriginGroups (p. 1556)
Origins:
- Origin (p. 1550)
PriceClass: String
Restrictions:
Restrictions (p. 1558)
S3Origin:
LegacyS3Origin (p. 1548)
ViewerCertificate:
ViewerCertificate (p. 1561)
WebACLId: String

Properties
Aliases
이 배포의 CNAME(대체 도메인 이름)이 있는 경우, CNAME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복합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Behaviors
0개 또는 그 이상의 CacheBehavior 요소가 포함된 복합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cheBehavior (p. 151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NAME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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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ment
배포를 설명하는 선택적 설명입니다. 설명은 128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ErrorResponses
다음을 제어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 CloudFront가 4xx 및 5xx 범위의 HTTP 상태 코드를 사용자 지정 오류 메시지로 바꾼 후 응답을 뷰어
로 반환할지 여부입니다.
• CloudFront가 4xx 및 5xx 범위에서 HTTP 상태 코드를 캐시하는 시간입니다.
사용자 지정 오류 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류 응답 사용자
지정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CustomErrorResponse (p. 152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Origi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LegacyCustomOrigin (p. 15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CacheBehavior
CacheBehavior 요소를 지정하지 않거나 파일이 CacheBehavior 요소에 있는 PathPattern의 어
떤 값과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본 캐시 동작을 설명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정확히 한 가지 기본 캐시
동작을 만들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faultCacheBehavior (p. 15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RootObject
뷰어가 배포의 객체(http://www.example.com/product-description.html)가 아닌 배포의 루
트 URL(http://www.example.com)을 요청할 때 CloudFront가 소스(예: index.html)으로부터 요
청할 객체입니다. 기본 루트 객체를 지정하면 배포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index.html과 같이 객체 이름만 지정하십시오. 객체 이름 앞에 /를 추가하지 마십시오.
배포를 만들 때 기본 루트 객체를 지정하지 않으려면 빈 DefaultRootObject 요소를 포함시킵니다.
기존 배포에서 기본 루트 객체를 삭제하려면 배포 구성을 업데이트하고 빈 DefaultRootObject 요소
를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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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루트 객체를 바꾸려면 배포 구성을 업데이트하고 새 객체를 지정합니다.
기본 루트 객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기본 루트 객체 만들기 단원
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이 필드에서 선택한 배포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Version
(선택 사항) 뷰어와 CloudFront의 통신에 사용할 최대 HTTP 버전을 지정합니다. 새로운 웹 배포의 기본
값은 http1.1입니다.
뷰어와 CloudFront가 HTTP/2를 사용하는 경우 최종 사용자는 TLS 1.2 이상을 지원해야 하며
SNI(Server Name Identification)를 지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CloudFront에서 HTTP/2를 사용하는 뷰어와 통신하도록 구성할 경우 대기 시간이 감소합니
다. HTTP/2에 대해 최적화하여 성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http1.1 | http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PV6Enabled
CloudFront가 배포의 IPv6 주소로 IPv6 DNS 요청에 응답하게 하려면 true를 지정합니다. false를 지
정하는 경우 CloudFront는 DNS 응답 코드 NOERROR가 있고 IP 주소는 없는 IPv6 DNS 요청에 응답합니
다. 이렇게 하면 최종 사용자가 배포의 IPv4 주소에 대해 두 번째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액세스하려는 사용자 중에 IPv6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있을 경우 IPv6를 사용하도
록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명된 URL이나 서명된 쿠키를 사용하여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
고, IpAddress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사용자 지정 정책을 사용하여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IP 주소
를 제한하려면 IPv6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마십시오. 일부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IP 주소에 따라 제
한하고, 다른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는 제한하지 않으려면(또는 액세스를 제한하되 IP 주소로 제한하지
않으려면), 두 개의 배포를 만들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사용자
지정 정책을 사용하여 서명된 URL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Route 53 AWS Integration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사용하여 CloudFront 배포로 트래픽 경
로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두 번째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 배포에 대해 IPv6를 사용하도록 설정함
• 객체의 URL에 대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함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AWS Integration 개발자 안내서에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Amazon
CloudFront 웹 배포로 트래픽 라우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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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Route 53 AWS Integration 또는 다른 DNS 서비스를 사용하여 CNAME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만들었을 경우 아무것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CNAME 레코드는 최종 사용자 요청의 IP 주소 형식과
상관없이 배포로 트래픽을 라우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ing
배포에 대해 액세스 로그를 기록할지 결정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로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CloudFront용 액세스 로그를 참조하십
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Logging (p. 154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iginGroups
이 배포의 오리진 그룹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복합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riginGroups (p. 15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igins
이 배포의 오리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복합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rigin (p. 155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ceClass
CloudFront 서비스를 위해 지급하려는 최고 가격에 해당하는 요금 계층을 선택합니다.
PriceClass_All을 지정하면 CloudFront가 모든 CloudFront 엣지 로케이션에서의 객체에 대한 요청
에 응답합니다.
PriceClass_All 이외의 요금 계층을 지정하면 CloudFront가 해당 요금 계층의 엣지 로케이션 중에서
지연 시간이 가장 낮은 CloudFront 엣지 로케이션에서 객체를 제공합니다. 지정된 요금 계층에서 제외된
리전에 있거나 그 근처에 있는 뷰어는 성능 저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요금 계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에서 CloudFront 배포의 요금 계
층 선택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요금 등급(예: 요금 등급 100)이 CloudFront 리전에 매핑되는 방식 및
CloudFront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요금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PriceClass_100 | PriceClass_200 | PriceClass_Al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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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ons
콘텐츠의 배포를 제한하는 방법을 식별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trictions (p. 155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Origi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LegacyS3Origin (p. 15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ewerCertificate
최종 사용자와 통신하기 위한 배포의 SSL/TLS 구성을 결정하는 복합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ewerCertificate (p. 156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bACLId
이 배포와 연결할 AWS WAF 웹 ACL(있는 경우)을 지정하는 고유 식별자입니다. 최신 버전
의 AWS WAF를 사용하여 생성된 웹 ACL을 지정하려면 ACL ARN(예: arn:aws:wafv2:useast-1:123456789012:global/webacl/ExampleWebACL/473e64fdf30b-4765-81a0-62ad96dd167a)을 사용합니다. AWS WAF Classic을 사용하여 생성된 웹 ACL을
지정하려면 ACL ID(예: 473e64fd-f30b-4765-81a0-62ad96dd167a)를 사용합니다.
AWS WAF는 CloudFront에 전달되는 HTTP 및 HTTPS 요청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고 콘텐츠에 대
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입니다. 요청이 시작되는 IP 주소 또는 쿼리
문자열의 값과 같이 사용자가 지정하는 조건에 따라 CloudFront는 요청된 콘텐츠 또는 HTTP 403 상태
코드(사용 권한 없음)로 요청에 응답합니다. 또한 요청이 차단될 때 사용자 지정 오류 페이지를 반환하도
록 CloudFront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AWS WAF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
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CloudFront API 참조의 DistributionConfig

AWS::CloudFront::Distribution ForwardedValues
이 필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 대신 캐시 정책 또는 오리진 요청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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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키에 값을 포함하려면 캐시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캐
시 정책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값을 오리진에 전송하되 캐시 키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오리진 요청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리진 요청 정책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CloudFront가 쿼리 문자열, 쿠키 및 HTTP 헤더를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okies" : Cookies (p. 1525),
"Headers" : [ String, ... ],
"QueryString" : Boolean,
"QueryStringCacheKeys" : [ String, ... ]

YAML
Cookies:
Cookies (p. 1525)
Headers:
- String
QueryString: Boolean
QueryStringCacheKeys:
- String

Properties
Cookies
이 필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 대신 캐시 정책 또는 오리진 요청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시 키에 쿠키를 포함하려면 캐시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
서의 캐시 정책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쿠키를 오리진에 전송하되 캐시 키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오리진 요청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리진 요청 정책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CloudFront가 쿠키를 오리진으로 전달하도록 할지 여부와 전달하도록 하려는 경우 어떤 쿠키를 전달할
지 지정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오리진으로 쿠키를 전달하는 자세한 방법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에서 CloudFront가 쿠키를 전달, 캐싱 및 로깅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Cookies (p. 15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ders
이 필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 대신 캐시 정책 또는 오리진 요청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시 키에 헤더를 포함하려면 캐시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
서의 캐시 정책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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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를 오리진에 전송하되 캐시 키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오리진 요청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리진 요청 정책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CloudFront에서 이 캐시 동작의 오리진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Headers(화이트리스트 지정 헤더)를 지정
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사용자가 지정하는 헤더에 대해, CloudFront는 최종 사용자 요청의 헤더 값을 기
준으로 지정된 객체의 각 버전을 캐시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에서 요청 헤더에 따라 콘텐츠 캐싱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String
이 필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 대신 캐시 정책 또는 오리진 요청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시 키에 쿼리 문자열을 포함하려면 캐시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
자 안내서의 캐시 정책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쿼리 문자열을 오리진에 전송하되 캐시 키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오리진 요청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리진 요청 정책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CloudFront가 이 캐시 동작과 연결된 오리진에 쿼리 문자열을 전달하고 쿼리 문자열 파라미터를 기준으
로 캐싱할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CloudFront 동작은 QueryString 값 및 QueryStringCacheKeys에
지정한 값(있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QueryString을 true로 지정하고 QueryStringCacheKeys에 아무 값도 지정하지 않을 경우
CloudFront는 모든 쿼리 문자열 파라미터를 오리진으로 전달하고 모든 쿼리 문자열 파라미터를 기준으
로 캐싱합니다. 쿼리 문자열 파라미터 및 값의 개수에 따라 CloudFront가 오리진에 더 많은 요청을 전달
해야 하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QueryString을 true로 지정하고 QueryStringCacheKeys에 하나 이상의 값을 지정할 경우
CloudFront는 모든 쿼리 문자열 파라미터를 오리진으로 전달하지만 사용자가 지정한 쿼리 문자열 파라
미터만 기준으로 캐싱합니다.
QueryString을 false로 지정할 경우 CloudFront는 오리진으로 어떤 쿼리 문자열 파라미터도 전달하지
않고 쿼리 문자열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캐싱하지도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에서 쿼리 문자열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캐싱하도록
CloudFront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StringCacheKeys
이 필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 대신 캐시 정책 또는 오리진 요청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시 키에 쿼리 문자열을 포함하려면 캐시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
자 안내서의 캐시 정책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쿼리 문자열을 오리진에 전송하되 캐시 키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오리진 요청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리진 요청 정책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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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ront가 이 캐시 동작에 대한 캐싱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쿼리 문자열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된 복합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CloudFront API 참조의 ForwardedValues

AWS::CloudFront::Distribution FunctionAssociation
CloudFront 배포의 캐시 동작과 연결된 CloudFront 함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ventType" : String,
"FunctionARN" : String

YAML
EventType: String
FunctionARN: String

Properties
EventType
함수의 이벤트 유형(viewer-request 또는 viewer-response)입니다. CloudFront 함수와 함께 원본
방향 이벤트 유형(origin-request 및 origin-response)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rigin-request | origin-response | viewer-request | viewer-respons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unctionARN
함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8
Pattern: arn:aws:cloudfront::[0-9]{12}:function\/[a-zA-Z0-9-_]{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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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Distribution GeoRestriction
콘텐츠가 배포되는 국가를 제어하는 복합 유형입니다. CloudFront는 MaxMind GeoIP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지리적 제한을 비활성화려면 스택 템플릿에서 제한 속성을 제거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ocations" : [ String, ... ],
"RestrictionType" : String

YAML
Locations:
- String
RestrictionType: String

Properties
Locations
CloudFront가 콘텐츠를 배포하게 하거나(whitelist) 콘텐츠를 배포하지 못하게 하려는(blacklist)
각 국가에 대한 Location 요소를 포함한 복합 형식입니다.
Location 요소는 blacklist이나 whitelist에 포함시키려는 국가에 대해 두 자리의 대문자 국가 코
드입니다. 각 국가마다 한 개의 Location 요소를 포함시킵니다.
CloudFront와 MaxMind는 모두 ISO 3166 국가 코드를 사용합니다. 최신 국가 및 해당 코드 목록을 보
려면 ISO 3166-1-alpha-2국제표준화기구 웹 사이트에서 코드를 참조하십시오. CloudFront 콘솔에
서도 국가 이름과 코드가 모두 나와 있는 국가 목록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trictionType
국가별로 콘텐츠의 배포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방법:
• none: 지리적 제한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의 지리적 위치에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
한하지 않습니다.
• blacklist: Location 요소는 CloudFront가 콘텐츠를 배포할 수 없게 하려는 국가를 지정합니다.
• whitelist: Location 요소는 CloudFront가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게 하려는 국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lacklist | none | whitelis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154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loudFront

참고 항목
• Amazon CloudFront API 참조의 GeoRestriction

AWS::CloudFront::Distribution LambdaFunctionAssociation
Lambda@Edge 함수 연결을 포함하는 복합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ventType" : String,
"IncludeBody" : Boolean,
"LambdaFunctionARN" : String

YAML
EventType: String
IncludeBody: Boolean
LambdaFunctionARN: String

Properties
EventType
Lambda@Edge 함수 호출을 트리거하는 이벤트 유형을 지정합니다. 다음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viewer-request: 이 함수는 CloudFront가 뷰어로부터 요청을 수신하면 실행되며, 요청된 객체가
에지 캐시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origin-request: 이 함수는 CloudFront가 오리진으로 요청을 전송할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요청된
객체가 엣지 캐시에 저장되어 있으면 함수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 origin-response: 이 함수는 CloudFront가 오리진으로부터 응답을 수신한 후 실행되어 응답의 객
체를 캐싱합니다. 요청된 객체가 엣지 캐시에 저장되어 있으면 함수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 viewer-response: 이 함수는 요청된 객체를 CloudFront가 뷰어에 반환하기 전에 실행됩니다. 이 함
수는 객체가 엣지 캐시에 이미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행됩니다.
오리진이 HTTP 200(OK) 외의 HTTP 상태 코드를 반환하면 함수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rigin-request | origin-response | viewer-request | viewer-respons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Body
Lambda@Edge 함수가 본문 내용에 대한 읽기 액세스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플래그입니다. 자세
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본문 포함 옵션을 선택해 요청 본문에 액세스를 참조하
십시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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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mbdaFunctionARN
Lambda@Edge 함수의 ARN입니다. 함수 버전의 ARN을 지정해야 합니다. 별칭 또는 $LATEST는 지정
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CloudFront API 참조의 LambdaFunctionAssociation

AWS::CloudFront::Distribution LegacyCustomOrigin
LegacyCustomOrigin 속성 유형은 AWS::CloudFront::Distribution (p. 1516)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을(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NSName" : String,
"HTTPPort" : Integer,
"HTTPSPort" : Integer,
"OriginProtocolPolicy" : String,
"OriginSSLProtocols" : [ String, ... ]

YAML
DNSName: String
HTTPPort: Integer
HTTPSPort: Integer
OriginProtocolPolicy: String
OriginSSLProtocols:
- String

Properties
DNSNam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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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ort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SPort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iginProtocolPolicy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iginSSLProtocol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Distribution LegacyS3Origin
LegacyS3Origin 속성 유형은 AWS::CloudFront::Distribution (p. 1516)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을(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NSName" : String,
"OriginAccessIdentity" : String

YAML
DNSName: String
OriginAccessIdentity: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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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NSNam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iginAccessIdentity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Distribution Logging
배포에 대해 액세스 로그를 기록할지 결정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 : String,
"IncludeCookies" : Boolean,
"Prefix" : String

YAML
Bucket: String
IncludeCookies: Boolean
Prefix: String

Properties
Bucket
액세스 로그를 저장할 Amazon S3 버킷(예: myawslogbucket.s3.amazonaws.com).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Cookies
CloudFront가 액세스 로그에 쿠키를 포함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IncludeCookies에 true를 지정
하십시오. 로그에 쿠키를 포함하도록 선택하면 이 배포에 대한 캐시 동적을 어떻게 구성하든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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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ront가 모든 쿠키를 로깅합니다. 배포를 만들 때 쿠키를 포함하지 않으려 하거나, 기존 배포에 대
해 쿠키 포함을 비활성화하려는 경우 IncludeCookies를 false로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CloudFront가 이 배포에 대한 액세스 로그 filenames에 접두사로 추가하게 하려는 선택적 문자열(예:
myprefix/)입니다. 로깅을 활성화하되 접두사를 지정하지는 않으려는 경우에도 Logging 요소에 빈
Prefix 요소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CloudFront API 참조의 LoggingConfig

AWS::CloudFront::Distribution Origin
오리진입니다.
오리진은 콘텐츠가 저장되고 CloudFront가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할 콘텐츠를 가져오는 위치입니다. 오리진
을 지정하려면
• 정적 웹 사이트 호스팅으로 구성되지 않은 Amazon S3 버킷을 지정하려면 S3OriginConfig를 사용합니
다.
• 다음을 포함한 다른 모든 종류의 오리진을 지정하려면 CustomOriginConfig를 사용합니다.
• 정적 웹 사이트 호스팅으로 구성된 Amazon S3 버킷
• Elastic Load Balancing 로드 밸런서
• AWS Elemental MediaPackage 엔드포인트
• AWS Elemental MediaStore 컨테이너
• Amazon EC2 인스턴스 또는 다른 유형의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다른 모든 HTTP 서버
배포당 지정할 수 있는 현재 최대 오리진 수는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이전에는 할당량을 제한이
라고 했음)의 웹 배포용 일반 할당량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onnectionAttempts" : Integer,
"ConnectionTimeout" : Integer,
"CustomOriginConfig" : CustomOriginConfig (p. 1529),
"DomainName" : String,
"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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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CustomHeaders" : [ OriginCustomHeader (p. 1553), ... ],
"OriginPath" : String,
"OriginShield" : OriginShield (p. 1557),
"S3OriginConfig" : S3OriginConfig (p. 1559)

YAML
ConnectionAttempts: Integer
ConnectionTimeout: Integer
CustomOriginConfig:
CustomOriginConfig (p. 1529)
DomainName: String
Id: String
OriginCustomHeaders:
- OriginCustomHeader (p. 1553)
OriginPath: String
OriginShield:
OriginShield (p. 1557)
S3OriginConfig:
S3OriginConfig (p. 1559)

Properties
ConnectionAttempts
CloudFront가 오리진에 연결을 시도하는 횟수입니다. 최소 수는 1이고 최대값은 3이며 기본값은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3입니다.
사용자 지정 오리진(정적 웹 사이트 호스팅으로 구성된 Amazon S3 버킷 포함)의 경우 이 값은 오리진
응답 제한 시간이 발생했을 때 CloudFront가 오리진에서 응답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횟수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리진 연결 시도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ionTimeout
오리진에 대한 연결을 설정하려고 할 때 CloudFront가 대기하는 시간(초)입니다. 최소 제한 시간은 1초
이고 최대값은 10초이며 기본값은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10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리진 연결 제한 시간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OriginConfig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Amazon S3 버킷이 아닌 오리진을 지정하려면 이 유형을 사용합니다. Amazon
S3 버킷이 정적 웹 사이트 호스팅으로 구성된 경우 이 유형을 사용합니다. Amazon S3 버킷이 정적 웹
사이트 호스팅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신 S3OriginConfig 유형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CustomOriginConfig (p.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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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Name
오리진의 도메인 이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리진 도메인 이름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
원본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이 값은 배포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이 값을 사용하여 CacheBehavior 또는 DefaultCacheBehavior에서 TargetOriginId를 지정합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iginCustomHeaders
CloudFront가 오리진에 보내는 요청에 추가하는 HTTP 헤더 이름 및 값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리진 요청에 사용자 지정 헤더 추가를 참조하십
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OriginCustomHeader (p. 155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iginPath
CloudFront가 오리진의 콘텐츠를 요청할 때 오리진 도메인 이름에 추가하는 선택적 경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리진 경로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iginShield
CloudFront Origin Shield입니다. Origin Shield를 사용하면 오리진의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Origin Shield 사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OriginShield (p. 155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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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OriginConfig
정적 웹 사이트 호스팅으로 구성되지 않은 Amazon S3 버킷인 오리진을 지정하려면 이 유형을 사용합니
다. 정적 웹 사이트 호스팅으로 구성된 Amazon S3 버킷을 포함하여 다른 유형의 오리진을 지정하려면
대신 CustomOriginConfig 유형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S3OriginConfig (p. 155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CloudFront API 참조의 Origin

AWS::CloudFront::Distribution OriginCustomHeader
이 배포에 대한 HeaderName 및 HeaderValue 요소(있는 경우)가 포함된 복합 형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eaderName" : String,
"HeaderValue" : String

YAML
HeaderName: String
HeaderValue: String

Properties
HeaderName
CloudFront가 오리진에 전송할 헤더의 이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리진 요청에 사용자 지정 헤더 추가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derValue
HeaderName 필드에 지정한 헤더의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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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CloudFront API 참조의 OriginCustomHeader

AWS::CloudFront::Distribution OriginGroup
오리진 그룹에는 두 개의 오리진(기본 오리진과 장애 조치를 위한 두 번째 오리진)과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애
조치 기준이 포함됩니다. CloudFront에서 오리진 장애 조치를 지원할 오리진 그룹을 생성합니다. 배포를 생
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단일 오리진 대신 오리진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장애 조치 조건
에서 CloudFront는 기본 오리진에서 두 번째 오리진으로 장애 조치를 수행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ailoverCriteria" : OriginGroupFailoverCriteria (p. 1555),
"Id" : String,
"Members" : OriginGroupMembers (p. 1556)

YAML
FailoverCriteria:
OriginGroupFailoverCriteria (p. 1555)
Id: String
Members:
OriginGroupMembers (p. 1556)

Properties
FailoverCriteria
오리진 그룹의 장애 조치 기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Required: 예
Type: OriginGroupFailoverCriteria (p. 15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
오리진 그룹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mbers
오리진 그룹의 오리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복합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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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OriginGroupMembers (p. 15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Distribution OriginGroupFailoverCriteria
CloudFront가 기본 오리진에서 두 번째 오리진으로 장애 조치할 상태 코드 등, 오리진 그룹의 장애 조치 기준
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복합 데이터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atusCodes" : StatusCodes (p. 1560)

YAML
StatusCodes:
StatusCodes (p. 1560)

Properties
StatusCodes
기본 오리진에서 반환될 때 CloudFront가 두 번째 오리진으로 장애 조치하도록 트리거하는 상태 코드입
니다.
Required: 예
Type: StatusCodes (p. 15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Distribution OriginGroupMember
오리진 그룹의 오리진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riginId" : String

YAML
OriginI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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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OriginId
오리진 그룹 내 오리진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Distribution OriginGroupMembers
오리진 그룹에 포함된 오리진의 복합 데이터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tems" : [ OriginGroupMember (p. 1555), ... ],
"Quantity" : Integer

YAML
Items:
- OriginGroupMember (p. 1555)
Quantity: Integer

Properties
Items
오리진 그룹의 항목(오리진)입니다.
Required: 예
Type: OriginGroupMember (p. 1555) 목록
Maximum: 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antity
오리진 그룹의 오리진 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Distribution OriginGroups
분포에 대해 지정된 오리진 그룹의 복합 데이터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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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tems" : [ OriginGroup (p. 1554), ... ],
"Quantity" : Integer

YAML
Items:
- OriginGroup (p. 1554)
Quantity: Integer

Properties
Items
배포의 항목(오리진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riginGroup (p. 155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antity
오리진 그룹의 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Distribution OriginShield
CloudFront Origin Shield입니다.
Origin Shield를 사용하면 오리진의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
내서의 Origin Shield 사용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OriginShieldRegion" : String

YAML
Enabled: Boolean

API 버전 2010-05-15
155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loudFront
OriginShieldRegion: String

Properties
Enabled
Origin Shield의 활성화 여부를 지정하는 플래그입니다.
이 플래그가 활성화되면 CloudFront는 오리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Origin Shield를 통해 모
든 요청을 라우팅합니다. 이 플래그가 비활성화되면 CloudFront는 여러 엣지 로케이션 또는 리전 엣지
캐시에서 오리진으로 직접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iginShieldRegion
Origin Shield의 AWS 리전입니다.
원본에 대한 대기 시간이 가장 낮은 AWS 리전을 지정합니다. 리전을 지정할 때는 리전 이름이 아닌 리
전 코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동부(오하이오) 리전은 us-east-2로 지정합니다.
CloudFront Origin Shield를 사용하는 경우 Origin Shield의 AWS 리전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할 수 있
는 AWS 리전 목록과 원본에 가장 적합한 리전 선택에 대한 도움말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
서에서 Origin Shield에 대한 AWS 리전 선택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
Pattern: [a-z]{2}-[a-z]+-\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Distribution Restrictions
콘텐츠의 배포를 제한하는 방법을 식별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eoRestriction" : GeoRestriction (p. 1545)

YAML
GeoRestriction:
GeoRestriction (p.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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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GeoRestriction
콘텐츠가 배포되는 국가를 제어하는 복합 유형입니다. CloudFront는 MaxMind GeoIP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지리적 제한을 비활성화려면 스택 템플릿에서 제한 속성을 제거
합니다.
Required: 예
Type: GeoRestriction (p. 154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CloudFront API 참조의 Restrictions

AWS::CloudFront::Distribution S3OriginConfig
Amazon S3 오리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오리진이 웹 사이트 엔드포인트로 구성된 사
용자 지정 오리진 또는 S3 버킷인 경우 CustomOriginConfig 요소를 대신 사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riginAccessIdentity" : String

YAML
OriginAccessIdentity: String

Properties
OriginAccessIdentity
오리진과 연결할 CloudFront 오리진 액세스 ID입니다. 뷰어가 CloudFront를 통해 Amazon S3 버킷에 있
는 객체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오리진 액세스 ID를 사용하여 오리진을 구성합니다. 값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origin-access-identity/cloudfront/ID-of-origin-access-identity
ID-of-origin-access-identity 는 오리진 액세스 ID를 생성할 때 CloudFront가 ID 요소에 반환
하는 값입니다.
뷰어가 CloudFront URL 또는 Amazon S3 URL을 사용하여 객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빈
OriginAccessIdentity 요소를 지정합니다.
기존 배포에서 오리진 액세스 ID를 삭제하려면 배포 구성을 업데이트하고 빈
OriginAccessIdentity 요소를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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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진 액세스 ID를 바꾸려면 배포 구성을 업데이트하고 새 오리진 액세스 ID를 지정합니다.
오리진 액세스 I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CloudFront를 통한 프라
이빗 콘텐츠 제공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CloudFront API 참조의 S3OriginConfig

AWS::CloudFront::Distribution StatusCodes
기본 오리진에서 반환될 때 CloudFront가 두 번째 오리진으로 장애 조치하도록 트리거하는, 지정한 상태 코
드의 복합 데이터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tems" : [ Integer, ... ],
"Quantity" : Integer

YAML
Items:
- Integer
Quantity: Integer

Properties
Items
오리진 그룹의 항목(상태 코드)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antity
상태 코드의 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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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loudFront::Distribution ViewerCertificate
최종 사용자와 통신하기 위한 배포의 SSL/TLS 구성을 결정하는 복합 유형입니다.
배포에서 Aliases(대체 도메인 이름 또는 CNAME이라고도 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
배포에서 d111111abcdef8.cloudfront.net 같은 CloudFront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면
CloudFrontDefaultCertificate를 true로 설정하고 다른 모든 필드는 비워 둡니다.
배포에서 Aliases(대체 도메인 이름 또는 CNAME)를 사용하는 경우 이 유형의 필드를 사용하여 다음 설정
을 지정합니다.
• 배포에서 HTTPS 연결을 허용하는 최종 사용자: 서버 이름 표시 (SNI)를 지원하는 최종 사용자(권장) 또는
SNI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최종 사용자만.
• SNI를 지원하는 최종 사용자의 HTTPS 연결만 허용하려면 SSLSupportMethod를 sni-only로 설정
합니다.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브라우저 및 클라이언트가 SNI를 지원합니다. (CloudFormation
에서 필드 이름은 SslSupportMethod입니다. 대소문자에 유의하십시오.)
• SNI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최종 사용자의 HTTPS 연결을 허용하려면
SSLSupportMethod를 vip로 설정합니다.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며 CloudFront에서 월별 요금이 추가
로 발생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 필드 이름은 SslSupportMethod입니다. 대소문자에 유의하십시
오.)
• 배포가 최종 사용자와 통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최소 SSL/TLS 프로토콜 버전입니다. 최소 버전을 지정
하려면 MinimumProtocolVersion에 대한 값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보안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 SSL/TLS 인증서, AWS Certificate Manager(ACM)(권장) 또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의 위치입니다. 다음 필드 중 하나(둘 다 아님)에 값을 설정하여 위치를 지정합니다.
• ACMCertificateArn(CloudFormation에서 이 필드 이름은 AcmCertificateArn입니다. 대소문자에
유의하십시오.)
• IAMCertificateId(CloudFormation에서 이 필드 이름은 IamCertificateId입니다. 대소문자에 유
의하십시오.)
모든 배포는 최종 사용자의 HTTPS 연결을 지원합니다. 최종 사용자가 HTTPS만 사용하도록 하려
거나, HTTP에서 HTTPS로 리디렉션하려면 CacheBehavior 또는 DefaultCacheBehavior에
ViewerProtocolPolicy를 사용합니다. CloudFront가 SSL/TLS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오리진과 통신하
는 방법을 지정하려면 CustomOriginConfig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CloudFront와 함께 HTTPS 사용 및 대체 도메인 이름과
HTTPS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mCertificateArn" : String,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 Boolean,
"IamCertificateId" : String,
"MinimumProtocolVersion" : String,
"SslSupportMethod" : String

YAML
AcmCertificateArn: String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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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CertificateId: String
MinimumProtocolVersion: String
SslSupportMethod: String

Properties
AcmCertificateArn

Note
CloudFormation에서 이 필드 이름은 AcmCertificateArn입니다. 대소문자에 유의하십시오.
배포가 Aliases(대체 도메인 이름 또는 CNAME)를 사용하고 SSL/TLS 인증서가 AWS Certificate
Manager(ACM)에 저장된 경우 ACM 인증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제공합니다. CloudFront는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리전(us-east-1)의 ACM 인증서만 지원합니다.
ACM 인증서 ARN을 지정하는 경우 MinimumProtocolVersion 및 SSLSupportMethod에 대한 값도
지정해야 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 필드 이름은 SslSupportMethod입니다. 대소문자에 유의하십
시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배포에서 d111111abcdef8.cloudfront.net과 같은 CloudFront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이
필드를 true로 설정합니다.
배포에서 Aliases(대체 도메인 이름 또는 CNAME)를 사용하는 경우 이 필드를 false로 설정하고 다
음 필드에 값을 지정합니다.
• ACMCertificateArn 또는 IAMCertificateId(하나에만 값 지정)
CloudFormation에서 이들 필드 이름은 AcmCertificateArn 및 IamCertificateId입니다. 대소
문자에 유의하십시오.
• MinimumProtocolVersion
• SSLSupportMethod(CloudFormation에서 이 필드 이름은 SslSupportMethod입니다. 대소문자에
유의하십시오.)
Required: 조건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amCertificateId

Note
CloudFormation에서 이 필드 이름은 IamCertificateId입니다. 대소문자에 유의하십시오.
배포에서 Aliases(대체 도메인 이름 또는 CNAME)를 사용하고 SSL/TLS 인증서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AWS IAM)에 저장된 경우 IAM 인증서의 ID를 제공합니다.
IAM 인증서 ID를 지정하는 경우 MinimumProtocolVersion 및 SSLSupportMethod에 대한 값도 지
정해야 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 필드 이름은 SslSupportMethod입니다. 대소문자에 유의하십시
오.)
Required: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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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imumProtocolVersion
배포에서 Aliases(대체 도메인 이름 또는 CNAME)를 사용하는 경우 CloudFront에서 최종 사용자와의
HTTPS 연결에 사용할 보안 정책을 지정합니다. 보안 정책은 다음 두 가지 설정을 결정합니다.
• CloudFront가 최종 사용자와 통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최소 SSL/TLS 프로토콜입니다.
• CloudFront가 최종 사용자로 반환하는 콘텐츠를 암호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암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보안 정책 및 최종 사용자와 CloudFront 간에 지원
되는 프로토콜 및 암호를 참조하십시오.

Note
CloudFront 콘솔에서는 이 설정을 보안 정책이라고 합니다.
SNI만 사용하는 경우(SSLSupportMethod를 sni-only로 설정), TLSv1 이상을 지정해야 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 필드 이름은 SslSupportMethod입니다. 대소문자에 유의하십시오.)
배포에서 d111111abcdef8.cloudfront.net(CloudFrontDefaultCertificate를 true로 설
정)과 같은 CloudFront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CloudFront는 여기에서 설정한 값에 관계없이 자동
으로 보안 정책을 TLSv1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SLv3 | TLSv1 | TLSv1.1_2016 | TLSv1.2_2018 | TLSv1.2_2019 |
TLSv1.2_2021 | TLSv1_20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slSupportMethod

Note
CloudFormation에서 이 필드 이름은 SslSupportMethod입니다. 대소문자에 유의하십시오.
배포에서 Aliases(대체 도메인 이름 또는 CNAME)를 사용하는 경우 배포에서 HTTPS 연결을 허용하
는 최종 사용자를 지정합니다.
• sni-only — 배포에서는 서버 이름 표시(SNI)를 지원하는 최종 사용자의 HTTPS 연결만 허용합니
다.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브라우저 및 클라이언트가 SNI를 지원합니다.
• vip — 배포에서는 SNI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최종 사용자의 HTTPS 연결을 허용합
니다.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며 CloudFront에서 월별 요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static-ip - CloudFront 팀이 배포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값을 지정하지 마십
시오. 배포에 고정 IP 주소가 필요한 사용 사례가 있는 경우 AWS Support Center를 통해 CloudFront
에 문의하세요.
배포에서 d111111abcdef8.cloudfront.net과 같은 CloudFront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이
필드에 값을 설정하지 마십시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ni-only | static-ip | vi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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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mazon CloudFront API 참조의 ViewerCertificate

AWS::CloudFront::Function
CloudFront 함수를 생성합니다.
함수를 만들려면 함수 코드 그리고 함수에 대한 몇 가지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응답에는 함수와 함수의 스
테이지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함수를 생성하면 함수는 DEVELOPMENT 스테이지에 있습니다. 이 스테이지에서는 CloudFront
콘솔(또는 CloudFront API의 TestFunction 사용)에서 함수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CloudFront 배포와 함께 함수를 사용할 준비가 되면 LIVE 스테이지에 함수를 게시합니다. CloudFront 콘
솔 또는 CloudFront API의 PublishFunction을 사용하거나 AutoPublish 속성을 true로 설정하여
AWS::CloudFront::Function 리소스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함수가
LIVE 스테이지에 게시되면 함수의 ARN을 사용하여 배포의 캐시 동작에 함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가 생성될 때 LIVE 스테이지에 함수를 자동으로 게시하려면 AutoPublish 속성을 true(으)로 설
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Front::Function",
"Properties" : {
"AutoPublish" : Boolean,
"FunctionCode" : String,
"FunctionConfig" : FunctionConfig (p. 1566),
"FunctionMetadata" : FunctionMetadata (p. 1566),
"Name" : String
}

YAML
Type: AWS::CloudFront::Function
Properties:
AutoPublish: Boolean
FunctionCode: String
FunctionConfig:
FunctionConfig (p. 1566)
FunctionMetadata:
FunctionMetadata (p. 1566)
Name: String

Properties
AutoPublish
스테이지를 생성할 때 함수를 LIVE 스테이지에 자동으로 게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플래그입니다.
LIVE 스테이지에 자동으로 게시하려면 이 속성을 true(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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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unctionCode
함수 코드입니다. CloudFront 함수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CloudFront 함수에 대한 함수 코드 작성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unctionConfig
CloudFront 함수에 대한 구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unctionConfig (p. 156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unctionMetadata
CloudFront 함수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unctionMetadata (p. 156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함수를 식별하는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a-zA-Z0-9-_]{1,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Fn::GetAtt
FunctionARN
함수의 ARN입니다. 예:
arn:aws:cloudfront::123456789012:function/ExampleFunction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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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ARN을 가져오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GetAtt Function_Logical_ID.FunctionMetadata.FunctionARN
FunctionMetadata.Function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AWS::CloudFront::Function FunctionConfig
CloudFront 함수에 대한 구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ment" : String,
"Runtime" : String

YAML
Comment: String
Runtime: String

Properties
Comment
함수를 설명하는 설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ntime
함수의 런타임 환경입니다. 유일한 유효 값은 cloudfront-js-1.0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loudfront-js-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Function FunctionMetadata
CloudFront 함수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156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loudFront

JSON
{
}

"FunctionARN" : String

YAML
FunctionARN: String

Properties
FunctionARN
함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RN은 함수를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KeyGroup
키 그룹입니다.
키 그룹에는 CloudFront 서명된 URL 및 서명된 쿠키에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키 목록이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Front::KeyGroup",
"Properties" : {
"KeyGroupConfig" : KeyGroupConfig (p. 1568)
}

YAML
Type: AWS::CloudFront::KeyGroup
Properties:
KeyGroupConfig:
KeyGroupConfig (p. 1568)

Properties
KeyGroupConfig
키 그룹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KeyGroupConfig (p.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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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키 그룹의 ID를 반환합니다. 예:
e9fcd3cf-f3f4-4b61-bd85-9ba9e091b309.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Id
키 그룹의 식별자입니다.
LastModifiedTime
키 그룹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AWS::CloudFront::KeyGroup KeyGroupConfig
키 그룹 구성입니다.
키 그룹에는 CloudFront 서명된 URL 및 서명된 쿠키에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키 목록이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ment" : String,
"Items" : [ String, ... ],
"Name" : String

YAML
Comment: String
Items:
-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Comment
키 그룹을 설명하는 설명입니다. 설명은 128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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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tems
키 그룹에 있는 공개 키 식별자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키 그룹을 식별하는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OriginRequestPolicy
오리진 요청 정책입니다.
캐시 동작에 연결된 경우 오리진 요청 정책은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포함되는 값을 결
정합니다.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각 요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최종 사용자 요청의 요청 본문 및 URL 경로(도메인 이름 제외)
• CloudFront에서 모든 오리진 요청에 자동으로 포함하는 헤더(Host, User-Agent, X-Amz-Cf-Id 등)
• 캐시 정책 또는 오리진 요청 정책에 지정된 모든 HTTP 헤더, 쿠키 및 URL 쿼리 문자열. 여기에는 최종 사
용자 요청의 항목과 CloudFront에서 추가한 추가 항목(헤더의 경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CloudFront는 캐시에서 해당 요청과 일치하는 객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요청을 전송합니다. 값을 오리진으
로 전송하고 캐시 키에도 포함하려면 CachePolicy를 사용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Front::OriginRequestPolicy",
"Properties" : {
"OriginRequestPolicyConfig" : OriginRequestPolicyConfig (p. 1572)
}

YAML
Type: AWS::CloudFront::OriginRequestPolicy
Properties:
OriginRequestPolicyConfig:
OriginRequestPolicyConfig (p. 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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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OriginRequestPolicyConfig
오리진 요청 정책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OriginRequestPolicyConfig (p. 157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오리진 요청 정책 ID입니다. 예:
befd7079-9bbc-4ebf-8ade-498a3694176c.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Id
오리진 요청 정책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예: befd7079-9bbc-4ebf-8ade-498a3694176c.
LastModifiedTime
오리진 요청 정책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AWS::CloudFront::OriginRequestPolicy CookiesConfig
최종 사용자 요청의 쿠키가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해당 쿠키를 확
인하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okieBehavior" : String,
"Cookies" : [ String, ... ]

YAML
CookieBehavior: String
Cookie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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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ookieBehavior
최종 사용자 요청의 쿠키가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유효
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none - 최종 사용자 요청의 쿠키가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가 none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CachePolicy에 나열된 쿠키는 오리진 요청에 포함됩니다.
• whitelist - CookieNames 유형에 나열된 최종 사용자 요청의 쿠키가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all - 최종 사용자 요청의 모든 쿠키가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 | none | whitelis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okies
쿠키 이름 목록을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OriginRequestPolicy HeadersConfig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HTTP 헤더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해당 헤더를 확인하는 객체입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eaderBehavior" : String,
"Headers" : [ String, ... ]

YAML
HeaderBehavior: String
Headers:
- String

Properties
HeaderBehavior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HTTP 헤더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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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 - CloudFront가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HTTP 헤더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가
none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CachePolicy에 나열된 헤더는 오리진 요청에 포함됩니다.
• whitelist -Headers 유형에 나열된 HTTP 헤더가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포
함됩니다.
• allViewer - 최종 사용자 요청의 모든 HTTP 헤더가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포
함됩니다.
• allViewerAndWhitelistCloudFront - 최종 사용자 요청의 모든 HTTP 헤더와 Headers 유형에
나열된 추가 CloudFront 헤더가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포함됩니다. 추가 헤더
는 CloudFront에 의해 추가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Viewer | allViewerAndWhitelistCloudFront | none | whitelis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ders
HTTP 헤더 이름 목록을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OriginRequestPolicy OriginRequestPolicyConfig
오리진 요청 정책 구성입니다.
이 구성에 따라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포함되는 값이 결정됩니다. CloudFront에서 오
리진으로 전송하는 각 요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최종 사용자 요청의 요청 본문 및 URL 경로(도메인 이름 제외)
• CloudFront에서 모든 오리진 요청에 자동으로 포함하는 헤더(Host, User-Agent, X-Amz-Cf-Id 등)
• 캐시 정책 또는 오리진 요청 정책에 지정된 모든 HTTP 헤더, 쿠키 및 URL 쿼리 문자열. 여기에는 최종 사
용자 요청의 항목과 CloudFront에서 추가한 추가 항목(헤더의 경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CloudFront는 캐시에서 해당 요청과 일치하는 객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요청을 전송합니다. 값을 오리진으
로 전송하고 캐시 키에도 포함하려면 CachePolicy를 사용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ment" : String,
"CookiesConfig" : CookiesConfig (p. 1570),
"HeadersConfig" : HeadersConfig (p. 1571),
"Name" : String,
"QueryStringsConfig" : QueryStringsConfig (p.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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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Comment: String
CookiesConfig:
CookiesConfig (p. 1570)
HeadersConfig:
HeadersConfig (p. 1571)
Name: String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sConfig (p. 1574)

Properties
Comment
오리진 요청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은 128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okiesConfig
오리진 요청에 포함할 최종 사용자 요청의 쿠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CookiesConfig (p. 157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dersConfig
오리진 요청에 포함할 HTTP 헤더입니다. 여기에는 최종 사용자 요청의 헤더와 CloudFront에서 추가한
추가 헤더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HeadersConfig (p. 157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오리진 요청 정책을 식별하는 고유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StringsConfig
오리진 요청에 포함할 최종 사용자 요청의 URL 쿼리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QueryStringsConfig (p. 157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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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loudFront::OriginRequestPolicy QueryStringsConfig
최종 사용자 요청의 URL 쿼리 문자열이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해
당 쿼리 문자열을 확인하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QueryStringBehavior" : String,
"QueryStrings" : [ String, ... ]

YAML
QueryStringBehavior:
String
QueryStrings:
- String

Properties
QueryStringBehavior
최종 사용자 요청의 URL 쿼리 문자열이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포함되는지 확인
합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none - 최종 사용자 요청의 쿼리 문자열이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 이 필드가 none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CachePolicy에 나열된 쿼리 문자열은 오리진 요청에
포함됩니다.
• whitelist - QueryStringNames 유형에 나열된 최종 사용자 요청의 쿼리 문자열이 CloudFront에
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all - 최종 사용자 요청의 모든 쿼리 문자열이 CloudFront에서 오리진으로 전송하는 요청에 포함됩니
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 | none | whitelis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Strings
쿼리 문자열 이름 목록을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PublicKey
서명된 URL 및 서명된 쿠키 또는 필드 수준 암호화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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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Front::PublicKey",
"Properties" : {
"PublicKeyConfig" : PublicKeyConfig (p. 1576)
}

YAML
Type: AWS::CloudFront::PublicKey
Properties:
PublicKeyConfig:
PublicKeyConfig (p. 1576)

Properties
PublicKeyConfig
서명된 URL 및 서명된 쿠키 또는 필드 수준 암호화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키에 대한 구성 정보
입니다.
Required: 예
Type: PublicKeyConfig (p. 15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퍼블릭 키의 ID를 반환합니다. 예:
K36X4X2EO997HM.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reatedTime
퍼블릭 키가 업로드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Id
퍼블릭 키의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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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loudFront::PublicKey PublicKeyConfig
서명된 URL 및 서명된 쿠키또는 필드 수준 암호화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개 키에 대한 구성 정보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llerReference" : String,
"Comment" : String,
"EncodedKey" : String,
"Name" : String

YAML
CallerReference: String
Comment: String
EncodedKey: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CallerReference
요청을 재생할 수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청에 포함된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ment
공개 키를 설명하는 주석입니다. 설명은 128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odedKey
서명된 URL 및 서명된 쿠키또는 필드 수준 암호화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개 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공개 키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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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RealtimeLogConfig
실시간 로그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Front::RealtimeLogConfig",
"Properties" : {
"EndPoints" : [ EndPoint (p. 1578), ... ],
"Fields" : [ String, ... ],
"Name" : String,
"SamplingRate" : Double
}

YAML
Type: AWS::CloudFront::RealtimeLogConfig
Properties:
EndPoints:
- EndPoint (p. 1578)
Fields:
- String
Name: String
SamplingRate: Double

Properties
EndPoints
이 실시간 로그 구성에서 실시간 로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Amazon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Required: 예
Type: EndPoint (p. 157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s
각 실시간 로그 레코드에 포함된 필드 목록입니다. API 응답에서 필드는 Amazon Kinesis 데이터 스트림
으로 전송되는 것과 동일한 순서로 제공됩니다.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실시간 로그 구성 필드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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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이 실시간 로그 구성의 고유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amplingRate
이 실시간 로그 구성에 대한 샘플링 속도입니다. 샘플링 속도는 실시간 로그 데이터에 표시되는 최종 사
용자 요청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샘플링 속도는 1~100 범위의 정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실시간 로그 구성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 arn:aws:cloudfront::111122223333:realtime-log-config/
ExampleNameForRealtimeLogConfig.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실시간 로그 구성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
arn:aws:cloudfront::111122223333:realtime-log-config/
ExampleNameForRealtimeLogConfig.

AWS::CloudFront::RealtimeLogConfig EndPoint
실시간 로그 구성에서 실시간 로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Amazon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KinesisStreamConfig" : KinesisStreamConfig (p. 1579),
"StreamTyp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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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KinesisStreamConfig:
KinesisStreamConfig (p. 1579)
StreamType: String

Properties
KinesisStreamConfig
실시간 로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Amazon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Required: 예
Type: KinesisStreamConfig (p. 157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Type
실시간 로그 데이터를 전송할 데이터 스트림의 유형입니다. 유일한 유효 값은 Kinesis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RealtimeLogConfig KinesisStreamConfig
실시간 로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Amazon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oleArn" : String,
"StreamArn" : String

YAML
RoleArn: String
StreamArn: String

Properties
RoleArn
CloudFront가 실시간 로그 데이터를 Kinesis 데이터 스트림으로 전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IAM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실시간 로그 구성 IAM 역할을 참
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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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Arn
실시간 로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Front::StreamingDistribution
이 리소스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Amazon CloudFront는 2020년 12월 31일에 실시간 메시징 프로토
콜(RTMP) 배포의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토론 포럼의 공지 사항을 읽어
보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Front::StreamingDistribution",
"Properties" : {
"StreamingDistributionConfig" : StreamingDistributionConfig (p. 1583),
"Tags" : [ Tag, ... ]
}

YAML
Type: AWS::CloudFront::StreamingDistribution
Properties:
StreamingDistributionConfig:
StreamingDistributionConfig (p. 1583)
Tags:
- Tag

Properties
StreamingDistributionConfig
RTMP 배포에 대한 현재 구성 정보입니다.
Required: 예
Type: StreamingDistributionConfig (p. 158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0개 또는 그 이상의 Tag 요소가 포함된 복합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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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스트리밍 배포 ID(예:
E1E7FEN9T35R9W)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DomainName
리소스의 도메인 이름(예: d111111abcdef8.cloudfront.net)입니다.

AWS::CloudFront::StreamingDistribution Logging
스트리밍 배포에 대해 액세스 로그를 기록할지 결정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 : String,
"Enabled" : Boolean,
"Prefix" : String

YAML
Bucket: String
Enabled: Boolean
Prefix: String

Properties
Bucket
액세스 로그를 저장할 Amazon S3 버킷(예: myawslogbucket.s3.amazonaws.com).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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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CloudFront가 Amazon S3 버킷에 액세스 로그를 저장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스트리밍 배포를 만
들 때 로깅을 활성화하지 않거나 기존 스트리밍 배포에 대한 로깅을 비활성화하려는 경우 false에
Enabled를 지정하고 empty Bucket 및 Prefix 요소를 지정합니다. Enabled에 대한 false를 지정
하지만 Bucket과 Prefix에 대한 값을 지정하는 경우, 그 값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CloudFront가 이 스트리밍 배포에 대한 액세스 로그 파일 이름에 접두사로 추가하도록 하려는 선택적 문
자열(예: myprefix/). 로깅을 활성화하되 접두사를 지정하지는 않으려는 경우에도 Logging 요소에 빈
Prefix 요소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CloudFront API 참조의 StreamingLoggingConfig

AWS::CloudFront::StreamingDistribution S3Origin
CloudFront가 배포를 위해 미디어 파일을 가져올 Amazon S3 버킷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복합 형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omainName" : String,
"OriginAccessIdentity" : String

YAML
DomainName: String
OriginAccessIdentity: String

Properties
DomainName
Amazon S3 오리진의 DNS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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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iginAccessIdentity
배포와 연결할 CloudFront 오리진 액세스 ID입니다. 최종 사용자가 CloudFront를 통해 Amazon S3 버킷
에 있는 객체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오리진 액세스 ID를 사용하여 배포를 구성합니다.
최종 사용자가 CloudFront URL 또는 Amazon S3 URL을 사용하여 객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빈 OriginAccessIdentity 요소를 지정합니다.
기존 배포에서 오리진 액세스 ID를 삭제하려면 배포 구성을 업데이트하고 빈
OriginAccessIdentity 요소를 포함시킵니다.
오리진 액세스 ID를 바꾸려면 배포 구성을 업데이트하고 새 오리진 액세스 ID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오리진 액세스 ID를 사용하여 Amazon S3 콘텐츠
에 대한 액세스 제한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CloudFront API 참조의 S3Origin

AWS::CloudFront::StreamingDistribution StreamingDistributionConfig
RTMP 배포의 구성 정보.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iases" : [ String, ... ],
"Comment" : String,
"Enabled" : Boolean,
"Logging" : Logging (p. 1581),
"PriceClass" : String,
"S3Origin" : S3Origin (p. 1582),
"TrustedSigners" : TrustedSigners (p. 1585)

YAML
Aliases:
- String
Comment: String
Enabled: Boolean
Logging:
Logging (p.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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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Class: String
S3Origin:
S3Origin (p. 1582)
TrustedSigners:
TrustedSigners (p. 1585)

Properties
Aliases
이 스트리밍 배포의 CNAME(대체 도메인 이름)이 있는 경우, CNAME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복합 형식
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ment
스트리밍 배포에 대해 포함하려는 설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콘텐츠에 대한 최종 사용자 요청을 수락하기 위한 스트리밍 배포의 활성화 여부입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ing
스트리밍 배포에 대해 액세스 로그를 기록할지 결정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gging (p. 158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ceClass
이 스트리밍 배포의 요금 등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PriceClass_100 | PriceClass_200 | PriceClass_Al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Origin
CloudFront가 배포를 위해 미디어 파일을 가져올 Amazon S3 버킷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복합 형식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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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S3Origin (p. 158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ustedSigners
프라이빗 콘텐츠에 대한 서명된 URL 생성을 허용하려는 AWS 계정을 지정하는 복합 유형입니다. 배포
에서 서명된 URL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이 요소를 포함시키고, 배포에서 퍼블릭 URL을 사용하도록 하려
면 이 요소를 제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CloudFront를 통한 프라
이빗 콘텐츠 제공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TrustedSigners (p. 158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CloudFront API 참조의 StreamingDistributionConfig

AWS::CloudFront::StreamingDistribution TrustedSigners
CloudFront가 서명된 URL 및 서명된 쿠키의 서명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공개 키가 있는 AWS 계정
목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wsAccountNumbers" : [ String, ... ],
"Enabled" : Boolean

YAML
AwsAccountNumbers:
- String
Enabled: Boolean

Properties
AwsAccountNumbers
CloudFront가 서명된 URL 및 서명된 쿠키의 서명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활성 CloudFront 키 페
어가 포함된 AWS 계정 번호입니다. 키 페어를 소유한 AWS 계정이 CloudFront 배포를 소유한 계정과 동
일한 경우 이 필드의 값은 self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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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CloudFront가 서명된 URL 및 서명된 쿠키의 서명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키가 AWS 계정
에 있는 경우 이 필드는 true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 필드는 false입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CloudFront API 참조의 TrustedSigners

AWS Cloud Map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ServiceDiscovery::HttpNamespace (p. 1586)
• AWS::ServiceDiscovery::Instance (p. 1588)
• AWS::ServiceDiscovery::PrivateDnsNamespace (p. 1592)
• AWS::ServiceDiscovery::PublicDnsNamespace (p. 1596)
• AWS::ServiceDiscovery::Service (p. 1600)

AWS::ServiceDiscovery::HttpNamespace
HttpNamespace 리소스는 HTTP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AWS Cloud Map 리소스 유형입니
다. HTTP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여 등록하는 서비스 인스턴스는 DiscoverInstances 요청을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지만 DNS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AWS 계정을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는 네임스페이스의 수에 대한 현재 할당량은 AWS Cloud Map 개
발자 안내서에서 AWS Cloud Map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Discovery::HttpNamespace",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ServiceDiscovery::HttpName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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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이 네임스페이스에 할당할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1,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네임스페이스의 태그입니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태그 키의
문자 길이는 최대 128자일 수 있으며 태그 값의 길이는 최대 256자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네임스페이스의 경우 Id입니다(예:
ns-e4anhexample0004).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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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네임스페이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service-discovery:useast-1:123456789012:http-namespace/http-namespace-a1bzhi).
Id
네임스페이스의 ID입니다.

예제
HTTP 네임스페이스 생성
다음 예에서는 example-namespace라는 HTTP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Discovery::HttpNamespace",
"Properties" : {
"Description" : "AWS Cloud Map HTTP namespace for resources for example.com website",
"Name" : "example-namespace"
}

YAML
Type: 'AWS::ServiceDiscovery::HttpNamespace'
Properties:
Description: AWS Cloud Map HTTP namespace for resources for example.com website
Name: example-namespace

참고 항목
• AWS Cloud Map API 참조의 CreateHttpNamespace

AWS::ServiceDiscovery::Instance
RegisterInstance 요청 제출 시 AWS Cloud Map이 생성하는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복합 유형
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ServiceDiscovery::Instance",
"Properties" : {
"InstanceAttributes" : Json,
"Instance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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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viceId" : String

YAML
Type: AWS::ServiceDiscovery::Instance
Properties:
InstanceAttributes: Json
InstanceId: String
ServiceId: String

Properties
InstanceAttributes
ServiceId에서 지정하는 서비스에 대한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문자열 지도입니다
• 서비스에서 정의된 레코드에 적용되는 속성
• 각 속성의 경우 적용 가능한 값
다음과 같은 속성 키를 지원합니다.
AWS_ALIAS_DNS_NAME
AWS Cloud Map에서 Elastic Load Balancing 로드 밸런서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Route 53 별칭
레코드를 생성하려는 경우 로드 밸런서에 연결된 DNS 이름을 지정합니다. DNS 이름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oute 53 API 참조에서 AliasTarget->DNSName을 참조하세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ServiceId에서 지정된 서비스에 대한 구성에는 A 레코드, AAAA 레코드 또는 둘 다에 대한 설정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ServiceId에서 지정된 서비스에서 RoutingPolicy의 값은 WEIGHTED여야 합니다.
• ServiceId에서 지정된 서비스에 HealthCheckConfig 설정이 포함된 경우 AWS Cloud Map
은 상태 확인을 생성하지만 상태 확인을 별칭 레코드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 자동 이름 지정은 ELB 로드 밸런서 이외의 AWS 리소스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별칭 레코드 생
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AWS_ALIAS_DNS_NAME에 대한 값을 지정하는 경우 AWS_INSTANCE 속성에 대한 값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AWS_EC2_INSTANCE_ID
HTTP 네임스페이스만 해당. 인스턴스의 Amazon EC2 인스턴스 ID입니다. AWS_INSTANCE_IPV4
속성에는 기본 프라이빗 IPv4 주소가 포함됩니다. AWS::ServiceDiscovery::Instance 유
형으로 리소스를 생성할 때 AWS_EC2_INSTANCE_ID 속성이 지정된 경우, 다른 속성은
AWS_INIT_HEALTH_STATUS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가 생성되면 AWS_INSTANCE_IPV4 속
성에 기본 프라이빗 IPv4 주소가 포함됩니다.
AWS_INIT_HEALTH_STATUS
서비스 구성에 HealthCheckCustomConfig가 포함된 경우 AWS::ServiceDiscovery::Instance
유형으로 리소스를 생성할 때 선택적으로 AWS_INIT_HEALTH_STATUS를 사용하여 사
용자 지정 상태 확인의 초기 상태(HEALTHY 또는 UNHEALTHY)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_INIT_HEALTH_STATUS에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초기 상태는 HEALTHY입니다. 이 속성은 리
소스를 생성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리소스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AWS_INSTANCE_CNAME
서비스 구성에 CNAME 레코드가 포함된 경우 Route 53에서 DNS 쿼리에 대한 응답으로 반환하고자
하는 도메인 이름(예: example.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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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은 ServiceId에서 지정된 서비스에 CNAME 레코드에 대한 설정이 포함된 경우 필요합니다.
AWS_INSTANCE_IPV4
서비스 구성에 A 레코드가 포함된 경우 Route 53에서 DNS 쿼리에 대한 응답으로 반환하고자 하는
IPv4 주소(예: 192.0.2.44)입니다.
이 값은 ServiceId에서 지정된 서비스에 A 레코드에 대한 설정이 포함된 경우 필요합니다. 서비스
에 SRV 레코드에 대한 설정이 포함된 경우 AWS_INSTANCE_IPV4, AWS_INSTANCE_IPV6 또는 둘
다에 대한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AWS_INSTANCE_IPV6
서비스 구성에 AAAA 레코드가 포함된 경우 Route 53에서 DNS 쿼리에 대한 응답으로 반환하고자
하는 IPv6 주소(예: 2001:0db8:85a3:0000:0000:abcd:0001:2345)입니다.
이 값은 ServiceId에서 지정된 서비스에 AAAA 레코드에 대한 설정이 포함된 경우 필요합니다. 서
비스에 SRV 레코드에 대한 설정이 포함된 경우 AWS_INSTANCE_IPV4, AWS_INSTANCE_IPV6 또
는 둘 다에 대한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AWS_INSTANCE_PORT
서비스에 SRV 레코드가 포함된 경우 Route 53에서 포트에 대해 반환하고자 하는 값입니다.
서비스에 HealthCheckConfig가 포함된 경우 Route 53에서 요청을 보내고자 하는 엔드포인트의
포트입니다.
이 값은 서비스 생성 시 SRV 레코드 또는 Route 53 상태 확인에 대한 설정을 지정한 경우 필요합니
다.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Id
인스턴스와 연결시키기 원하는 식별자입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ServiceId에서 지정된 서비스에 SRV 레코드에 대한 설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InstanceId의 값
은 SRV 레코드에 대한 값의 일부로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nsRecord > 유형을 참조하
십시오.
• 이 값을 사용하여 기존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새 인스턴스를 등록하려면 동일한 서비스를 사용해 등록한 인스턴스에 고유한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 기존 InstanceId 및 ServiceId을 지정하는 경우 AWS Cloud Map은 기존 DNS 레코드를 업데이
트합니다(있는 경우). 기존 상태 확인도 있는 경우 AWS Cloud Map은 기존 상태 확인을 삭제하고 새
상태 확인을 생성합니다.

Note
상태 확인은 바로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ListHealthChecks 요청을 제출한 경우
상태 확인이 잠시 나타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4
Pattern: ^[0-9a-zA-Z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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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Id
인스턴스의 설정에 대해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인스턴스에 대한 Id의 값(예: iabcd1234)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인스턴스에 대한 IP 주소 제공
다음 예에서는 ID가 i-abcd1234인 인스턴스의 IPv4 및 IPV6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ID가 srve4anhexample0004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등록된 인스턴스입니다.

JSON
{

}

"Type": "AWS::ServiceDiscovery::Instance",
"Properties": {
"InstanceAttributes": {
"AWS_INSTANCE_IPV4": "192.0.2.44",
"AWS_INSTANCE_IPV6": "2001:0db8:85a3:0000:0000:abcd:0001:2345"
},
"InstanceId": "i-abcd1234",
"ServiceId": "srv-e4anhexample0004"
}

YAML
Type: AWS::ServiceDiscovery::Instance
Properties:
InstanceAttributes:
AWS_INSTANCE_IPV4: 192.0.2.44
AWS_INSTANCE_IPV6: 2001:0db8:85a3:0000:0000:abcd:0001:2345
InstanceId: i-abcd1234
ServiceId: srv-e4anhexample0004

참고 항목
• AWS Cloud Map API 참조의 Register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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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erviceDiscovery::PrivateDnsNamespace
지정된 Amazon VPC 내에서만 볼 수 있는 DNS에 기반한 프라이빗 네임스페이스를 만듭니다. 네임스페이
스는 서비스 이름 지정 체계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네임스페이스를 example.com으로 지정하고 서비스
를 backend로 지정하는 경우 서비스의 결과 DNS 이름은 backend.example.com입니다. 프라이빗 DNS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여 등록된 서비스 인스턴스는 DiscoverInstances 요청 또는 DNS를 사용하여 검
색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AWS 계정을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는 네임스페이스의 수에 대한 현재 할당량은
AWS Cloud Map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Cloud Map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Discovery::PrivateDnsNamespace",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Properties" : Properties (p. 1595),
"Tags" : [ Tag, ... ],
"Vpc" : String
}

YAML
Type: AWS::ServiceDiscovery::PrivateDnsNamespace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Properties (p. 1595)
Tags:
- Tag
Vpc: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이 네임스페이스에 할당할 이름입니다. 프라이빗 DNS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하면, AWS Cloud Map에서
자동으로 네임스페이스와 동일한 이름의 Amazon Route 53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을 생성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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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024
Pattern: ^[!-~]{1,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perties
프라이빗 DNS 네임스페이스의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perties (p. 15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네임스페이스의 태그입니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태그 키의
문자 길이는 최대 128자일 수 있으며 태그 값의 길이는 최대 256자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Vpc
네임스페이스와 연결하려는 Amazon VPC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Id의 값입니
다(예: ns-e4anhexample0004).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프라이빗 네임스페이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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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프라이빗 네임스페이스의 ID.

예제
프라이빗 DNS 네임스페이스 만들기
다음 예에서는 private-example.com이라는 프라이빗 DNS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합니다.

JSON
{

"Type" : "AWS::ServiceDiscovery::PrivateDnsNamespace",
"Properties" : {
"Description" : "AWS Cloud Map private DNS namespace for resources for example.com
website",
"Vpc" : "vpc-12345678",
"Name" : "private-example.com",
"Properties": {
"DnsProperties": {
"SOA": {
"TTL": 100
}
}
}
}

}

YAML
Type: 'AWS::ServiceDiscovery::PrivateDnsNamespace'
Properties:
Description: AWS Cloud Map private DNS namespace for resources for example.com website
Vpc: vpc-12345678
Name: private-example.com
Properties:
DnsProperties:
SOA:
TTL: 100

참고 항목
• AWS Cloud Map API 참조의 CreatePrivateDnsNamespace

AWS::ServiceDiscovery::PrivateDnsNamespace PrivateDnsPropertiesMutable
프라이빗 DNS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DNS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SOA" : SOA (p.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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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SOA:
SOA (p. 1595)

Properties
SOA
프라이빗 DNS 네임스페이스의 호스팅 영역에 대한 권한 시작(SOA) 레코드의 필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OA (p. 15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rviceDiscovery::PrivateDnsNamespace 속성
프라이빗 DNS 네임스페이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nsProperties" : PrivateDnsPropertiesMutable (p. 1594)

YAML
DnsProperties:
PrivateDnsPropertiesMutable (p. 1594)

Properties
DnsProperties
프라이빗 DNS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DNS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ivateDnsPropertiesMutable (p. 159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rviceDiscovery::PrivateDnsNamespace SOA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DNS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권한 시작(SOA)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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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TL" : Double

YAML
TTL: Double

Properties
TTL
음성 캐싱에 사용되는 Time to Live(TT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rviceDiscovery::PublicDnsNamespace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DNS 기반 퍼블릭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서비스 이름 지정 체
계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네임스페이스를 example.com으로 지정하고 서비스를 backend로 지정하는
경우 서비스의 결과 DNS 이름은 backend.example.com입니다. DiscoverInstances 요청을 사용하거
나 DNS를 사용하여 퍼블릭 DNS 네임스페이스에 등록된 인스턴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AWS 계정
을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는 네임스페이스의 수에 대한 현재 할당량은 AWS Cloud Map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Cloud Map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CreatePublicDnsNamespace API 작업은 AWS GovCloud (US) 리전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Discovery::PublicDnsNamespace",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Properties" : Properties (p. 1598),
"Tags" : [ Tag, ... ]
}

YAML
Type: AWS::ServiceDiscovery::PublicDnsNamespace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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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p. 1598)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이 네임스페이스에 할당할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a-zA-Z0-9]([a-zA-Z0-9\-]{0,61}[a-zA-Z0-9])?\.)+[a-zA-Z0-9]([a-zAZ0-9\-]{0,61}[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perties
퍼블릭 DNS 네임스페이스의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perties (p. 159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네임스페이스의 태그입니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태그 키의
문자 길이는 최대 128자일 수 있으며 태그 값의 길이는 최대 256자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Id의 값입니
다(예: ns-e4anhexample0004).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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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퍼블릭 네임스페이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Id
퍼블릭 네임스페이스의 ID.

예제
퍼블릭 DNS 네임스페이스 만들기
다음 예에서는 example.com이라는 퍼블릭 DNS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Discovery::PublicDnsNamespace",
"Properties" : {
"Description" : "AWS Cloud Map public DNS namespace for example.com website",
"Name" : "example.com",
"Properties": {
"DnsProperties": {
"SOA": {
"TTL": 100
}
}
}
}

YAML
Type: 'AWS::ServiceDiscovery::PublicDnsNamespace'
Properties:
Description: AWS Cloud Map public DNS namespace for example.com website
Name: example.com
Properties:
DnsProperties:
SOA:
TTL: 100

참고 항목
• AWS Cloud Map API 참조의 CreatePublicDnsNamespace

AWS::ServiceDiscovery::PublicDnsNamespace 속성
퍼블릭 DNS 네임스페이스의 속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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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nsProperties" : PublicDnsPropertiesMutable (p. 1599)

YAML
DnsProperties:
PublicDnsPropertiesMutable (p. 1599)

Properties
DnsProperties
퍼블릭 DNS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DNS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ublicDnsPropertiesMutable (p. 15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rviceDiscovery::PublicDnsNamespace PublicDnsPropertiesMutable
퍼블릭 DNS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DNS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OA" : SOA (p. 1600)

YAML
SOA:
SOA (p. 1600)

Properties
SOA
퍼블릭 DNS 네임스페이스의 호스팅 영역에 대한 권한 시작(SOA) 레코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OA (p. 16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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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erviceDiscovery::PublicDnsNamespace SOA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DNS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권한 시작(SOA)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TL" : Double

YAML
TTL: Double

Properties
TTL
음성 캐싱에 사용되는 Time to Live(TT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rviceDiscovery::Service
다음 개체의 구성을 정의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복합 유형입니다.
• 퍼블릭 및 프라이빗 DNS 네임스페이스의 경우 Amazon Route 53에서 다음 DNS 레코드 결합 중 하나입니
다.
• A
• AAAA
• A 및 AAAA
• SRV
• CNAME
• 상태 확인은 선택 사항임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ServiceDiscovery::Service",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DnsConfig" : DnsConfig (p. 1604),
"HealthCheckConfig" : HealthCheckConfig (p.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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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CheckCustomConfig" : HealthCheckCustomConfig (p. 1610),
"Name" : String,
"NamespaceId" : String,
"Tags" : [ Tag, ... ],
"Type" : String

YAML
Type: AWS::ServiceDiscovery::Service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DnsConfig:
DnsConfig (p. 1604)
HealthCheckConfig:
HealthCheckConfig (p. 1608)
HealthCheckCustomConfig:
HealthCheckCustomConfig (p. 1610)
Name: String
NamespaceId: String
Tags:
- Tag
Type: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nsConfig
인스턴스를 등록할 때 AWS Cloud Map에서 생성하고자 하는 Route 53 DNS 레코드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된 복합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nsConfig (p. 160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lthCheckConfig
퍼블릭 DNS 및 HTTP 네임스페이스만 해당합니다. 선택 사항인 상태 확인에 대한 설정이 포함된 복합
유형입니다. 상태 확인에 대한 설정을 지정할 경우 AWS Cloud Map은 DnsConfig에 지정된 모든 레코
드에 상태 확인을 연결합니다.
상태 확인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요금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HealthCheckConfig (p. 160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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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heckCustomConfig
선택적 사용자 지정 상태 확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복합 유형입니다.

Important
상태 확인 구성을 지정할 경우 HealthCheckCustomConfig 또는 HealthCheckConfig를
지정할 수 있지만 둘 다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ealthCheckCustomConfig (p. 161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1,127}$)^([a-zA-Z0-9_][a-zA-Z0-9-_]{0,61}[a-zA-Z0-9_]|[a-zAZ0-9])(\.([a-zA-Z0-9_][a-zA-Z0-9-_]{0,61}[a-zA-Z0-9_]|[a-zA-Z0-9]))*$)|(^\.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spaceId
서비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한 네임스페이스의 ID입니다.

Important
서비스 속성 또는 DnsConfig의 경우 NamespaceId의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두 위치 모두에
값을 지정하지는 마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서비스에 대한 태그입니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태그 키의 문
자 길이는 최대 128자일 수 있으며 태그 값의 길이는 최대 256자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Type
있는 경우, DiscoverInstances API 작업을 통해서만 서비스 인스턴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정합니
다. 서비스 인스턴스에 대한 DNS 레코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유효 값은 HTTP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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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허용된 값: HTTP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서비스에 대한 Id의 값(예: srve4anhexample0004)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서비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Id
서비스의 ID입니다.
Name
서비스에 할당한 이름입니다.

예제
서비스 생성
다음 예에서는 퍼블릭 DNS 네임스페이스에 기반한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서비스에는 WEIGHTED의 라우팅
정책이 있는 Amazon Route 53 A 및 AAAA 레코드의 설정이 포함됩니다. 서비스에는 Route 53 상태 확인도
포함됩니다.

JSON
{

"Type" : "AWS::ServiceDiscovery::Service",
"Properties" : {
"Description" : "Service based on a public DNS namespace",
"DnsConfig" : {
"DnsRecords" : [
{
"Type" : "A",
"TTL" : 60
},
{
"Type" : "AAAA",
"TTL"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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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utingPolicy" : "WEIGHTED"
},
"HealthCheckConfig" : {
"FailureThreshold" : 3,
"ResourcePath" : "/",
"Type" : "HTTPS"
},
"Name" : "example-public-DNS-service",
"NamespaceId" : "ns-e4anhexample0004"

YAML
Type: 'AWS::ServiceDiscovery::Service'
Properties:
Description: Service based on a public DNS namespace
DnsConfig:
DnsRecords:
- Type: A
TTL: 60
- Type: AAAA
TTL: 60
RoutingPolicy: WEIGHTED
HealthCheckConfig:
FailureThreshold: 3
ResourcePath: /
Type: HTTPS
Name: example-public-DNS-service
NamespaceId: ns-e4anhexample0004

참고 항목
• AWS Cloud Map API 참조의 CreateService

AWS::ServiceDiscovery::Service DnsConfig
인스턴스를 등록할 때 AWS Cloud Map에서 생성하고자 하는 Amazon Route 53 DNS 레코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복합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nsRecords" : [ DnsRecord (p. 1606), ... ],
"NamespaceId" : String,
"RoutingPolicy" : String

YAML
DnsRecords:
- DnsRecord (p. 1606)
NamespaceId: String
RoutingPolicy: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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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nsRecords
인스턴스를 등록할 때 AWS Cloud Map에서 생성하고자 하는 각 Route 53 DNS 레코드에 대한 하나의
DnsRecord 객체를 포함하는 어레이입니다.
Required: 예
Type: DnsRecord (p. 160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spaceId
DNS 구성에 사용하기 원하는 네임스페이스의 ID입니다.

Important
DnsConfig 또는 서비스 속성에 대한 NamespaceId의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두 위치 모두에
값을 지정하지는 마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utingPolicy
인스턴스를 등록하고 이 서비스를 지정할 때 AWS Cloud Map에서 생성하는 모든 Route 53 DNS 레코드
에 적용하고자 하는 라우팅 정책입니다.

Note
이 서비스를 사용하여 별칭 레코드를 생성하는 인스턴스를 등록하려면 라우팅 정책에
WEIGHTED를 지정합니다.
다음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MULTIVALUE
이 서비스에 대해 상태 확인을 정의했고 상태 확인 결과가 정상인 경우 Route 53에서는 최대 8개 인
스턴스에 대해 해당 값을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에 하나의 A 레코드와 상태 확인에 대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서비
스를 사용하여 10개의 인스턴스를 등록합니다. Route 53에서는 최대 8개의 정상 인스턴스의 IP 주
소를 사용하여 DNS 쿼리에 응답합니다. 정상 인스턴스가 8개 미만인 경우 Route 53에서는 전체 정
상 인스턴스의 IP 주소로 모든 DNS 쿼리에 응답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상태 확인을 정의하지 않은 경우 Route 53에서는 모든 인스턴스가 정상이라고 가
정하고 최대 8개 인스턴스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중 값 라우팅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다중값 응답 라우팅을 참조하
십시오.
WEIGHTED
Route 53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를 사용하여 등록한 인스턴스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인스턴스에
서 해당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현재 모든 레코드가 동일한 가중치를 갖기 때문에 인스턴스로 라우팅
되는 트래픽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에 하나의 A 레코드와 상태 확인에 대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서비
스를 사용하여 10개의 인스턴스를 등록합니다. Route 53은 정상 인스턴스 중 무작위로 선택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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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스턴스에 대한 IP 주소를 사용하여 DNS 쿼리에 응답합니다. 정상 인스턴스가 없는 경우 Route
53은 마치 모든 인스턴스가 정상인 것처럼 DNS 쿼리에 응답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상태 확인을 정의하지 않은 경우 Route 53에서는 모든 인스턴스가 정상이라고 가
정하고 임의로 선택한 인스턴스 하나에 대해 해당 값을 반환합니다.
가중치 기반 라우팅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가중치 기반 라우팅을 참
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ULTIVALUE | WEIGHT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ServiceDiscovery::Service 주제의 값 반환
• AWS Cloud Map API 참조의 DnsConfig

AWS::ServiceDiscovery::Service DnsRecord
인스턴스를 등록할 때 AWS Cloud Map에서 생성하고자 하는 Route 53 DNS 레코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복합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TL" : Double,
"Type" : String

YAML
TTL: Double
Type: String

Properties
TTL
DNS 확인 프로그램이 이 레코드 설정을 캐싱할 시간(초).

Note
Route 53은 별칭 레코드가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AWS 리소스에 대해 TTL을 사용하
므로 별칭 레코드에는 TTL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RegisterInstance 요청을 제출할 때
AWS_ALIAS_DNS_NAME 속성을 포함하면 TTL 값이 무시됩니다. 항상 서비스에 대한 TTL을 지
정합니다. 서비스를 사용하여 별칭 또는 비 별칭 레코드를 생성하는 인스턴스를 등록할 수 있습
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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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Route 53이 DNS 쿼리에 응답하여 반환하는 값의 유형을 나타내는 리소스 유형입니다. 다음 조합으로
Type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A
• AAAA
• A 및 AAAA
• SRV
• CNAME
인스턴스를 등록할 때 AWS Cloud Map을 통해 Route 53 별칭 레코드를 생성하려면 Type에 A 또는
AAAA를 지정합니다.
인스턴스를 등록할 때 A 및 AAAA 레코드의 IP 주소와 같은 다른 설정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egisterInstance를 참조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값이 지원됩니다.
A
Route 53은 리소스의 IP 주소를 IPv4 형식(예: 192.0.2.44)으로 반환합니다.
AAAA
Route 53은 리소스의 IP 주소를 IPv6 형식으로 반환합니다(예:
2001:0db8:85a3:0000:0000:abcd:0001:2345).
CNAME
Route 53은 www.example.com과 같은 리소스의 도메인 이름을 반환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인스턴스를 등록할 때 트래픽을 라우팅할 도메인 이름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RegisterInstance 주제의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 RoutingPolicy 값에 WEIGHTED를 지정해야 합니다.
• Type 및 HealthCheckConfig 설정 모두에 CNAME을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InvalidInput 오류로 인해 요청에 실패합니다.
SRV
Route 53은 SRV 레코드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SRV 레코드의 값은 다음 값을 사용합니다.
priority weight port service-hostname
다음은 이 값에 대한 유의 사항입니다.
• priority 및 weight 값은 둘 다 1로 설정되어 있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
• port 값은 RegisterInstance 요청을 제출할 때 AWS_INSTANCE_PORT 속성에 지정하는 값을 사
용합니다.
• service-hostname의 값은 다음 값의 연결입니다.
• 인스턴스 등록 시 InstanceId에 대해 지정한 값입니다.
•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 네임스페이스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InstanceId 값이 test인 경우 서비스의 이름이 backend이고, 네임스페이스의 이름
이 example.com이면 service-hostname 값이 다음과 같습니다.
test.backend.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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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V 레코드에 대한 설정을 지정하고, RegisterInstance 요청에서 AWS_INSTANCE_IPV4,
AWS_INSTANCE_IPV6 또는 둘 다에 대한 값을 지정하면 AWS Cloud Map이 SRV 레코드의
service-hostname 값과 이름이 같은 A 및 AAAA 레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러한 레코드
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 | AAAA | CNAME | SRV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ServiceDiscovery::Service 주제의 값 반환
• AWS Cloud Map API 참조의 DnsRecord

AWS::ServiceDiscovery::Service HealthCheckConfig
퍼블릭 DNS 및 HTTP 네임스페이스만 해당합니다. 선택 사항인 상태 확인에 대한 설정이 포함된 복합 유형
입니다. 상태 확인에 대한 설정을 지정할 경우 AWS Cloud Map은 DnsConfig에 지정된 모든 레코드에 상태
확인을 연결합니다.

Important
상태 확인 구성을 지정할 경우 HealthCheckCustomConfig 또는 HealthCheckConfig를 지정
할 수 있지만 둘 다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태 확인은 AWS 엔드포인트를 모니터링하는 기본 Route 53 상태 확인입니다. 상태 확인 비용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요금을 참조하십시오.
상태 확인 구성에 대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A 및 AAAA 레코드
DnsConfig에 A 및 AAAA 레코드에 대한 구성이 포함된 경우, AWS Cloud Map은 IPv4 주소를 사용하
는 상태 확인을 생성하여 리소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IPv4 주소로 지정된 엔드포인트가 비정상이면
Route 53은 A 및 AAAA 레코드를 모두 비정상으로 간주합니다.
CNAME 레코드
DNSConfig에 Type의 값에 대한 CNAME이 포함된 경우 HealthCheckConfig에 대한 설정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InvalidInput 오류로 인해 CreateService 요청에 실패합니다.
Request interval
각 상태 확인 AWS 리전의 Route 53 상태 확인 프로그램이 30초마다 엔드포인트로 상태 확인 요청을 보
냅니다. 평균적으로 엔드포인트에서는 약 2초 간격으로 상태 확인 요청을 수신합니다. 그러나 상태 확인
프로그램은 서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1초 안에 여러 요청이 표시되고 몇 초 후에 상
태 확인이 전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태 확인 리전
상태 확인 프로그램은 모든 Route 53 상태 확인 리전에서 확인을 수행합니다. 현재 리전 목록은 리전을
참조하세요.
별칭 레코드
인스턴스를 등록할 때 AWS_ALIAS_DNS_NAME 속성을 포함하면 AWS Cloud Map이 Route 53 별칭 레
코드를 생성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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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칭 레코드의 경우 Route 53은 EvaluateTargetHealth를 자동으로 true로 설정합니다.
EvaluateTargetHealth가 true인 경우 별칭 레코드는 참조한 AWS 리소스(예: ELB 로드 밸런서)의
상태를 상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valuateTargetHealth를 참조하십시오.
• HealthCheckConfig를 포함하고 서비스를 사용하여 별칭 레코드를 생성하는 인스턴스를 등록하면
Route 53은 상태 확인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상태 확인 요금
상태 확인은 AWS 엔드포인트를 모니터링하는 기본 Route 53 상태 확인입니다. 상태 확인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요금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ailureThreshold" : Double,
"ResourcePath" : String,
"Type" : String

YAML
FailureThreshold: Double
ResourcePath: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FailureThreshold
이 현재 엔드포인트의 상태를 비정상에서 정상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엔드포인트가
Route 53을 위해 전송 또는 실패해야 하는 연속적인 상태 확인 횟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Route 53 개
발자 안내서에서 Route 53이 엔드포인트가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최소: 1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Path
상태 확인을 수행할 때 Route 53에서 요청할 경로입니다. 이 경로는 엔드포인트가 정상일 때, 엔드포
인트가 2xx나 3xx 형식의 HTTP 상태 코드를 반환하는 모든 값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제 파일은 /docs/
route53-health-check.html입니다. Route 53은 서비스의 DNS 이름을 자동으로 추가합니다.
ResourcePath에 값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입니다.
Type에 TCP를 지정하면 ResourcePath에 대한 값을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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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생성하려는 상태 확인의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Route 53이 엔드포인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
을 지정합니다.

Important
상태 확인을 생성한 후에는 Type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상태 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 HTTP: Route 53이 TCP 연결을 설정하려고 시도합니다. 성공할 경우 Route 53은 HTTP 요청을 제출
하고 200 이상, 400 미만의 HTTP 상태 코드를 기다립니다.
• HTTPS: Route 53이 TCP 연결을 설정하려고 시도합니다. 성공할 경우 Route 53은 HTTPS 요청을 제
출하고 200 이상, 400 미만의 HTTP 상태 코드를 기다립니다.

Important
Type 값으로 HTTPS를 지정할 경우 엔드포인트가 TLS v1.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 TCP: Route 53이 TCP 연결을 설정하려고 시도합니다.
Type에 TCP를 지정한 경우 ResourcePath에 대한 값은 지정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에서 Route 53이 엔드포인트가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
법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HTTP | HTTPS | TC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ServiceDiscovery::Service 주제의 값 반환
• AWS Cloud Map API 참조의 HealthCheckConfig

AWS::ServiceDiscovery::Service HealthCheckCustomConfig
선택적 사용자 지정 상태 확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복합 유형입니다. 타사 상태 확인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리소스 상태를 평가해야 하는 사용자 지정 상태 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어 HealthCheckConfig로 정의되는 상태 확인을 사용할 수 없
는 경우. 예를 들어, 인스턴스가 Amazon VPC에 있는 경우 사용자 지정 상태 확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PC에서 리소스 상태를 확인하려면 상태 확인 프로그램이 해당 VPC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리소스 위치와 상관없이 서드 파티 상태 확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경우.

Important
상태 확인 구성을 지정할 경우 HealthCheckCustomConfig 또는 HealthCheckConfig를 지정
할 수 있지만 둘 다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161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Cloud Map

사용자 지정 상태 확인의 상태를 변경하려면 UpdateInstanceCustomHealthStatus
요청을 제출합니다. AWS Cloud Map은 리소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최신
UpdateInstanceCustomHealthStatus 요청에 지정된 상태의 레코드만 유지합니다.
다음은 사용자 지정 상태 확인이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1.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2. 인스턴스를 등록합니다.
3. 새 인스턴스와 연결된 리소스를 모니터링하도록 서드 파티 상태 확인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Note
AWS Cloud Map은 리소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
4. 타사 상태 확인 프로그램은 리소스가 비정상 상태인지 확인하고 애플리케이션에 알립니다.
5. 애플리케이션이 UpdateInstanceCustomHealthStatus 요청을 제출합니다.
6. AWS Cloud Map이 30초 동안 대기합니다.
7. 이 시간 동안 상태를 다시 정상으로 변경하기 위한 다른 UpdateInstanceCustomHealthStatus 요청
이 도착하지 않으면 AWS Cloud Map은 트래픽을 리소스로 라우팅하는 것을 중지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ailureThreshold" : Double

YAML
FailureThreshold: Double

Properties
FailureThreshold

Important
이 파라미터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면 항상 1로 설정됩니다. AWS Cloud Map은
UpdateInstanceCustomHealthStatus 요청을 받은 후 약 30초 동안 기다렸다가 서비스
인스턴스의 상태를 변경합니다.
AWS Cloud Map에서 UpdateInstanceCustomHealthStatus 요청을 받은 후 서비스 인스턴스의 상
태를 변경할 때까지 기다리는 30초 간격의 횟수입니다.
30초가 지나기 전에 두 번째 또는 후속 UpdateInstanceCustomHealthStatus 요청을 동일한 값으
로 보내도 상태가 빨리 변경되지 않습니다. AWS Cloud Map은 첫 번째 요청 이후 30초간 대기한 후 변
경을 수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최소: 1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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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ServiceDiscovery::Service 주제의 값 반환
• AWS Cloud Map API 참조의 HealthCheckCustomConfig

AWS CloudTrail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loudTrail::Trail (p. 1612)

AWS::CloudTrail::Trail
Amazon S3 버킷에 로그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설정을 지정하는 추적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Trail::Trail",
"Properties" : {
"CloudWatchLogsLogGroupArn" : String,
"CloudWatchLogsRoleArn" : String,
"EnableLogFileValidation" : Boolean,
"EventSelectors" : [ EventSelector (p. 1620), ... ],
"IncludeGlobalServiceEvents" : Boolean,
"IsLogging" : Boolean,
"IsMultiRegionTrail" : Boolean,
"KMSKeyId" : String,
"S3BucketName" : String,
"S3KeyPrefix" : String,
"SnsTopicName" : String,
"Tags" : [ Tag, ... ],
"TrailName" : String
}

YAML
Type: AWS::CloudTrail::Trail
Properties:
CloudWatchLogsLogGroupArn: String
CloudWatchLogsRoleArn: String
EnableLogFileValidation: Boolean
EventSelectors:
- EventSelector (p. 1620)
IncludeGlobalServiceEvents: Boolean
IsLogging: Boolean
IsMultiRegionTrail: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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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KeyId: String
S3BucketName: String
S3KeyPrefix: String
SnsTopicName: String
Tags:
- Tag
TrailName: String

Properties
CloudWatchLogsLogGroupArn
CloudTrail 로그가 전송될 로그 그룹을 나타내는 고유 식별자인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사용하여
로그 그룹 이름을 지정합니다. CloudWatchLogsRoleArn을 지정하지 않는 한 필수가 아닙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oudWatchLogsRoleArn
CloudWatch Logs 엔드포인트가 사용자의 로그 그룹에 쓰기 위해 맡을 역할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LogFileValidation
로그 파일의 유효성 검증을 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Note
로그 파일 무결성 검증을 비활성화하면 한 시간 후 다이제스트 파일 체인이 끊어집니다.
CloudTrail은 로그 파일 무결성 검증이 사용 중지된 기간에 전달된 로그 파일에 대한 다이제스
트 파일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정오에 로그 파일 무결성 검증을 활성화하고,
1월 2일 정오에 비활성화하며, 1월 10일 정오에 다시 활성화하는 경우 1월 2일 정오부터 1월 10
일 정오까지 전달된 로그 파일에 대한 다이제스트 파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CloudTrail 로깅
을 중지하거나 추적을 삭제할 때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Selectors
이벤트 선택기를 사용하여 추적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이벤트 설정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적으로 특정 이벤트 선택기 없이 생성된 추적은 모든 읽기 및 쓰기 관리 이벤트를 기록하도록 구성되며
데이터 이벤트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계정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CloudTrail은 모든 추적에 대한 이벤트
선택기를 평가합니다. 각 추적에서, 이벤트가 선택기와 일치하는 경우 추적은 이벤트를 처리하고 로깅합
니다. 이벤트가 이벤트 선택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추적에서 이벤트를 로깅하지 않습니다.
추적 하나당 최대 5개의 이벤트 선택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추적에 이벤트 선택기와 고급 이벤트 선택기를 모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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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EventSelector (p. 162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GlobalServiceEvents
추적이 전역적 서비스(예: IAM)에서 로그 파일로 이벤트를 게시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sLogging
CloudTrail 추적이 현재 AWS API 호출을 로깅하는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sMultiRegionTrail
추적이 현재 리전에만 적용되는지 또는 모든 리전에 적용되는지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추적이 현재 리전에만 존재하고 이 값이 true로 설정된 경우 다른 리전에 섀도 추적(추적의 복제)이 생성
됩니다. 모든 리전에 추적이 존재하고 이 값이 false로 설정되면 추적은 원래 생성 리전에 유지되고, 다른
리전의 섀도 추적은 삭제됩니다. 모범 사례로서, 모든 리전에서 이벤트를 로깅하는 추적 사용을 고려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KeyId
CloudTrail이 전송할 로그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할 AWS KMS 키 ID를 지정합니다. 값은 "alias/", 별칭에
대한 전체 지정 ARN, 키에 대한 전체 지정 ARN, 전역적으로 고유한 식별자 등의 접두사가 붙은 별칭 이
름일 수 있습니다.
CloudTrail은 AWS KMS 다중 리전 키도 지원합니다. 다중 리전 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다중 리전 키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예:
• alias/MyAliasName
• arn:aws:kms:us-east-2:123456789012:alias/MyAliasName
• arn:aws:kms:us-east-2:123456789012:key/12345678-1234-1234-1234-123456789012
• 12345678-1234-1234-1234-123456789012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BucketName
로그 파일을 게시하도록 지정된 Amazon S3 버킷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Amazon S3 버킷 이름 지정 요
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API 버전 2010-05-15
161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loudTrail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KeyPrefix
로그 파일 전송을 위해 지정한 버킷의 이름 다음에 오는 Amazon S3 키 접두사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CloudTrail 로그 파일 찾기를 참조하십시오. 최대 길이는 200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sTopicName
로그 파일 전송의 알림을 위해 정의된 Amazon SNS 주제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최대 길이는 256자입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추적에 대한 사용자 지정 태그 세트(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ilName
추적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름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ASCII 문자(a-z, A-Z), 숫자(0-9), 마침표(.), 밑줄(_) 또는 대시(-)를 사용합니다.
• 문자나 숫자로 시작하고 끝나야 합니다.
• 3-128자여야 합니다.
• 옆에 마침표, 밑줄 또는 대시가 없어야 합니다. my-_namespace 및 my--namespace와 같은 이름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IP 주소 형식(예: {192.168.5.4})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입력하면 Ref는 해당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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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CloudTrail 추적의 ARN을 반
환합니다(예: arn:aws:cloudtrail:us-east-2:123456789012:trail/myCloudTrail).
SnsTopicArn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CloudTrail
추적에 연결된 Amazon SNS 주제의 ARN을 반환합니다(예: arn:aws:sns:useast-2:123456789012:mySNSTopic).

예제
예
다음 예제에서는 모든 리전의 이벤트를 로깅하는 추적, 로그가 게시되는 Amazon S3 버킷과 알림이 전송되
는 Amazon SNS 주제를 생성합니다. 버킷 및 주제 정책은 (지정된 리전의) CloudTrail에서 S3 버킷으로 로
그를 게시하고 지정한 이메일로 알림을 전송하도록 허용합니다. CloudTrail 버킷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S3 버킷 정책을 참조하세요.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TrailName": {
"Type": "String"
},
"BucketName": {
"Type": "String"
}
},
"Conditions": {
"IsOrganizationsSupported": {
"Fn::Equals": [
{
"Ref": "AWS::Partition"
},
"aws"
]
}
},
"Resources": {
"Trail": {
"Type": "AWS::CloudTrail::Trail",
"Properties": {
"S3BucketName": {
"Ref": "BucketName"
},
"S3KeyPrefix": "Uluru",
"IsLogging": true,
"Trail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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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 "TrailName"
},
"EnableLogFileValidation": true,
"IncludeGlobalServiceEvents": true,
"IsMultiRegionTrail": true,
"CloudWatchLogsLogGroupArn": {
"Fn::ImportValue": "TrailLogGroupTestArn"
},
"CloudWatchLogsRoleArn": {
"Fn::ImportValue": "TrailLogGroupRoleTestArn"
},
"KMSKeyId": {
"Fn::ImportValue": "TrailKeyTest"
},
"Tags": [
{
"Key": "TagKeyIntTest",
"Value": "TagValueIntTest"
},
{
"Key": "TagKeyIntTest2",
"Value": "TagValueIntTest2"
}
],
"SnsTopicName": {
"Fn::ImportValue": "TrailTopicTest"
},
"EventSelectors": [
{
"DataResources": [
{
"Type": "AWS::S3::Object",
"Values": [
{
"Fn::Sub": "arn:${AWS::Partition}:s3:::"
}
]
}
],
"IncludeManagementEvents": true,
"ReadWriteType": "All",
}
]

},
"Outputs": {
"ARN": {
"Description": "The trail ARN",
"Value": {
"Fn::GetAtt": [
"Trail",
"Arn"
]
}
},
"TopicArn": {
"Description": "The SnS Topic ARN",
"Value": {
"Fn::GetAtt": [
"Trail",
"SnsTopicAr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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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Parameters:
TrailName:
Type: String
BucketName:
Type: String
Conditions:
IsOrganizationsSupported:
Fn::Equals:
- { Ref: "AWS::Partition" }
- "aws"
Resources:
Trail:
Type: AWS::CloudTrail::Trail
Properties:
S3BucketName: !Ref BucketName
S3KeyPrefix: "Uluru"
IsLogging: true
TrailName: !Ref TrailName
EnableLogFileValidation: true
IncludeGlobalServiceEvents: true
IsMultiRegionTrail: true
CloudWatchLogsLogGroupArn:
Fn::ImportValue: "TrailLogGroupTestArn"
CloudWatchLogsRoleArn:
Fn::ImportValue: "TrailLogGroupRoleTestArn"
KMSKeyId:
Fn::ImportValue: TrailKeyTest
Tags:
- Key: "TagKeyIntTest"
Value: "TagValueIntTest"
- Key: "TagKeyIntTest2"
Value: "TagValueIntTest2"
SnsTopicName:
Fn::ImportValue: TrailTopicTest
EventSelectors:
- DataResources:
- Type: AWS::S3::Object
Values:
- !Sub "arn:${AWS::Partition}:s3:::"
IncludeManagementEvents: true
ReadWriteType: All
Outputs:
ARN:
Description: The trail ARN
Value:
'Fn::GetAtt':
- Trail
- Arn
TopicArn:
Description: The SnS Topic ARN
Value:
'Fn::GetAtt':
- Trail
- SnsTopicArn

AWS::CloudTrail::Trail DataResource
데이터 이벤트를 기록할 추적에 대해 이벤트 선택기에서 지정한 로그 데이터 이벤트 Amazon S3 버킷, AWS
Lambda 함수 또는 Amazon DynamoDB 테이블입니다. 데이터 이벤트는 리소스 상에서 또는 리소스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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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는 리소스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데이터 영역 작업이라고도 합니다. 추적 하나당 최대
250개의 데이터 리소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허용되는 데이터 리소스의 총 수는 250개입니다. 1-5개의 이벤트 선택기에 이러한 총 데이터 리소
스를 분산시킬 수 있지만 모든 선택기에서 총 개수는 250개를 넘으면 안 됩니다.
고급 이벤트 선택기를 사용하는 경우 트레일의 모든 고급 이벤트 선택기에서 모든 조건에 대한 최대
총 값 수는 500입니다.
다음 예에서는 bucket-1이라는 S3 버킷에 대한 모든 데이터 이벤트의 로깅을 구성할 때 로깅이 어떻게 작
동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예에서 CloudTrail 사용자는 빈 접두사를 지정하고 Read 및 Write 데이터 이벤트
를 모두 로깅하는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1. 사용자가 bucket-1에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2. PutObject API 작업은 Amazon S3 객체 수준 API입니다. CloudTrail에 데이터 이벤트로 기록됩니다.
CloudTrail 사용자가 빈 접두사를 사용하여 S3 버킷을 지정했으므로 해당 버킷의 객체에서 발생한 이벤트
가 로깅됩니다. 추적은 이벤트를 처리하고 로깅합니다.
3. 사용자가 arn:aws:s3:::bucket-2이라는 Amazon S3 버킷에 객체를 업로드합니다.
4. CloudTrail 사용자가 추적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S3 버킷의 객체에서 PutObject API 작업이 발생했습니
다. 추적에서 이벤트를 로깅하지 않습니다.
다음 예제는 모든 Lambda 함수가 아닌 MyLambdaFunction이라는 Lambda 함수에 대해 AWS Lambda 데이
터 이벤트의 로깅을 구성할 때 로깅의 작동 방식을 보여줍니다.
1. 사용자가 MyLambdaFunction 함수 및 MyOtherLambdaFunction 함수에 대한 호출을 포함하는 스크립트
를 실행합니다.
2. MyLambdaFunction의 Invoke API 작업은 Lambda API입니다. CloudTrail에 데이터 이벤트로 기록됩니
다. CloudTrail 사용자가 MyLambdaFunction에 대해 로깅 데이터 이벤트를 지정했기 때문에 해당 함수의
호출이 로깅됩니다. 추적은 이벤트를 처리하고 로깅합니다.
3. MyOtherLambdaFunction의 Invoke API 작업은 Lambda API입니다. CloudTrail 사용자가 모든 Lambda
함수에 대해 로깅 데이터 이벤트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MyOtherLambdaFunction에 대한 Invoke 작
업은 추적에 대해 지정된 함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추적에서 이벤트를 로깅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String,
"Values" : [ String, ... ]

YAML
Type: String
Values:
- String

Properties
Type
데이터 이벤트를 로깅하려는 리소스 유형입니다. AWS::S3::Object, AWS::Lambda::Function 또
는 AWS::DynamoDB::Table 리소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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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3Outposts::Object, AWS::ManagedBlockchain::Node,
AWS::S3ObjectLambda::AccessPoint 및 AWS::EC2::Snapshot 리소스 유형은 기본 이벤트 선
택기에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들 리소스 유형에 대한 데이터 이벤트를 기록하려면 고급 이벤트 선택기
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지정된 객체에 대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 문자열 또는 부분 ARN 문자열의 배열입니다.
• AWS 계정의 모든 S3 버킷에 있는 모든 객체의 데이터 이벤트를 로깅하려면 접두사를
arn:aws:s3:::로 지정합니다.

Note
또한 다른 AWS 계정에 속하는 버킷에 대한 데이터 이벤트 활동이더라도 본인 AWS 계정의
사용자 또는 역할이 수행한 활동이라면 데이터 이벤트 활동 로깅이 사용됩니다.
• S3 버킷의 모든 객체에 대한 데이터 이벤트를 기록하려면 버킷과 빈 객체 접두사를 지정합니다(예:
arn:aws:s3:::bucket-1/). 추적은 이 S3 버킷의 모든 객체에 대한 데이터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 특정 객체에 대한 데이터 이벤트를 기록하려면 S3 버킷과 객체 접두사를 지정합니다(예:
arn:aws:s3:::bucket-1/example-images). 추적은 접두사와 일치하는 이 S3 버킷의 객체에 대
한 데이터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 AWS 계정의 모든 Lambda 함수에 대한 데이터 이벤트를 로깅하려면 접두사를 arn:aws:lambda로
지정합니다.

Note
또한 다른 AWS 계정에 속하는 함수에서 수행된 Invoke 활동이더라도 해당 AWS 계정의 사
용자 또는 역할이 수행한 활동이라면 데이터 이벤트 활동 로깅이 사용됩니다.
• 특정 Lambda 함수에 대한 데이터 이벤트를 로깅하려면 함수 ARN을 지정합니다.

Note
Lambda 함수 ARN은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함수 ARN arn:aws:lambda:uswest-2:111111111111:function:helloworld를 지정할 경우 arn:aws:lambda:uswest-2:111111111111:function:helloworld에 대해서만 데이터 이벤트가 로깅됩니다.
arn:aws:lambda:us-west-2:111111111111:function:helloworld2에 대해서는 로깅되지 않습니
다.
• AWS 계정의 모든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이벤트를 로깅하려면 접두사를
arn:aws:dynamodb로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Trail::Trail EventSelector
이벤트 선택기를 사용하여 추적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이벤트 설정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
로 특정 이벤트 선택기 없이 생성된 추적은 모든 읽기 및 쓰기 관리 이벤트를 기록하도록 구성되며 데이터 이
벤트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계정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CloudTrail은 모든 추적에 대한 이벤트 선택기를 평가
합니다. 각 추적에서, 이벤트가 선택기와 일치하는 경우 추적은 이벤트를 처리하고 로깅합니다. 이벤트가 이
벤트 선택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추적에서 이벤트를 로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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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하나당 최대 5개의 이벤트 선택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선택기와 고급 이벤트 선택기를 모두 트레일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Resources" : [ DataResource (p. 1618), ... ],
"IncludeManagementEvents" : Boolean,
"ReadWriteType" : String

YAML
DataResources:
- DataResource (p. 1618)
IncludeManagementEvents: Boolean
ReadWriteType: String

Properties
DataResources
CloudTrail은 Amazon S3 객체 및 AWS Lambda 함수에 대한 데이터 이벤트 로깅을 지원합니다. 개별 이
벤트 선택기에 대해 최대 250개의 리소스를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데이터 리소스 수는 추적의 모든 이
벤트 선택기에 대해 250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 이벤트에 대해 리소스 로깅을 구성할 경
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 사용 설명서에서 데이터 이벤트 및 AWS CloudTrail의 한도를 참조하세
요.
Required: 조건
Type: DataResource (p. 161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ManagementEvents
추적에 대한 관리 이벤트를 이벤트 선택기에 포함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 사용 설명서에서 관리 이벤트를 참조하세요.
기본값은 true입니다.
관리 이벤트의 첫 번째 사본은 무료이며, 동일한 리전에서 후속 추적 시 로깅하는 관리 이벤트의 추가 사
본에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CloudTrail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 요금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adWriteType
추적에서 읽기 전용 이벤트를 로깅할지, 쓰기 전용 이벤트를 로깅할지 또는 모두 로깅할지를 지정합니
다. 예를 들어 EC2 GetConsoleOutput은 읽기 전용 API 작업이고, RunInstances는 쓰기 전용 API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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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은 Al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 | ReadOnly | WriteOnl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CloudWatch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loudWatch::Alarm (p. 1622)
• AWS::CloudWatch::AnomalyDetector (p. 1638)
• AWS::CloudWatch::CompositeAlarm (p. 1642)
• AWS::CloudWatch::Dashboard (p. 1647)
• AWS::CloudWatch::InsightRule (p. 1648)
• AWS::CloudWatch::MetricStream (p. 1650)

AWS::CloudWatch::Alarm
AWS::CloudWatch::Alarm 유형은 경보를 지정하고 이를 지정된 지표 또는 지표 수학 표현식과 연결합니
다.
이 작업으로 경보가 생성되면 즉시 경보 상태가 INSUFFICIENT_DATA로 설정됩니다. 그런 다음 경보가 평
가되고 적절히 상태가 설정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태에 연결된 모든 작업들이 실행됩니다.
기존 경보를 업데이트할 때 상태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지만, 업데이트가 이전의 경보 구성을 완전
히 덮어씁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
"ActionsEnabled" : Boolean,
"AlarmActions" : [ String, ... ],
"AlarmDescription" : String,
"AlarmName" : String,
"ComparisonOperator" : String,
"DatapointsToAlarm" : Integer,
"Dimensions" : [ Dimension (p. 1630), ... ],
"EvaluateLowSampleCountPercentile" : String,
"EvaluationPeriods" : Integer,
"ExtendedStatistic" : String,
"InsufficientDataActions" : [ String, ... ],
"MetricName" : String,
"Metrics" : [ MetricDataQuery (p. 1634), ... ],
"Namespace" : String,
"OKActions" : [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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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riod" : Integer,
"Statistic" : String,
"Threshold" : Double,
"ThresholdMetricId" : String,
"TreatMissingData" : String,
"Unit" : String

YAML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ActionsEnabled: Boolean
AlarmActions:
- String
AlarmDescription: String
AlarmName: String
ComparisonOperator: String
DatapointsToAlarm: Integer
Dimensions:
- Dimension (p. 1630)
EvaluateLowSampleCountPercentile: String
EvaluationPeriods: Integer
ExtendedStatistic: String
InsufficientDataActions:
- String
MetricName: String
Metrics:
- MetricDataQuery (p. 1634)
Namespace: String
OKActions:
- String
Period: Integer
Statistic: String
Threshold: Double
ThresholdMetricId: String
TreatMissingData: String
Unit: String

Properties
ActionsEnabled
경보 상태 변경 중 작업을 실행해야 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armActions
경보가 기타 모든 상태에서 ALARM 상태로 전환될 때 실행할 작업 목록입니다. 각 작업을 Amazon 리
소스 이름(ARN)으로 지정합니다. 지정할 수 있는 경보 및 작업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API 참조에서 PutMetricAlarm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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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armDescription
경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armName
경보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 고유의 물리적 ID를 생성하여
경보 이름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Important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
의 또는 전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바꿔야 한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mparisonOperator
지정한 통계와 임계값을 비교하는 경우 사용하는 산술 연산입니다. 지정된 통계 값은 첫 번째 피연산자
로 사용됩니다.
GreaterThanThresholdGreaterThanOrEqualToThresholdLessThanThreshold 또는
LessThanOrEqualToThreshold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reaterThanOrEqualToThreshold | GreaterThanThreshold |
GreaterThanUpperThreshold | LessThanLowerOrGreaterThanUpperThreshold |
LessThanLowerThreshold | LessThanOrEqualToThreshold | LessThanThreshol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pointsToAlarm
경보가 트리거되려면 위반되어야 하는 데이터 포인트 수입니다. 이는 “N개 중 M개” 경보를 설정하는 경
우에만 사용됩니다. 이 경우 이 값은 M이고 EvaluationPeriods에 대해 설정한 값은 N 값입니다. 자
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에서 경보 평가를 참조하세요.
이 파라미터를 생략하면 CloudWatch에서는 EvaluationPeriods에 대해 설정한 값과 동일한 값을 사
용하며, 많은 연속 기간이 위반되는 경우 경보가 경보 상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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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mensions
경보와 연결된 지표의 차원입니다. 수학 표현식을 기반으로 경보를 생성하면 Dimensions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Metrics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imension (p. 1630) 목록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aluateLowSampleCountPercentile
백분위수 기반 경보에만 사용됩니다. ignore일 경우, 경보 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할 데이터 포인
트가 너무 적은 기간 동안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evaluate 또는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경보는 항상 평가되며 사용 가능한 데이터 포인트 수와 관계없이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aluationPeriods
지정 임계값에 대한 데이터 비교가 이루어지는 기간의 일수입니다. 경보를 트리거하기 위해 연속된 여러
데이터 요소를 위반해야 하는 경보를 설정하는 경우 이 값은 해당 일수를 지정합니다. “N 중 M” 경보를
설정하는 경우 이 값은 N이고 DatapointsToAlarm은 M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에서 경보 평가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tendedStatistic
경보와 연결된 지표에 대한 백분위수 통계입니다. p0.0~p100 사이의 값을 지정합니다.
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경보의 경우 Statistic 또는 ExtendedStatistic을 지정해야 하며, 둘 다 지
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학 표현식을 기반으로 경보를 생성하면 ExtendedStatistic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Metrics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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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p(\d{1,2}(\.\d{0,2})?|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ufficientDataActions
경보가 다른 상태에서 INSUFFICIENT_DATA 상태로 전환될 때 실행할 작업입니다. 각 작업은 Amazon
리소스 이름(ARN)으로 지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Name
경보와 연결된 지표의 이름입니다. 지표 기반의 경보에 필수적입니다. 수학 표현식을 기반으로 경보를
생성하면 Metrics를 대신 사용해야 하며, MetricName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s
지표 수학 표현식의 결과에 따라 경보를 생성할 수 있는 어레이입니다. 어레이의 각 항목은 지표를 검색
하거나 수학 표현식을 수행합니다.
Metrics 파라미터를 지정하면 MetricName, Dimensions, Period, Namespace, Statistic,
ExtendedStatistic 또는 Unit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tricDataQuery (p. 163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space
경보와 연결된 지표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지표 기반의 경보에 필수적입니다. 수학 표현식을 기반으로
경보를 생성하면 Namespace를 지정할 수 없으며 대신 Metrics를 사용해야 합니다.
AWS 서비스의 지표에 대한 네임스페이스 목록은 CloudWatch 지표를 게시하는 AWS 서비스를 참조하
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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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55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KActions
경보가 다른 상태에서 OK 상태로 전환될 때 실행할 작업입니다. 각 작업은 Amazon 리소스 이름(ARN)으
로 지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iod
통계가 적용되는 기간(초)입니다. 지표 기반의 경보에 필수적입니다. 유효한 값은 10, 30, 60 및 60의 배
수입니다.
수학 표현식을 기반으로 경보를 생성하면 Period를 지정할 수 없으며 대신 Metrics를 사용해야 합니
다.
최소: 10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istic
경보와 연결된 백분위수 이외의 지표 통계입니다. 백분위수 통계의 경우 ExtendedStatistic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경보의 경우 Statistic 또는 ExtendedStatistic을 지정해야 하며, 둘 다 지
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학 표현식을 기반으로 경보를 생성하면 Statistic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Metrics를 사용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verage | Maximum | Minimum | SampleCount | Sum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eshold
지정된 통계와 비교할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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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MetricId
이상 탐지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경보에서 이 속성은 경보 임계값으로 사용되는
ANOMALY_DETECTION_BAND 함수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eatMissingData
경보가 누락된 데이터 요소를 처리하는 방법을 설정합니다. 유효한 값은 breaching, notBreaching,
ignore 및 missing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Watch 사용 설명서에서 CloudWatch 경보가 누락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구성을 참조하세요.
이 파라미터가 누락되면 missing의 기본 동작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it
경보와 연결된 지표의 단위입니다. 단일 측정치를 기반으로 경보를 생성하는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Metrics 배열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Seconds, Microseconds, Milliseconds, Bytes, Kilobytes, Megabytes,
Gigabytes, Terabytes, Bits, Kilobits, Megabits, Gigabits, Terabits, Percent, Count, Bytes/Second,
Kilobytes/Second, Megabytes/Second, Gigabytes/Second, Terabytes/Second, Bits/Second, Kilobits/
Second, Megabits/Second, Gigabits/Second, Terabits/Second, Count/Second 또는 Non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its | Bits/Second | Bytes | Bytes/Second | Count | Count/Second
| Gigabits | Gigabits/Second | Gigabytes | Gigabytes/Second | Kilobits
| Kilobits/Second | Kilobytes | Kilobytes/Second | Megabits | Megabits/
Second | Megabytes | Megabytes/Second | Microseconds | Milliseconds | None
| Percent | Seconds | Terabits | Terabits/Second | Terabytes | Terabytes/
Secon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경보 이름(예: TestAlar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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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CloudWatch 경보의 ARN입니다(예: arn:aws:cloudwatch:uswest-2:123456789012:alarm:myCloudWatchAlarm-CPUAlarm-UXMMZK36R55Z).

예제
이상 탐지기에 기반한 경보
이 예에서는 이상 탐지기에 기반한 경보를 생성합니다.

JSON
"Resources": {
"LambdaInvocationsAnomalyDetector": {
"Type": "AWS::CloudWatch::AnomalyDetector",
"Properties": {
"MetricName": "Invocations",
"Namespace": "AWS/Lambda",
"Statistic": "Sum"
}
},
"LambdaInvocationsAlarm": {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AlarmDescription": "Lambda invocations",
"AlarmName": "LambdaInvocationsAlarm",
"ComparisonOperator": "LessThanLowerOrGreaterThanUpperThreshold",
"EvaluationPeriods": 1,
"Metrics": [
{
"Expression": "ANOMALY_DETECTION_BAND(m1, 2)",
"Id": "ad1"
},
{
"Id": "m1",
"MetricStat": {
"Metric": {
"MetricName": "Invocations",
"Namespace": "AWS/Lambda"
},
"Period": 86400,
"Stat": "Sum"
}
}
],
"ThresholdMetricId": "ad1",
"TreatMissingData": "breach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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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Resources:
LambdaInvocationsAnomalyDetector:
Type: AWS::CloudWatch::AnomalyDetector
Properties:
MetricName: Invocations
Namespace: AWS/Lambda
Stat: Sum
LambdaInvocationsAlarm: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AlarmDescription: Lambda invocations
AlarmName: LambdaInvocationsAlarm
ComparisonOperator: LessThanLowerOrGreaterThanUpperThreshold
EvaluationPeriods: 1
Metrics:
- Expression: ANOMALY_DETECTION_BAND(m1, 2)
Id: ad1
- Id: m1
MetricStat:
Metric:
MetricName: Invocations
Namespace: AWS/Lambda
Period: !!int 86400
Stat: Sum
ThresholdMetricId: ad1
TreatMissingData: breaching

참고 항목
• Amazon CloudWatch 템플릿 코드 조각

AWS::CloudWatch::Alarm Dimension
차원은 AWS::CloudWatch::Alarm 유형의 포함된 속성입니다. 차원은 CloudWatch 지표에 연결할 수 있
는 임의의 이름/값 페어입니다. 주어진 측정치에 대해 차원은 최대 10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 : String

YAML
Name: String
Valu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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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Name
차원 이름의 길이는 1~255자입니다. 이 차원 이름은 지표가 게시될 때 포함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차원의 값은 1-255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Ref 함수에서 제공하는 차원 값이 포함된 CloudWatch 경보 2개
Ref 및 GetAtt 내장 함수는 일반적으로 CloudWatch 지표 차원에 대한 값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Ref 함수를 사용하는 예입니다.

JSON
{

"CPUAlarmHigh": {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AlarmDescription": "Scale-up if CPU is greater than 90% for 10 minutes",
"MetricName": "CPUUtilization",
"Namespace": "AWS/EC2",
"Statistic": "Average",
"Period": "300",
"EvaluationPeriods": "2",
"Threshold": "90",
"AlarmActions": [
{
"Ref": "WebServerScaleUpPolicy"
}
],
"Dimensions": [
{
"Name": "AutoScalingGroupName",
"Value": {
"Ref": "WebServerGroup"
}
}
],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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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PUAlarmLow": {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AlarmDescription": "Scale-down if CPU is less than 70% for 10 minutes",
"MetricName": "CPUUtilization",
"Namespace": "AWS/EC2",
"Statistic": "Average",
"Period": "300",
"EvaluationPeriods": "2",
"Threshold": "70",
"AlarmActions": [
{
"Ref": "WebServerScaleDownPolicy"
}
],
"Dimensions": [
{
"Name": "AutoScalingGroupName",
"Value": {
"Ref": "WebServerGroup"
}
}
],
"ComparisonOperator": "LessThanThreshold"
}
}

YAML
CPUAlarmHigh: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AlarmDescription: Scale-up if CPU is greater than 90% for 10 minutes
MetricName: CPUUtilization
Namespace: AWS/EC2
Statistic: Average
Period: '300'
EvaluationPeriods: '2'
Threshold: '90'
AlarmActions:
- !Ref WebServerScaleUpPolicy
Dimensions:
- Name: AutoScalingGroupName
Value: !Ref WebServerGroup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CPUAlarmLow: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AlarmDescription: Scale-down if CPU is less than 70% for 10 minutes
MetricName: CPUUtilization
Namespace: AWS/EC2
Statistic: Average
Period: '300'
EvaluationPeriods: '2'
Threshold: '70'
AlarmActions:
- !Ref WebServerScaleDownPolicy
Dimensions:
- Name: AutoScalingGroupName
Value: !Ref WebServerGroup
ComparisonOperator: LessThan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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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loudWatch::Alarm Metric
Metric 속성 유형은 특정 지표를 나타냅니다. Metric은 MetricStat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mensions" : [ Dimension (p. 1630), ... ],
"MetricName" : String,
"Namespace" : String

YAML
Dimensions:
- Dimension (p. 1630)
MetricName: String
Namespace: String

Properties
Dimensions
경보가 감시할 지표에 사용할 지표 차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imension (p. 1630) 목록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Name
경보가 감시하려는 지표의 이름입니다. 필수 필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space
경보가 감시할 지표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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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255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Watch::Alarm MetricDataQuery
MetricDataQuery 속성 유형은 반환할 지표 데이터, 호출이 하나의 지표에 대한 데이터 배치 세트를 검색
하는지 여부, 또는 지표 데이터에 수학 표현식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사용된 표현식은 하나의 시계열을 반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에서
지표 수학 구문 및 함수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ountId" : String,
"Expression" : String,
"Id" : String,
"Label" : String,
"MetricStat" : MetricStat (p. 1636),
"Period" : Integer,
"ReturnData" : Boolean

YAML
AccountId: String
Expression: String
Id: String
Label: String
MetricStat:
MetricStat (p. 1636)
Period: Integer
ReturnData: Boolean

Properties
AccountId
교차 계정 경보인 경우 지표가 있는 계정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pression
반환된 데이터에서 수행하는 수학 표현식입니다(객체가 수학 표현식을 수행하는 경우). 이 표현식은 해
당 지표를 참조하기 위해 다른 지표의 Id를 사용할 수 있고, 해당 표현식의 결과를 사용하기 위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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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식의 Id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표 수학 표현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
용 설명서에서 지표 수학 구문 및 함수를 참조하세요.
각 MetricDataQuery 객체 내에 Expression 또는 MetricStat 중 하나만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
이 객체를 응답의 결과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짧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GetMetricData에 대한
단일 호출 내부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 세트에 수학 표현식을 수행하는 경우 이 이름은 이러한
데이터를 표시하고 수학 표현식의 변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문자는 문자, 숫자 및 밑줄입니
다. 첫 번째 문자는 소문자여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bel
이 지표 또는 표현식에 대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레이블입니다. 이는 표현식인 경우 특히 유용하며, 사
용자는 값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표 또는 표현식이 CloudWatch 대시보드 위젯에 표시
되는 경우 레이블이 표시됩니다. Label이 누락된 경우 CloudWatch에서 기본값을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Stat
통계, 기간 및 단위와 함께 반환할 지표입니다. 이 객체가, 반환된 데이터에 대해 수학 표현식을 수행하
지 않고 지표를 검색하는 경우에만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십시오.
하나의 MetricDataQuery 객체 내에 Expression 또는 MetricStat 중 하나만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tricStat (p. 16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iod
반환되는 데이터 포인트의 세부 수준(초)입니다. 일반 분해능 지표의 경우 기간은 최소 1분(60초)
이고 60의 배수여야 합니다. 1분 미만의 간격으로 수집되는 고분해능 지표의 경우 기간은 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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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0 또는 60의 배수입니다. 고해상도 지표는 StorageResolution of 1 second가 포함된
PutMetricData 작업에 의해 저장된 지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urnData
이 옵션은 이 지표의 타임스탬프와 원시 데이터 값을 반환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지표 수학 식을 기반으로 경보를 만드는 경우, 경보의 기반이 되는 수학 식 하나에 대해서만 이 값을
True로 지정합니다. 경보에 사용되는 다른 모든 지표와 식은 ReturnData에 대해 False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필드는 필수 항목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Watch::Alarm MetricStat
이 구조는 통계, 기간 및 단위와 함께 반환할 지표를 정의합니다.
MetricStat은 MetricDataQuery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etric"
"Period"
"Stat" :
"Unit" :

: Metric (p. 1633),
: Integer,
String,
String

YAML
Metric:
Metric (p. 1633)
Period: Integer
Stat: String
Unit: String

Properties
Metric
지표 이름, 네임스페이스 및 차원을 포함하여 반환할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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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Metric (p. 163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iod
반환되는 데이터 포인트의 세부 수준(초)입니다. 일반 분해능 지표의 경우 기간은 최소 1분(60초)이고
60의 배수여야 합니다. 1분 미만의 간격으로 수집되는 고분해능 지표의 경우 기간은 1, 5, 10, 30, 60 또
는 60의 배수입니다. 고해상도 지표는 1초의 StorageResolution가 포함된 PutMetricData 호출에
의해 저장된 지표입니다.
StartTime 파라미터가 3시간 이전으로 타임스탬프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지정해야 합
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시간 범위의 데이터 포인트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시작 시간이 3시간 ~ 15일 전인 경우 - 60초(1분)의 배수를 사용합니다.
• 시작 시간이 15 ~ 63일 전인 경우 - 300초(5분)의 배수를 사용합니다.
• 시작 시간이 63일이 지난 경우 - 3600초(1시간)의 배수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
반환할 통계입니다. 모든 CloudWatch 통계 또는 확장 통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값 목록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에서 통계의 표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it
반환된 데이터 요소에 대해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유효한 값: Seconds, Microseconds, Milliseconds, Bytes, Kilobytes, Megabytes, Gigabytes, Terabytes,
Bits, Kilobits, Megabits, Gigabits, Terabits, Percent, Count, Bytes/Second, Kilobytes/Second,
Megabytes/Second, Gigabytes/Second, Terabytes/Second, Bits/Second, Kilobits/Second, Megabits/
Second, Gigabits/Second, Terabits/Second, Count/Second, Non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its | Bits/Second | Bytes | Bytes/Second | Count | Count/Second
| Gigabits | Gigabits/Second | Gigabytes | Gigabytes/Second | Kilobits
| Kilobits/Second | Kilobytes | Kilobytes/Second | Megabits | Megabits/
Second | Megabytes | Megabytes/Second | Microseconds | Milliseconds | None
| Percent | Seconds | Terabits | Terabits/Second | Terabytes | Terabytes/
Secon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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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loudWatch::AnomalyDetector
AWS::CloudWatch::AnomalyDetector 유형은 특정 지표 및 통계에 대한 이상 탐지 밴드를 지정합니다.
밴드는 지표 값에 예상되는 “정상” 범위를 표시합니다. 이상 탐지 밴드는 지표 예상 값 시각화와 경보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Watch::AnomalyDetector",
"Properties" : {
"Configuration" : Configuration (p. 1640),
"Dimensions" : [ Dimension (p. 1641), ... ],
"MetricName" : String,
"Namespace" : String,
"Stat" : String
}

YAML
Type: AWS::CloudWatch::AnomalyDetector
Properties:
Configuration:
Configuration (p. 1640)
Dimensions:
- Dimension (p. 1641)
MetricName: String
Namespace: String
Stat: String

Properties
Configuration
모델을 교육 및 업데이트할 때 제외할 시간 범위를 포함하여 이상 탐지 모델을 교육하는 방식에 대한 세
부 사항을 지정합니다. 이 구성은 지표에 사용할 시간대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figuration (p. 164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mensions
이상 탐지 밴드와 연결된 지표의 차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imension (p. 1641)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etricName
이상 탐지 밴드와 연결된 지표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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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space
이상 탐지 밴드와 연결된 지표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t
이상 탐지 밴드와 연결된 지표의 통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예제
이상 탐지기
이 예제에서는 차원 값 UsedMemory를 사용하여 JvmMetric이라는 이상 탐지 모델을 생성합니다. 모델 교
육의 시간 범위는 제외합니다.

JSON
{

"Description": "AnomalyDetectorOnUsedMemory",
"Resources": {
"AnomalyDetectorOnUsedMemory": {
"Type": "AWS::CloudWatch::AnomalyDetector",
"Properties": {
"MetricName": "JvmMetric",
"Namespace": "AWSSDK/Java",
"Stat": "Average",
"Dimensions": [
{
"Name": "Memory",
"Value": "UsedMemory"
}
],
"Configuration": {
"MetricTimeZone": "UTC",
"ExcludedTimeRanges": [
{
"StartTime": "2019-07-01T00:00:00",
"EndTime": "2019-07-01T23:59:5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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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Description: AnomalyDetectorOnUsedMemory
Resources:
AnomalyDetectorOnUsedMemory:
Type: AWS::CloudWatch::AnomalyDetector
Properties:
MetricName: JvmMetric
Namespace: AWSSDK/Java
Stat: Average
Dimensions:
- Name: Memory
Value: UsedMemory
Configuration:
MetricTimeZone: UTC
ExcludedTimeRanges:
- StartTime: 2019-07-01T00:00:00
EndTime: 2019-07-01T23:59:59

AWS::CloudWatch::AnomalyDetector Configuration
모델을 교육 및 업데이트할 때 제외할 시간 범위를 포함하여 이상 탐지 모델을 교육하는 방식에 대한 세부 사
항을 지정합니다. 이 구성은 지표에 사용할 시간대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cludedTimeRanges" : [ Range (p. 1642), ... ],
"MetricTimeZone" : String

YAML
ExcludedTimeRanges:
- Range (p. 1642)
MetricTimeZone: String

Properties
ExcludedTimeRanges
이상 탐지 모델을 교육 및 업데이트할 때 사용에서 제외할 시간 범위의 배열을 지정합니다. CloudWatch
가 모델을 생성 또는 업데이트할 때 지표에 대한 이상 값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예: 배포)가 사용되지
않도록 이 속성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ange (p. 164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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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icTimeZone
지표에 사용할 시간대입니다. 이 속성은 지표가 그러한 시간 변화에 민감한 경우 모델이 일광 절약 시간
변화를 자동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데 유용합니다.
시간대를 지정하려면 표준 tz 데이터베이스에 지정된 시간대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z 데
이터베이스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Watch::AnomalyDetector Dimension
차원은 지표의 자격 증명에 속하는 이름/값 페어입니다. 각 지표에 차원을 최대 10개까지 할당할 수 있습니
다. 차원은 지표에 대한 고유한 식별자의 일부이므로 지표 중 하나에 이름/값 쌍을 추가할 때마다 해당 지표
의 새로운 변형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 : String

YAML
Nam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Name
차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ue
차원의 값입니다. 차원 값에는 ASCII 문자만 포함해야 하며 공백이 아닌 문자를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합
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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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CloudWatch::AnomalyDetector Range
각 Range는 이상 탐지 모델을 교육 또는 업데이트할 때 사용에서 제외할 날짜 또는 시간 범위를 하나씩 지정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Time" : String,
"StartTime" : String

YAML
EndTime: String
StartTime: String

Properties
EndTime
제외할 범위의 종료 시간입니다. 형식은 yyyy-MM-dd'T'HH:mm:ss입니다. 예:
2019-07-01T23:59:59.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rtTime
제외할 범위의 시작 시간입니다. 형식은 yyyy-MM-dd'T'HH:mm:ss입니다. 예:
2019-07-01T23:59:59.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loudWatch::CompositeAlarm
AWS::CloudWatch::CompositeAlarm 유형은 복합 경보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복합 경보를 생
성할 때 생성한 다른 경보의 경보 상태를 고려한 경보에 대한 규칙 표현식을 지정합니다. 복합 경보는 규칙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ALARM 상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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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경보의 규칙 표현식에 지정된 경보에는 지표 경보 및 기타 복합 경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복합 경보를 사용하면 경보 노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지표 경보를 생성할 수 있으며, 복합 경보를 생
성하고 복합 경보에 대해서만 경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둘 이상의 기본 지표 경보가 ALARM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ALARM 상태로 전환되는 복합 경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복합 경보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경보 작업은 SNS 주제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경보를 만들면 해당 경보 상태는 바로 INSUFFICIENT_DATA로 설정됩니다. 그런 다음 경보가 평
가되고 적절히 상태가 설정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태에 연결된 모든 작업들이 실행됩니다. 복합 경보의 경
우, 생성 후 이 초기 시간은 경보가 INSUFFICIENT_DATA 상태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기존 경보를 업데이트할 때 상태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지만, 업데이트가 이전의 경보 구성을 완전
히 덮어씁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Watch::CompositeAlarm",
"Properties" : {
"ActionsEnabled" : Boolean,
"AlarmActions" : [ String, ... ],
"AlarmDescription" : String,
"AlarmName" : String,
"AlarmRule" : String,
"InsufficientDataActions" : [ String, ... ],
"OKActions" : [ String, ... ]
}

YAML
Type: AWS::CloudWatch::CompositeAlarm
Properties:
ActionsEnabled: Boolean
AlarmActions:
- String
AlarmDescription: String
AlarmName: String
AlarmRule: String
InsufficientDataActions:
- String
OKActions:
- String

Properties
ActionsEnabled
복합 경보의 경보 상태 변경 중 작업을 실행해야 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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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mActions
경보가 다른 상태에서 ALARM 상태로 전환될 때 실행할 작업입니다. 각 작업은 Amazon 리소스 이름
(ARN)으로 지정됩니다. 지정할 수 있는 경보 및 작업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API 참조에서 PutCompositeAlarm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armDescription
복합 경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armName
복합 경보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AWS 계정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larmRule
이 복합 경보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할 다른 경보를 지정하는 표현식입니다. 참조하는 각 경보에
대해, 해당 경보가 ALARM 상태, OK 상태, INSUFFICIENT_DATA 상태 중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를 지정
하는 함수를 지정합니다. 연산자(AND, OR 및 NOT)를 사용하여 여러 함수를 단일 표현식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괄호를 사용하여 표현식에서 함수를 논리적으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경보 이름이나 ARN을 사용하여 평가할 다른 경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함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명명된 경보가 ALARM 상태인 경우 ALARM("alarm-name 또는 alarm-ARN")이 TRUE입니다.
• 명명된 경보가 OK 상태인 경우 OK(“alarm-name 또는 alarm-ARN”)가 TRUE입니다.
• 명명된 경보가 INSUFFICIENT_DATA 상태인 경우 INSUFFICIENT_DATA(“alarm-name 또는 alarmARN”)가 TRUE입니다.
• TRUE는 항상 TRUE로 평가됩니다.
• FALSE는 항상 FALSE로 평가됩니다.
TRUE 및 FALSE는 복잡한 AlarmRule 구조를 테스트하고 경보 동작을 테스트하는 데 유용합니다.
AlarmRule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API 참조에서 PutCompositeAlarm을 참
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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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fficientDataActions
경보가 다른 상태에서 INSUFFICIENT_DATA 상태로 전환될 때 실행할 작업입니다. 각 작업은 Amazon
리소스 이름(ARN)으로 지정됩니다. 지정할 수 있는 경보 및 작업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API 참조에서 PutCompositeAlarm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KActions
경보가 다른 상태에서 OK 상태로 전환될 때 실행할 작업입니다. 각 작업은 Amazon 리소스 이름(ARN)
으로 지정됩니다. 지정할 수 있는 경보 및 작업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API 참
조에서 PutCompositeAlarm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경보 이름(예: MyCompositeAlarm)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
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복합 경보의 ARN(예: arn:aws:cloudwatch:us-west-2:123456789012:alarm/
CompositeAlarmName)입니다.

예제
두 개의 지표 경보 및 다른 복합 경보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 경보
이 예에서는 “HighResourceUsage” 및 “DeploymentInProgress”라는 복합 경보를 생성하고
“HighCPUUsage” 및 “HighMemoryUsage”라는 지표 경보도 생성합니다. “DeploymentInProgress”는 수동
으로 TRUE 또는 FALSE로 설정해야 하는 경보입니다. “HighCPUUsage”와 “HighMemoryUsage”가 모두
ALARM 상태이고 “DeploymentInProgress”가 FALSE인 경우에만 “HighResourceUsage” 경보가 ALARM 상
태로 전환됩니다. “HighResourceUsage”만 SNS 알림이라는 경보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보 소
음이 줄어 CPU 사용량과 메모리 사용량이 모두 높고 배포가 현재 진행 중이 아닌 경우에만 알림을 받게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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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Resources": {
"HighResourceUsage": {
"Type": "AWS::CloudWatch::CompositeAlarm",
"Properties": {
"AlarmName": "HighResourceUsage",
"AlarmRule": "(ALARM(HighCPUUsage) OR ALARM(HighMemoryUsage)) AND NOT
ALARM(DeploymentInProgress)",
"AlarmActions": "arn:aws:sns:us-west-2:123456789012:my-sns-topic",
"AlarmDescription": "Indicates that the system resource usage is high while no
known
deployment is in progress"
},
"DependsOn": [
"DeploymentInProgress",
"HighCPUUsage",
"HighMemoryUsage"
]
},
"DeploymentInProgress": {
"Type": "AWS::CloudWatch::CompositeAlarm",
"Properties": {
"AlarmName": "DeploymentInProgress",
"AlarmRule": "FALSE",
"AlarmDescription": "Manually updated to TRUE/FALSE to disable other alarms"
}
},
"HighCPUUsage": {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AlarmDescription": "CPUusageishigh",
"AlarmName": "HighCPUUsage",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EvaluationPeriods": 1,
"MetricName": "CPUUsage",
"Namespace": "CustomNamespace",
"Period": 60,
"Statistic": "Average",
"Threshold": 70,
"TreatMissingData": "notBreaching"
}
},
"HighMemoryUsage": {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AlarmDescription": "Memoryusageishigh",
"AlarmName": "HighMemoryUsage",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EvaluationPeriods": 1,
"MetricName": "MemoryUsage",
"Namespace": "CustomNamespace",
"Period": 60,
"Statistic": "Average",
"Threshold": 65,
"TreatMissingData": "breaching"
}
}
}

YAML
Resources:
HighResource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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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CloudWatch::CompositeAlarm
Properties:
AlarmName: HighResourceUsage
AlarmRule: (ALARM(HighCPUUsage) OR ALARM(HighMemoryUsage)) AND NOT
ALARM(DeploymentInProgress)
AlarmActions: arn:aws:sns:us-west-2:123456789012:my-sns-topic
AlarmDescription: Indicates that the system resource usage is high while no known
deployment is in progress
DependsOn:
- DeploymentInProgress
- HighCPUUsage
- HighMemoryUsage
DeploymentInProgress:
Type: AWS::CloudWatch::CompositeAlarm
Properties:
AlarmName: DeploymentInProgress
AlarmRule:
AlarmDescription: Manually updated to TRUE/FALSE to disable other alarms
HighCPUUsage: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AlarmDescription: CPU usage is high
AlarmName: HighCPUUsage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EvaluationPeriods: 1
MetricName: CPUUsage
Namespace: CustomNamespace
Period: 60
Statistic: Average
Threshold: 70
TreatMissingData: notBreaching
HighMemoryUsage: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AlarmDescription: Memory usage is high
AlarmName: HighMemoryUsage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EvaluationPeriods: 1
MetricName: MemoryUsage
Namespace: CustomNamespace
Period: 60
Statistic: Average
Threshold: 65
TreatMissingData: breaching

AWS::CloudWatch::Dashboard
AWS::CloudWatch::Dashboard 리소스는 Amazon CloudWatch 대시보드를 지정합니다. 대시보드는
CloudWatch 콘솔에서 사용자 지정이 가능한 홈 페이지로, 단일 보기에서 AWS 리소스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
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의 모든 대시보드는 전역 대시보드이며 리전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CloudWatch::Dashboard",
"Properties" : {
"DashboardBody"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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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shboardName" : String

YAML
Type: AWS::CloudWatch::Dashboard
Properties:
DashboardBody: String
DashboardName: String

Properties
DashboardBody
JSON 형식의 대시보드에 대한 세부 정보는 포함시킬 위젯과 대시보드에서의 해당 위젯의 위치를 포함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필수 항목입니다.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시보드 본문 구조 및 구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shboardName
대시보드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1~255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
름이 생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DashboardName의 값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참고 항목
• Amazon CloudWatch 템플릿 코드 조각

AWS::CloudWatch::InsightRule
Contributor Insights 규칙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규칙은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의 로그 이벤
트를 평가하므로 해당 로그 그룹의 로그 이벤트에 대한 기고자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에서 Contributor Insights를 사용하여 높은 카디널리티 데이터 분석을 참조
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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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CloudWatch::InsightRule",
"Properties" : {
"RuleBody" : String,
"RuleName" : String,
"RuleState" : String,
"Tags" : Tags (p. 1650)
}

YAML
Type: AWS::CloudWatch::InsightRule
Properties:
RuleBody: String
RuleName: String
RuleState: String
Tags:
Tags (p. 1650)

Properties
RuleBody
JSON 객체로서 규칙의 정의입니다.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에서
Contributor Insights 규칙 구문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Name
규칙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uleState
규칙의 현재 상태입니다. 유효 값은 ENABLED 및 DISABLE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Contributor Insights 규칙과 연결할 키-값 페어의 목록입니다. 하나의 규칙에 최대 50개의 태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사용하면 리소스를 정리하고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리소스 태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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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를 규칙과 연결할 수 있으려면 cloudwatch:PutInsightRule 권한 외에
cloudwatch:TagResource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태그 (p. 16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규칙의 ARN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Contributor Insights 규칙의 ARN(예: arn:aws:cloudwatch:uswest-2:123456789012:insight-rule/MyInsightRuleName)입니다.
RuleName
Contributor Insights 규칙의 이름입니다.

AWS::CloudWatch::InsightRule Tags
Contributor Insights 규칙과 연결할 키-값 페어의 목록입니다. 하나의 규칙에 최대 50개의 태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사용하면 리소스를 정리하고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리소
스 태깅을 참조하세요.
태그를 규칙과 연결할 수 있으려면 cloudwatch:PutInsightRule 권한 외에
cloudwatch:TagResource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AWS::CloudWatch::MetricStream
지표 스트림을 생성 또는 업데이트합니다. 지표 스트림은 CloudWatch 지표를 Amazon S3를 포함한 AWS 대
상 및 여러 서드 파티 솔루션으로 자동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표 스트림을 참조하세
요.
지표 스트림을 생성하려면 iam:PassRole 권한과 CloudWatchFullAccess 정책 또는
cloudwatch:PutMetricStream 권한이 있는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지표 스트림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계정에 있는 모든 지표 네임스페이스의 지표를 스트리밍합니다.
• ExcludeFilters에 나열된 네임스페이스를 제외하고 계정에 있는 모든 지표 네임스페이스의 지표를 스
트리밍합니다.
• IncludeFilters에 나열된 지표 네임스페이스의 지표만 스트리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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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스트림을 생성하면 스트림이 running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기존 지표 스트림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loudWatch::MetricStream",
"Properties" : {
"ExcludeFilters" : [ MetricStreamFilter (p. 1654), ... ],
"FirehoseArn" : String,
"IncludeFilters" : [ MetricStreamFilter (p. 1654), ... ],
"Name" : String,
"OutputFormat" : String,
"RoleArn"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CloudWatch::MetricStream
Properties:
ExcludeFilters:
- MetricStreamFilter (p. 1654)
FirehoseArn: String
IncludeFilters:
- MetricStreamFilter (p. 1654)
Name: String
OutputFormat: String
RoleAr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ExcludeFilters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면 사용자가 여기에서 지정한 네임스페이스를 제외한 모든 지표 네임스페이스의
지표가 스트림에서 전송됩니다. 동일한 프로파일에서 IncludeFilters와 ExcludeFilters 모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 지표 스트림의 IncludeFilters 또는 ExcludeFilters를 수정하면 지표 스트림이 실질적으로
다시 시작되므로 이러한 변경 후에는 업데이트 시간 이후의 타임스탬프가 포함된 데이터 포인트만 받게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tricStreamFilter (p. 165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rehoseArn
이 지표 스트림에 사용할 Amazon Kinesis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ARN입니다. 이 Amazon Kinesis
Firehose 전송 스트림은 이미 존재해야 하고 지표 스트림과 동일한 계정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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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Filters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면 사용자가 여기에서 지정한 네임스페이스의 지표만 스트림에서 전송됩니다. 동
일한 프로파일에서 IncludeFilters와 ExcludeFilters 모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 지표 스트림의 IncludeFilters 또는 ExcludeFilters를 수정하면 지표 스트림이 실질적으로
다시 시작되므로 이러한 변경 후에는 업데이트 시간 이후의 타임스탬프가 포함된 데이터 포인트만 받게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tricStreamFilter (p. 165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새 지표 스트림을 생성하는 경우 새 스트림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이 계정 및 리전에 있는 다른 지표 스
트림의 이름과 달라야 합니다.
지표 스트림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여기에서 해당 스트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utputFormat
스트림의 출력 형식입니다. 유효한 값은 json 및 opentelemetry0.7입니다. 지표 스트림 출력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표 스트림 출력 형식을 참조하세요.
이 파라미터는 필수 항목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이 지표 스트림이 Amazon Kinesis Firehose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IAM 역할의 ARN입니
다. 이 IAM 역할은 이미 존재해야 하고 지표 스트림과 동일한 계정에 있어야 합니다. 이 IAM 역할에는
firehose:PutRecord 및 firehose:PutRecordBatch 권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지표 스트림에 적용할 키-값 페어의 배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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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지표 스트림의 이름을 반환합니
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지표 스트림의 ARN입니다.
CreationDate
지표 스트림이 원래 생성된 날짜입니다.
LastUpdateDate
지표 스트림이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날짜입니다.
State
지표 스트림의 상태(running 또는 stopped)입니다.

예제
지표 스트림 예
다음 예제에서는 AWS/ELB 및 AWS/EC2 네임스페이스의 지표만 스트리밍하는 지표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YAML
Resources:
MyMetricStream:
Type: 'AWS::CloudWatch::MetricStream'
Properties:
OutputFormat: 'json'
FirehoseArn: 'arn:aws:firehose:us-east-1:123456789012:deliverystream/
MyDeliveryStream'
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service-role/MyRole'
IncludeFilters:
- Namespace: AWS/ELB
- Namespace: AWS/EC2

JSON
{

"Type" : "AWS::CloudWatch::MetricStream",
"Properties" : {
"FirehoseArn" : "arn:aws:firehose:us-east-1:123456789012:deliverystream/
MyDeliveryStream",
"IncludeFilters" : [
{
"Namespace": "AWS/E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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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amespace": "AWS/EC2"
}
],
"Name" : "MyMetricStream",
"OutputFormat" : "json",
"RoleArn" : "arn:aws:iam::123456789012:role/service-role/MyRole"

AWS::CloudWatch::MetricStream MetricStreamFilter
이 구조에는 지표 스트림의 필터에 나열된 지표 네임스페이스 중 하나의 이름이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space" : String

YAML
Namespace: String

Properties
Namespace
필터에 있는 지표 네임스페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CloudWatch Application Insights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p. 1654)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리소스는 리소스 그룹에서 생성된 애플리케이션을 추가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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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Properties" : {
"AutoConfigurationEnabled" : Boolean,
"ComponentMonitoringSettings" : [ ComponentMonitoringSetting (p. 1666), ... ],
"CustomComponents" : [ CustomComponent (p. 1669), ... ],
"CWEMonitorEnabled" : Boolean,
"LogPatternSets" : [ LogPatternSet (p. 1673), ... ],
"OpsCenterEnabled" : Boolean,
"OpsItemSNSTopicArn" : String,
"ResourceGroup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Properties:
AutoConfigurationEnabled: Boolean
ComponentMonitoringSettings:
- ComponentMonitoringSetting (p. 1666)
CustomComponents:
- CustomComponent (p. 1669)
CWEMonitorEnabled: Boolean
LogPatternSets:
- LogPatternSet (p. 1673)
OpsCenterEnabled: Boolean
OpsItemSNSTopicArn: String
ResourceGroup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utoConfigurationEnabled
true로 설정된 경우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가 Application Insight에서 권장하는 모니터링 구성으로 구
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ponentMonitoringSettings
구성 요소의 모니터링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mponentMonitoringSetting (p. 166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Components
모니터링할 유사한 독립 실행형 인스턴스를 그룹화하여 사용자 지정 구성 요소를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ustomComponent (p. 166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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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WEMonitorEnabled
Application Insights가 애플리케이션 리소스에 대한 CloudWatch 이벤트(예: instance terminated,
failed deployment 등)를 수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PatternSets
로그 패턴 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gPatternSet (p. 167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psCenterEnabled
Application Insights가 Application Insights에 의해 감지된 애플리케이션 관련 문제에 대해 OpsItems를
생성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psItemSNSTopicArn
OpsItem 업데이트에 대한 SNS 알림을 받도록 생성된 OpsItems와 관련하여 Application Insights에서 제
공하는 SNS 주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300
Pattern: ^arn:aws(-\w+)*:[\w\d-]+:([\w\d-]*)?:[\w\d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GroupName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리소스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Tags의 배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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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Amazon 리소
스 이름(ARN)(예: arn:aws:applicationinsights:us-east-1:123456789012:application/
resource-group/my_resource_group)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pplicationARN
애플리케이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예: arn:aws:applicationinsights:useast-1:123456789012:application/resource-group/my_resource_group)을 반환합니다.

예제
다음 예제 템플릿은 권장 모니터링 설정으로 구성된 모든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Application Insight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다음 예제 템플릿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Application Insight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Application Insights
API 참조의 CreateApplication을 참조하세요.
• AutoConfigurationEnabled를 true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DEFAULT 계층에 대한 권장 모니터
링 설정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구성 요소가 구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Application Insights API 참조의 DescribeComponentConfigurationRecommendation을 참조하세요.

YAML
--Type: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Properties:
ResourceGroupName: my_resource_group
AutoConfigurationEnabled: true

JSON
{

"Type":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Properties": {
"ResourceGroupName": "my_resource_group",
"AutoConfigurationEnabled": true
}

API 버전 2010-05-15
165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loudWatch Application Insights
}

다음 예제 템플릿은 세부 설정을 사용하여 Application Insight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다음 예제 템플릿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CloudWatch 이벤트 알림 및 OpsCenter가 활성화된 상태로 Application Insight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Application Insights API 참조의 CreateApplication을 참조하세요.
• 두 개의 태그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 태그를 지정합니다. 그 중 하나는 태그 값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Amazon CloudWatch Application Insights API 참조의 TagResource를 참조하세요.
• 두 개의 사용자 지정 인스턴스 그룹 구성 요소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Application Insights API 참조의 CreateComponent를 참조하세요.
• 두 개의 로그 패턴 세트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Application Insights API 참
조의 CreateLogPattern을 참조하세요.
• AutoConfigurationEnabled를 true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DEFAULT 계층에 대한 권장 모니터
링 설정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구성 요소가 구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Application Insights API 참조의 DescribeComponentConfigurationRecommendation을 참조하세요.

YAML
--Type: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Properties:
ResourceGroupName: my_resource_group
CWEMonitorEnabled: true
OpsCenterEnabled: true
OpsItemSNSTopicArn: arn:aws:sns:us-east-1:123456789012:my_topic
AutoConfigurationEnabled: true
Tags:
- Key: key1
Value: value1
- Key: key2
Value: ''
CustomComponents:
- ComponentName: test_component_1
ResourceList:
- arn:aws:ec2:us-east-1:123456789012:instance/i-XXXXX
- ComponentName: test_component_2
ResourceList:
- arn:aws:ec2:us-east-1:123456789012:instance/i-YYYYY
- arn:aws:ec2:us-east-1:123456789012:instance/i-ZZZZZ
LogPatternSets:
- PatternSetName: pattern_set_1
LogPatterns:
- PatternName: deadlock_pattern
Pattern: ".*\\sDeadlocked\\sSchedulers(([^\\w].*)|($))"
Rank: 1
- PatternSetName: pattern_set_2
LogPatterns:
- PatternName: error_pattern
Pattern: ".*[\\s\\[]ERROR[\\s\\]].*"
Rank: 1
- PatternName: warning_pattern
Pattern: ".*[\\s\\[]WARN(ING)?[\\s\\]].*"
Rank: 10

JSON
{

"Type":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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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ResourceGroupName": "my_resource_group",
"CWEMonitorEnabled": true,
"OpsCenterEnabled": true,
"OpsItemSNSTopicArn": "arn:aws:sns:us-east-1:123456789012:my_topic",
"AutoConfigurationEnabled": true,
"Tags": [
{
"Key": "key1",
"Value": "value1"
},
{
"Key": "key2",
"Value": ""
}
],
"CustomComponents": [
{
"ComponentName": "test_component_1",
"ResourceList": [
"arn:aws:ec2:us-east-1:123456789012:instance/i-XXXXX"
]
},
{
"ComponentName": "test_component_2",
"ResourceList": [
"arn:aws:ec2:us-east-1:123456789012:instance/i-YYYYY",
"arn:aws:ec2:us-east-1:123456789012:instance/i-ZZZZZ"
]
}
],
"LogPatternSets": [
{
"PatternSetName": "pattern_set_1",
"LogPatterns": [
{
"PatternName": "deadlock_pattern",
"Pattern": ".*\\sDeadlocked\\sSchedulers(([^\\w].*)|($))",
"Rank": 1
}
]
},
{
"PatternSetName": "pattern_set_2",
"LogPatterns": [
{
"PatternName": "error_pattern",
"Pattern": ".*[\\s\\[]ERROR[\\s\\]].*",
"Rank": 1
},
{
"PatternName": "warning_pattern",
"Pattern": ".*[\\s\\[]WARN(ING)?[\\s\\]].*",
"Rank": 10
}
]
}
]
}

다음 예제 템플릿은 CUSTOM 모드 구성 요소 구성으로 Application Insight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
니다.
다음 예제 템플릿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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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tion Insight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Application Insights
API 참조의 CreateApplication을 참조하세요.
• 구성 요소 my_component에 대해 ComponentConfigurationMode를 CUSTOM으로 설정합니다. 이렇
게 하면 이 구성 요소가 CustomComponentConfiguration에 지정된 대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Application Insights API 참조의 UpdateComponentConfiguration을 참조하세요.

YAML
--Type: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Properties:
ResourceGroupName: my_resource_group
ComponentMonitoringSettings:
- ComponentARN: my_component
Tier: SQL_SERVER
ComponentConfigurationMode: CUSTOM
CustomComponentConfiguration:
ConfigurationDetails:
AlarmMetrics:
- AlarmMetricName: StatusCheckFailed
...
Logs:
- LogGroupName: my_log_group_1
LogPath: C:\LogFolder_1\*
LogType: DOT_NET_CORE
Encoding: utf-8
PatternSet: my_pattern_set_1
...
WindowsEvents:
- LogGroupName: my_windows_event_log_group_1
EventName: Application
EventLevels:
- ERROR
- WARNING
...
Encoding: utf-8
PatternSet: my_pattern_set_2
...
Alarms:
- AlarmName: my_alarm_name
Severity: HIGH
...
SubComponentTypeConfigurations:
- SubComponentType: EC2_INSTANCE
SubComponentConfigurationDetails:
AlarmMetrics:
- AlarmMetricName: DiskReadOps
...
Logs:
- LogGroupName: my_log_group_2
LogPath: C:\LogFolder_2\*
LogType: IIS
Encoding: utf-8
PatternSet: my_pattern_set_3
...
WindowsEvents:
- LogGroupName: my_windows_event_log_group_2
EventName: Application
EventLevels:
- ERROR
- WARNING
...
Encoding: 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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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Set: my_pattern_set_4
...

JSON
{

"Type":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Properties": {
"ResourceGroupName": "my_resource_group",
"ComponentMonitoringSettings": [
{
"ComponentARN": "my_component",
"Tier": "SQL_SERVER",
"ComponentConfigurationMode": "CUSTOM",
"CustomComponentConfiguration": {
"ConfigurationDetails": {
"AlarmMetrics": [
{
"AlarmMetricName": "StatusCheckFailed"
},
...
],
"Logs": [
{
"LogGroupName": "my_log_group_1",
"LogPath": "C:\\LogFolder_1\\*",
"LogType": "DOT_NET_CORE",
"Encoding": "utf-8",
"PatternSet": "my_pattern_set_1"
},
...
],
"WindowsEvents": [
{
"LogGroupName": "my_windows_event_log_group_1",
"EventName": "Application",
"EventLevels": [
"ERROR",
"WARNING",
...
],
"Encoding": "utf-8",
"PatternSet": "my_pattern_set_2"
},
...
],
"Alarms": [
{
"AlarmName": "my_alarm_name",
"Severity": "HIGH"
},
...
]
},
"SubComponentTypeConfigurations": [
{
"SubComponentType": "EC2_INSTANCE",
"SubComponentConfigurationDetails": {
"AlarmMetrics": [
{
"AlarmMetricName": "DiskReadOps"
},
...
],

API 버전 2010-05-15
166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loudWatch Application Insights

}

}

]

}

}

]

}

}

"Logs": [
{
"LogGroupName": "my_log_group_2",
"LogPath": "C:\\LogFolder_2\\*",
"LogType": "IIS",
"Encoding": "utf-8",
"PatternSet": "my_pattern_set_3"
},
...
],
"WindowsEvents": [
{
"LogGroupName": "my_windows_event_log_group_2",
"EventName": "Application",
"EventLevels": [
"ERROR",
"WARNING",
...
],
"Encoding": "utf-8",
"PatternSet": "my_pattern_set_4"
},
...
]

다음 예제 템플릿은 DEFAULT 모드 구성 요소 구성으로 Application Insight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
합니다.
다음 예제 템플릿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Application Insight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Application Insights
API 참조의 CreateApplication을 참조하세요.
• 구성 요소 my_component에 대해 ComponentConfigurationMode를 DEFAULT로 설정하고 Tier를
SQL_SERVER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SQL_Server 계층에 대해 Application Insights에서 권장하는 구
성 설정으로 이 구성 요소가 구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Application Insights API 참
조의 DescribeComponentConfiguration 및 UpdateComponentConfiguration을 참조하세요.

YAML
--Type: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Properties:
ResourceGroupName: my_resource_group
ComponentMonitoringSettings:
- ComponentARN: my_component
Tier: SQL_SERVER
ComponentConfigurationMode: DEFAULT

JSON
{

"Type":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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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ResourceGroupName": "my_resource_group",
"ComponentMonitoringSettings": [
{
"ComponentARN": "my_component",
"Tier": "SQL_SERVER",
"ComponentConfigurationMode": "DEFAULT"
}
]
}

다음 예제 템플릿은 DEFAULT_WITH_OVERWRITE 모드 구성 요소 구성으로 Application Insight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다음 예제 템플릿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Application Insight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Application Insights
API 참조의 CreateApplication을 참조하세요.
• 구성 요소 my_component에 대해 ComponentConfigurationMode를 DEFAULT_WITH_OVERWRITE로
설정하고 tier를 DOT_NET_CORE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DOT_NET_CORE 계층에 대해
Application Insights에서 권장하는 구성 설정으로 이 구성 요소가 구성됩니다. 덮어쓴 구성 설정은
DefaultOverwriteComponentConfiguration에서 지정됩니다.
• 구성 요소 수준에서 AlarmMetrics 설정을 덮어씁니다.
• 하위 구성 요소 수준에서 EC2_Instance 유형 하위 구성 요소에 대해 Logs 설정을 덮어씁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Application Insights API 참조의 UpdateComponentConfiguration을
참조하세요.

YAML
--Type: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Properties:
ResourceGroupName: my_resource_group
ComponentMonitoringSettings:
- ComponentName: my_component
Tier: DOT_NET_CORE
ComponentConfigurationMode: DEFAULT_WITH_OVERWRITE
DefaultOverwriteComponentConfiguration:
ConfigurationDetails:
AlarmMetrics:
- AlarmMetricName: StatusCheckFailed
SubComponentTypeConfigurations:
- SubComponentType: EC2_INSTANCE
SubComponentConfigurationDetails:
Logs:
- LogGroupName: my_log_group
LogPath: C:\LogFolder\*
LogType: IIS
Encoding: utf-8
PatternSet: my_pattern_set

JSON
{

"Type":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Properties": {
"ResourceGroupName": "my_resource_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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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onentMonitoringSettings": [
{
"ComponentName": "my_component",
"Tier": "DOT_NET_CORE",
"ComponentConfigurationMode": "DEFAULT_WITH_OVERWRITE",
"DefaultOverwriteComponentConfiguration": {
"ConfigurationDetails": {
"AlarmMetrics": [
{
"AlarmMetricName": "StatusCheckFailed"
}
]
},
"SubComponentTypeConfigurations": [
{
"SubComponentType": "EC2_INSTANCE",
"SubComponentConfigurationDetails": {
"Logs": [
{
"LogGroupName": "my_log_group",
"LogPath": "C:\\LogFolder\\*",
"LogType": "IIS",
"Encoding": "utf-8",
"PatternSet": "my_pattern_set"
}
]
}
}
]
}
}
]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Alarm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Alarm 속성 유형은 구성 요소에 대해 모니터링할
CloudWatch 경보를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armName" : String,
"Severity" : String

YAML
AlarmName: String
Severity: String

Properties
AlarmName
구성 요소에 대해 모니터링할 CloudWatch 경보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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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verity
경보가 울릴 때의 중단 정도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AlarmMetric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AlarmMetric 속성 유형은 구성 요소에 대해 모니터링
할 지표를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armMetricName" : String

YAML
AlarmMetricName: String

Properties
AlarmMetricName
구성 요소에 대해 모니터링할 지표의 이름. Application Insights가 지원하는 지표는 Amazon
CloudWatch Application Insights에서 지원되는 로그 및 지표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ComponentConfiguration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ComponentConfiguration 속성 유형은 구성 요소의
구성 설정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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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onfigurationDetails" : ConfigurationDetails (p. 1668),
"SubComponentTypeConfigurations" : [ SubComponentTypeConfiguration (p. 1675), ... ]

YAML
ConfigurationDetails:
ConfigurationDetails (p. 1668)
SubComponentTypeConfigurations:
- SubComponentTypeConfiguration (p. 1675)

Properties
ConfigurationDetails
구성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figurationDetails (p. 16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ComponentTypeConfigurations
구성 요소의 하위 구성 요소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ubComponentTypeConfiguration (p. 167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ComponentMonitoringSetting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ComponentMonitoringSetting 속성 유형은 구성 요
소의 모니터링 설정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ponentARN" : String,
"ComponentConfigurationMode" : String,
"ComponentName" : String,
"CustomComponentConfiguration" : ComponentConfiguration (p. 1665),
"DefaultOverwriteComponentConfiguration" : ComponentConfiguration (p. 1665),
"Tier" : String

YAML
Component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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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ConfigurationMode: String
ComponentName: String
CustomComponentConfiguration:
ComponentConfiguration (p. 1665)
DefaultOverwriteComponentConfiguration:
ComponentConfiguration (p. 1665)
Tier: String

Properties
ComponentARN
구성 요소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ponentConfigurationMode
구성 요소 모니터링은 다음 세 가지 모드 중 하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DEFAULT: 구성 요소가 선택된 Tier의 권장 기본 모니터링 설정으로 구성됩니다.
• CUSTOM: 구성 요소가 CustomComponentConfiguration에 지정된 사용자 지정 모니터링 설정으
로 구성됩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CustomComponentConfiguration을 제공해야 합니다.
• DEFAULT_WITH_OVERWRITE: 구성 요소가 선택된 Tier의 권장 기본 모니터링 설정으로 구성되고
DefaultOverwriteComponentConfiguration에 지정된 사용자 지정 덮어쓰기 설정과 병합됩니
다. 이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DefaultOverwriteComponentConfiguration을 제공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ponentName
구성 요소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ComponentConfiguration
사용자 지정 모니터링 설정입니다. ComponentConfigurationMode에서 CUSTOM 모드가 구성된 경
우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mponentConfiguration (p. 166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OverwriteComponentConfiguration
사용자 지정 덮어쓰기 모니터링 설정입니다. ComponentConfigurationMode에서 CUSTOM 모드가
구성된 경우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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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omponentConfiguration (p. 166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er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의 계층입니다. 지원되는 계층은 DOT_NET_WORKER, DOT_NET_WEB,
DOT_NET_CORE, SQL_SERVER, DEFAULT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ConfigurationDetails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ConfigurationDetails 속성 유형은 구성 설정을 지
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armMetrics" : [ AlarmMetric (p. 1665), ... ],
"Alarms" : [ Alarm (p. 1664), ... ],
"JMXPrometheusExporter" : JMXPrometheusExporter (p. 1670),
"Logs" : [ Log (p. 1671), ... ],
"WindowsEvents" : [ WindowsEvent (p. 1676), ... ]

YAML
AlarmMetrics:
- AlarmMetric (p. 1665)
Alarms:
- Alarm (p. 1664)
JMXPrometheusExporter:
JMXPrometheusExporter (p. 1670)
Logs:
- Log (p. 1671)
WindowsEvents:
- WindowsEvent (p. 1676)

Properties
AlarmMetrics
구성 요소에 대해 모니터링할 지표 목록입니다. 모든 구성 요소 유형이 AlarmMetrics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larmMetric (p. 166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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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ms
구성 요소에 대해 모니터링할 경보 목록입니다. 모든 구성 요소 유형이 Alarm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larm (p. 166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MXPrometheusExporter
구성 요소에 대해 모니터링할 Java 지표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MXPrometheusExporter (p. 167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s
구성 요소에 대해 모니터링할 로그 목록입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만 Log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g (p. 167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indowsEvents
구성 요소에 대해 모니터링할 Windows 이벤트 목록입니다. Windows에서 실행되는 Amazon EC2 인스
턴스만 WindowsEvent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WindowsEvent (p. 167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CustomComponent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CustomComponent 속성 유형은 모니터링할 유사한 독
립 실행형 인스턴스를 그룹화하여 사용자 지정 구성 요소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ponentName" : String,
"ResourceList" : [ String, ... ]

YAML
ComponentName: String
ResourceList: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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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omponentName
구성 요소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d\w\-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List
구성 요소에 속하는 리소스 ARN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JMXPrometheusExporter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JMXPrometheusExporter 속성 유형은
JMXPrometheus 내보내기 구성을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Watch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설명서의
구성 요소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ostPort" : String,
"JMXURL" : String,
"PrometheusPort" : String

YAML
HostPort: String
JMXURL: String
PrometheusPort: String

Properties
HostPort
원격 JMX를 통해 연결할 호스트 및 포트입니다. jmxURL 및 hostPort 중 하나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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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MXURL
연결할 전체 JMX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metheusPort
Prometheus 지표를 보낼 대상 포트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포트인 9404가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Log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Log 속성 유형은 구성 요소에 대해 모니터링할 로그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coding" : String,
"LogGroupName" : String,
"LogPath" : String,
"LogType" : String,
"PatternSet" : String

YAML
Encoding: String
LogGroupName: String
LogPath: String
LogType: String
PatternSet: String

Properties
Encoding
모니터링할 로그의 인코딩 유형. 지정된 인코딩은 CloudWatch 에이전트 지원 인코딩 목록에 포함되어
야 합니다. 제공되지 않은 경우 CloudWatch Application Insights는 로그 유형에 기본 인코딩 유형을 사
용합니다.
• APPLICATION/DEFAULT: utf-8 인코딩
• SQL_SERVER: utf-16 인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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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S: ascii 인코딩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roupName
모니터링된 로그에 연결할 CloudWatch 로그 그룹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Path
모니터링할 로그의 경로. 로그 경로는 절대 Windows 또는 Linux 시스템 파일 경로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Watch 에이전트 구성 파일: 로그 섹션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Type
로그 유형은 Application Insights가 로그를 분석하는 로그 패턴을 결정합니다. 로그 유형은
SQL_SERVER, IIS, APPLICATION, DEFAULT 중에서 선택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ternSet
로그 패턴 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LogPattern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LogPattern 속성 유형은 LogPatternSet에 속한 로
그 패턴을 정의하는 객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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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tern" : String,
"PatternName" : String,
"Rank" : Integer

YAML
Pattern: String
PatternName: String
Rank: Integer

Properties
Pattern
로그 패턴을 정의하는 정규식입니다. 로그 패턴은 최대 50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비어 있을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0
Pattern: [\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ternName
로그 패턴의 이름입니다. 로그 패턴 이름은 최대 50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비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자
는 유니코드 문자, 숫자 또는 .(마침표), -(대시), _(밑줄) 기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nk
로그 패턴의 순위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LogPatternSet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LogPatternSet 속성 유형은 로그 패턴 세트를 지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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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ogPatterns" : [ LogPattern (p. 1672), ... ],
"PatternSetName" : String

YAML
LogPatterns:
- LogPattern (p. 1672)
PatternSetName: String

Properties
LogPatterns
LogPatternSet에 속하는 로그 패턴을 정의하는 객체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LogPattern (p. 167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ternSetName
로그 패턴의 이름입니다. 로그 패턴 이름은 최대 30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비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자
는 유니코드 문자, 숫자 또는 .(마침표), -(대시), _(밑줄) 기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SubComponentConfigurationDetails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SubComponentConfigurationDetails 속성 유형은
하위 구성 요소의 구성 설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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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rmMetrics" : [ AlarmMetric (p. 1665), ... ],
"Logs" : [ Log (p. 1671), ... ],
"WindowsEvents" : [ WindowsEvent (p. 1676), ... ]

YAML
AlarmMetrics:
- AlarmMetric (p. 1665)
Logs:
- Log (p. 1671)
WindowsEvents:
- WindowsEvent (p. 1676)

Properties
AlarmMetrics
구성 요소에 대해 모니터링할 지표 목록입니다. 모든 구성 요소 유형이 AlarmMetrics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larmMetric (p. 166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s
구성 요소에 대해 모니터링할 로그 목록입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만 Log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g (p. 167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indowsEvents
구성 요소에 대해 모니터링할 Windows 이벤트 목록입니다. Windows에서 실행되는 Amazon EC2 인스
턴스만 WindowsEvent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WindowsEvent (p. 167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SubComponentTypeConfiguration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SubComponentTypeConfiguration 속성 유형은 구
성 요소의 하위 구성 요소 구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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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ComponentConfigurationDetails" : SubComponentConfigurationDetails (p. 1674),
"SubComponentType" : String

YAML
SubComponentConfigurationDetails:
SubComponentConfigurationDetails (p. 1674)
SubComponentType: String

Properties
SubComponentConfigurationDetails
하위 구성 요소의 구성 설정입니다.
Required: 예
Type: SubComponentConfigurationDetails (p. 167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ComponentType
하위 구성 요소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WindowsEvent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WindowsEvent 속성 유형은 구성 요소에 대해 모니터
링할 Windows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ventLevels" : [ String, ... ],
"EventName" : String,
"LogGroupName" : String,
"PatternSet" : String

YAML
EventLevels:
- String
EventName: String
LogGroupName: String
PatternSet: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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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EventLevels
기록할 이벤트 수준을 지정합니다. 기록할 각 수준을 지정해야 합니다. 가능한 값은 INFORMATION,
WARNING, ERROR, CRITICAL 및 VERBOSE입니다. 이 필드는 기록할 Windows 이벤트 유형마다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Name
Windows 이벤트 로그 채널 이름과 동일한 로깅할 Windows 이벤트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System,
Security, CustomEventName 등이 있습니다. 이 필드는 기록할 Windows 이벤트 유형마다 있어야 합니
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roupName
모니터링된 로그에 연결할 CloudWatch 로그 그룹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ternSet
로그 패턴 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CloudWatch Logs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Logs::Destination (p. 1678)
• AWS::Logs::LogGroup (p. 1680)
• AWS::Logs::LogStream (p. 1682)
• AWS::Logs::MetricFilter (p. 1684)
• AWS::Logs::QueryDefinition (p. 1687)
• AWS::Logs::ResourcePolicy (p. 1689)
• AWS::Logs::SubscriptionFilter (p.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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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Logs::Destination
AWS::Logs::Destination 리소스는 CloudWatch Logs 대상을 지정합니다. 대상은 물리적 리소스(예: Amazon
Kinesis 데이터 스트림)를 캡슐화하고 해당 리소스의 로그 이벤트 스트림을 구독할 수 있게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ogs::Destination",
"Properties" : {
"DestinationName" : String,
"DestinationPolicy" : String,
"RoleArn" : String,
"TargetArn" : String
}

YAML
Type: AWS::Logs::Destination
Properties:
DestinationName: String
DestinationPolicy: String
RoleArn: String
TargetArn: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Name
대상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tinationPolicy
어느 AWS 계정이 이 대상에 대한 구독 필터를 생성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IAM 정책 문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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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Arn
CloudWatch Logs가 지정된 AWS 리소스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허용하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Arn
로그 이벤트가 전송되는 물리적 대상(예: Kinesis 스트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예:
TestDestination)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CloudWatch Logs 대상의 ARN입니다(예: arn:aws:logs:uswest-1:123456789012:destination:MyDestination).

예제
대상 생성
다음 예에서는 타겟 스트림(TestStream)이 234567890123 계정에 있는 logger IAM 사용자의 로그 이벤
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PutSubscriptionFilter 대상에 대한 TestDestination 작업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JSON
"DestinationWithNa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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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 "AWS::Logs::Destination",
"Properties" : {
"DestinationName": "TestDestination",
"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LogKinesisRole",
"TargetArn": "arn:aws:kinesis:us-east-1:123456789012:stream/TestStream",
"DestinationPolicy": "{\"Version\" : \"2012-10-17\",\"Statement\" : [{\"Effect\" :
\"Allow\", \"Principal\" : {\"AWS\" : \"arn:aws:iam::234567890123:user/logger\"},
\"Action\" : \"logs:PutSubscriptionFilter\", \"Resource\" : \"arn:aws:logs:useast-1:123456789012:destination:TestDestination\"}]}"
}
}

YAML
DestinationWithName:
Type: AWS::Logs::Destination
Properties:
DestinationName: "TestDestination"
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LogKinesisRole"
TargetArn: "arn:aws:kinesis:us-east-1:123456789012:stream/TestStream"
DestinationPolicy: >
{"Version" : "2012-10-17","Statement" : [{"Effect" : "Allow", "Principal" : {"AWS" :
"arn:aws:iam::234567890123:user/logger"},"Action" : "logs:PutSubscriptionFilter",
"Resource" : "arn:aws:logs:us-east-1:123456789012:destination:TestDestination"}]}

AWS::Logs::LogGroup
AWS::Logs::LogGroup 리소스는 로그 그룹을 지정합니다. 로그 그룹은 보존 및 액세스 제어 규칙 같은 로
그 스트림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을 정의합니다. 각 로그 스트림은 하나의 로그 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각 계정에서 리전당 최대 1,000,000개의 로그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 그룹 이름을 지정할 때는 다
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로그 그룹 이름은 AWS 계정에 속하는 리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 로그 그룹 이름에 포함되는 문자 길이는 1~512자입니다.
• 로그 그룹 이름은 a-z, A-Z, 0-9, '_'(밑줄), '-'(하이픈), '/'(슬래시), '.'(마침표)로 구성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ogs::LogGroup",
"Properties" : {
"KmsKeyId" : String,
"LogGroupName" : String,
"RetentionInDays" : Integer
}

YAML
Type: AWS::Logs::LogGroup
Properties:
KmsKeyId: String
LogGroup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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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entionInDays: Integer

Properties
KmsKeyId
로그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할 CMK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roupName
로그 그룹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로그 그룹에 대한 고유
한 ID를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_/#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tentionInDays
지정된 로그 그룹에 로그 이벤트를 보관하는 일수입니다. 가능한 값은 1, 3, 5, 7, 14, 30, 60, 90, 120,
150, 180, 365, 400, 545, 731, 1827 및 3653입니다.
로그 이벤트가 만료되지 않도록 로그 그룹을 설정하려면 DeleteRetentionPolicy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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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
로그 그룹의 ARN(예: arn:aws:logs:us-west-1:123456789012:log-group:/mystacktestgroup-12ABC1AB12A1:*)

예제
로그 그룹 생성
다음 예에서는 7일간 이벤트를 보존하는 로그 그룹을 생성합니다.

JSON
"myLogGroup": {
"Type": "AWS::Logs::LogGroup",
"Properties": {
"RetentionInDays": 7
}
}

YAML
myLogGroup:
Type: AWS::Logs::LogGroup
Properties:
RetentionInDays: 7

AWS::Logs::LogStream
AWS::Logs::LogStream 리소스는 특정 Amazon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의 로그 스트림을 지정합니
다. 로그 스트림은 모니터링 중인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또는 리소스에서 오는 이벤트 시퀀스를 나타냅니
다.
로그 그룹에 대해 생성할 수 있는 로그 스트림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로그 스트림 이름을 지정할 때는 다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로그 스트림 이름은 로그 그룹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 로그 스트림 이름에 포함되는 문자 길이는 1~512자입니다.
• ':'(콜론) 및 '*'(별표) 문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ogs::LogStream",
"Properties" : {
"LogGroupName" : String,
"LogStreamName" :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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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Logs::LogStream
Properties:
LogGroupName: String
LogStreamName: String

Properties
LogGroupName
로그 스트림이 생성되는 로그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_/#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gStreamName
로그 스트림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로그 그룹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예:
MyAppLogStream)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로그 스트림 생성
다음 예에서는 exampleLogGroup 로그 그룹에서 MyAppLogStream이라는 로그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JSON
"LogSt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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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Logs::LogStream",
"Properties": {
"LogGroupName" : "exampleLogGroup",
"LogStreamName": "MyAppLogStream"
}

YAML
LogStream:
Type: AWS::Logs::LogStream
Properties:
LogGroupName: "exampleLogGroup"
LogStreamName: "MyAppLogStream"

AWS::Logs::MetricFilter
AWS::Logs::MetricFilter 리소스는 CloudWatch Logs가 로그에서 정보를 추출해서 Amazon
CloudWatch 지표로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지표 필터를 지정합니다. 로그 그룹과 연결된 지표 필터가 여
러 개인 경우 모든 필터가 해당 그룹 내 로그 스트림에 적용됩니다.
로그 그룹과 연결할 수 있는 지표 필터의 최대 수는 100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ogs::MetricFilter",
"Properties" : {
"FilterPattern" : String,
"LogGroupName" : String,
"MetricTransformations" : [ MetricTransformation (p. 1686), ... ]
}

YAML
Type: AWS::Logs::MetricFilter
Properties:
FilterPattern: String
LogGroupName: String
MetricTransformations:
- MetricTransformation (p. 1686)

Properties
FilterPattern
수집된 로그 이벤트에서 지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필터 패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및 패턴 구
문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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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roupName
이 지표 필터와 연결하려는 기존 로그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_/#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etricTransformations
지표 변환입니다.
Required: 예
Type: MetricTransformation (p. 1686)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지표 필터 생성
다음 예에서는 상태 코드 필드에 값 1가 포함될 때마다 404Count 측정치에 값 404을 전송합니다.

JSON
"404MetricFilter": {
"Type": "AWS::Logs::MetricFilter",
"Properties": {
"LogGroupName": { "Ref": "myLogGroup" },
"FilterPattern": "[ip, identity, user_id, timestamp, request, status_code = 404,
size]",
"MetricTransformations": [
{
"MetricValue": "1",
"MetricNamespace": "WebServer/404s",
"MetricName": "404Count"
}
]
}
}

YAML
404MetricFilter:
Type: AWS::Logs::MetricFilter
Properties:
LogGroup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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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myLogGroup"
FilterPattern: "[ip, identity, user_id, timestamp, request, status_code = 404, size]"
MetricTransformations:
MetricValue: "1"
MetricNamespace: "WebServer/404s"
MetricName: "404Count"

AWS::Logs::MetricFilter MetricTransformation
MetricTransformation은 로그 스트림을 CloudWatch 지표로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AWS::Logs::MetricFilter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faultValue" : Double,
"MetricName" : String,
"MetricNamespace" : String,
"MetricValue" : String

YAML
DefaultValue: Double
MetricName: String
MetricNamespace: String
MetricValue: String

Properties
DefaultValue
(선택 사항) 필터 패턴이 로그 이벤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내보내는 값입니다. 이 값은 null일 수 있습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Name
CloudWatch 지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Namespace
CloudWatch에 지표를 포함할 사용자 지정 네임스페이스입니다.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여 유사한 지표
들을 그룹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임스페이스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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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5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Value
CloudWatch 지표에 게시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용어(예: Error)의 발행 횟수를 계산할 경우 지
표 값으로 1을 지정합니다. 전송되는 바이트 수를 계산할 경우 $ 뒤에 필터 패턴에서 지정한 필드 이름을
사용하여 로그 이벤트에 있는 값을 참조합니다(예: $siz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ogs::QueryDefinition
CloudWatch Logs Insights에 대한 쿼리 정의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Watch Logs Insights로 로
그 데이터 분석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ogs::QueryDefinition",
"Properties" : {
"LogGroupNames" : [ String, ... ],
"Name" : String,
"QueryString" : String
}

YAML
Type: AWS::Logs::QueryDefinition
Properties:
LogGroupNames:
- String
Name: String
QueryString:
String

Properties
LogGroupNames
쿼리에서 특정 로그 그룹만 쿼리하도록 하려면 이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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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쿼리 정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String
이 쿼리 정의에 사용할 쿼리 문자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Watch Logs Insights 쿼리 구문을 참조
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쿼리 정의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QueryDefinitionId
쿼리 정의의 ID입니다.

예제
쿼리 정의 예
다음 예제에서는 쿼리 정의를 생성합니다.

JSON
"myQueryDefinition": {
"Type": "AWS::Logs:: QueryDefinition",
"Properties": {
"name": “myQueryName”
“QueryString”: “fields @timestamp, @message | sort @timestamp desc | limit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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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myQueryDefinition:
Type: AWS::Logs::QueryDefinition
Properties:
Name: "myQueryName"
QueryString: “fields @timestamp, @message | sort @timestamp desc | limit 20"

AWS::Logs::ResourcePolicy
다른 AWS 서비스가 이 계정에 로그 이벤트를 넣을 수 있는 리소스 정책을 생성 또는 업데이트합니다. 계정
은 AWS 리전당 최대 10개의 리소스 정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ogs::ResourcePolicy",
"Properties" : {
"PolicyDocument" : String,
"PolicyName" : String
}

YAML
Type: AWS::Logs::ResourcePolicy
Properties:
PolicyDocument: String
PolicyName: String

Properties
PolicyDocument
정책의 세부 정보 JSON으로 서식이 지정되어야 하며, 큰 따옴표와 같이 JSON 문자열에서 이스케이프
해야 하는 문자를 이스케이프하려면 백슬래시를 사용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yName
리소스 정책의 이름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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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리소스 정책의 PolicyName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리소스 정책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Route 53이 이 정책에 연결된 로그 그룹에 로그 이벤트를 작성할 수 있는 리소스 정책을 만
듭니다.

JSON
{

"Type": "AWS::Logs::ResourcePolicy",
"Properties": {
"PolicyName": "MyResourcePolicy",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Route53LogsToCloudWatchLogs\",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route53.amazonaws.com\" ] }, \"Action\":\"logs:PutLogEvents\", \"Resource\": \"logArn
\" } ] }"
}
}

YAML
Type: AWS::Logs::ResourcePolicy
Properties:
PolicyName: "MyResourcePolicy"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Route53LogsToCloudWatchLogs\",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route53.amazonaws.com\" ] }, \"Action\":\"logs:PutLogEvents\", \"Resource\": \"logArn
\" } ] }"

AWS::Logs::SubscriptionFilter
AWS::Logs::SubscriptionFilter 리소스는 구독 필터를 지정하여 특정 로그 그룹과 연결합니다. 구독
필터를 사용하면 로그 이벤트의 실시간 스트림을 구독하고 특정 대상으로 전송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계정 전송의 경우, 구독 필터와 동일한 계정에 속하는 Amazon Kinesis 데이터 스트림
• 교차 계정 전송의 경우, 다른 계정에 속하는 논리적 대상
• 동일한 계정 전송의 경우, 구독 필터와 동일한 계정에 속하는 Amazon Kinesis Firehose 전송 스트림
• 동일한 계정 전송의 경우, 구독 필터와 동일한 계정에 속하는 AWS Lambda 함수
로그 그룹에 최대 2개의 구독 필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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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Logs::SubscriptionFilter",
"Properties" : {
"DestinationArn" : String,
"FilterPattern" : String,
"LogGroupName" : String,
"RoleArn" : String
}

YAML
Type: AWS::Logs::SubscriptionFilter
Properties:
DestinationArn: String
FilterPattern: String
LogGroupName: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Arn
대상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ilterPattern
대상 AWS 리소스로 전달되는 항목을 제한하는 필터링 표현식입니다. 필터 패턴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필터 및 패턴 구문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gGroupName
구독 필터와 연결되는 로그 그룹입니다. 필터 패턴이 로그 이벤트와 일치하는 경우 이 로그 그룹으로 업
로드되는 모든 로그 이벤트가 필터링되어 지정된 AWS 리소스로 전달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_/#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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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Arn
수집된 로그 이벤트를 대상 스트림에 전달할 수 있는 CloudWatch Logs 권한을 부여하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교차 계정 전송의 논리적 대상을 사용하는 경우 ARN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구독 필터 생성
다음 예에서는 Root 사용자와 연결된 로그 이벤트를 Kinesis 데이터 스트림으로 전송합니다.

JSON
"SubscriptionFilter" : {
"Type" : "AWS::Logs::SubscriptionFilter",
"Properties" : {
"RoleArn" : { "Fn::GetAtt" : [ "CloudWatchIAMRole", "Arn" ] },
"LogGroupName" : { "Ref" : "LogGroup" },
"FilterPattern" : "{$.userIdentity.type = Root}",
"DestinationArn" : { "Fn::GetAtt" : [ "KinesisStream", "Arn" ] }
}
}

YAML
SubscriptionFilter:
Type: AWS::Logs::SubscriptionFilter
Properties:
RoleArn:
Fn::GetAtt:
- "CloudWatchIAMRole"
- "Arn"
LogGroupName:
Ref: "LogGroup"
FilterPattern: "{$.userIdentity.type = Root}"
DestinationArn:
Fn::GetAtt:
- "KinesisStream"
- "Arn"

Amazon CloudWatch Synthetics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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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Synthetics::Canary (p. 1693)

AWS::Synthetics::Canary
Canary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Canary는 외부에서 내부로 엔드포인트와 API를 모니터링하는 스크
립트입니다. Canary는 로드 시간 데이터, UI의 스크린샷, 로그 및 지표를 조사하여 웹 서비스의 가용성 및 지
연 시간을 확인하고 이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속적으로 또는 한 번만 실행되도록 Canary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Canary를 생성하려면 CloudWatchSyntheticsFullAccess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Canary에 대한 새
IAM 역할을 생성하는 경우 iam:CreateRole, iam:CreatePolicy 및 iam:AttachRolePolicy 권한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한 역할 및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Canary 이름에 비밀 또는 독점 정보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Canary 이름은 Canary에 대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ARN은 인터넷을 통한 아웃바운드 호출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ynthetics Canary에 대한 보안 고려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ynthetics::Canary",
"Properties" : {
"ArtifactS3Location" : String,
"Code" : Code (p. 1700),
"ExecutionRoleArn" : String,
"FailureRetentionPeriod" : Integer,
"Name" : String,
"RunConfig" : RunConfig (p. 1702),
"RuntimeVersion" : String,
"Schedule" : Schedule (p. 1703),
"StartCanaryAfterCreation" : Boolean,
"SuccessRetentionPeriod" : Integer,
"Tags" : [ Tag, ... ],
"VisualReference" : VisualReference (p. 1704),
"VPCConfig" : VPCConfig (p. 1705)
}

YAML
Type: AWS::Synthetics::Canary
Properties:
ArtifactS3Location: String
Code:
Code (p. 1700)
ExecutionRoleArn: String
FailureRetentionPeriod: Integer
Name: String
RunConfig:
RunConfig (p. 1702)
RuntimeVersion: String
Schedule:
Schedule (p. 1703)
StartCanaryAfterCreation: Boolean
SuccessRetentionPeriod: Integer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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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VisualReference:
VisualReference (p. 1704)
VPCConfig:
VPCConfig (p. 1705)

Properties
ArtifactS3Location
Syntices가 이 Canary 실행의 아티팩트를 저장하는 Amazon S3의 위치입니다. 아티팩트에는 로그 파일,
스크린샷 및 HAR 파일이 포함됩니다. 경로의 시작 부분에 s3://를 포함하여 전체 위치 경로를 지정합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de
이 구조를 사용하여 Canary의 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 구조에는 Canary가 스크립트 실행을 시
작해야 하는 위치와 함께 Lambda 처리기가 포함됩니다. 스크립트가 S3 버킷에 저장된 경우 버킷 이름,
키 및 버전도 포함됩니다. 스크립트가 Canary로 직접 전달되는 경우 스크립트 코드가 Script의 값에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Code (p. 17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ecutionRoleArn
Canary를 실행하는 데 사용할 IAM 역할의 ARN입니다. 이 역할은 이미 존재해야 하며
lambda.amazonaws.com이 보안 주체로 신뢰 정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역할에는 다음과 같
은 권한도 있어야 합니다.
• s3:PutObject
• s3:GetBucketLocation
• s3:ListAllMyBuckets
• cloudwatch:PutMetricData
• logs:CreateLogGroup
• logs:CreateLogStream
• logs:PutLogEvents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aws[a-zA-Z-]*)?:iam::\d{12}:role/?[a-zA-Z_0-9+=,.@\-_/]+
API 버전 2010-05-15
169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loudWatch Synthetic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ailureRetentionPeriod
이 Canary의 실패한 실행에 대한 데이터를 보존할 기간(일)입니다. 이 필드를 생략하면 기본값인 31일이
사용됩니다. 유효한 범위는 1-455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이 Canary의 이름입니다. 계정의 다른 Canary와 구별되는 설명이 포함된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Canary 이름에 비밀 또는 독점 정보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Canary 이름은 Canary ARN의 일부를 구성
하며 ARN은 인터넷을 통한 아웃바운드 통화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ynthetics Canary에 대한 보
안 고려 사항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1
Pattern: ^[0-9a-z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unConfig
Canary 실행에 대한 입력 정보가 포함된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생략하면 Canary의 빈도가 최대 900초
까지 Canary의 제한 시간 값으로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unConfig (p. 17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ntimeVersion
Canary에 사용할 런타임 버전을 지정합니다. 런타임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nary 런타임 버전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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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Canary를 실행할 빈도와 이러한 실행을 중지할 시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구조입니다.
Required: 예
Type: Schedule (p. 17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rtCanaryAfterCreation
Canary가 생성된 후 즉시 실행을 시작하도록 하려면 TRUE를 지정합니다.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만든 Canary는 Canary를 생성하는 CloudFormation 스택을 모니터링하거
나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스택을 롤백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ccessRetentionPeriod
이 Canary의 성공적인 실행에 대한 데이터를 보존할 기간(일)입니다. 이 필드를 생략하면 기본값인 31일
이 사용됩니다. 유효한 범위는 1-455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Canary와 연결된 키-값 쌍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sualReference
이 canary가 스크린샷을 비교하여 시각적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이 구조에는 스크린샷의 기준선으
로 사용할 canary 실행 ID와 시각적 모니터링 비교 중에 무시할 화면 부분의 좌표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sualReference (p. 170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Config
이 Canary가 VPC에서 엔드포인트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이 구조에는 VPC 엔드포인트의 서
브넷 및 보안 그룹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VPC에서 Canary 실행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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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VPCConfig (p. 170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Canary의 이름(예: MyCanary)입니
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Id
Canary의 ID입니다.
State
Canary의 상태입니다. 예: RUNNING.

예제
Amazon S3 버킷에 저장된 스크립트가 있는 Canary
이 예제에서는 S3 버킷에 저장된 기존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Canary를 생성합니다. Canary는 생성되자마자
시작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for CloudWatch Synthetics: Create a
Canary using this template",
"Resources": {
"SyntheticsCanary": {
"Type": "AWS::Synthetics::Canary",
"Properties": {
"Name": {
"Ref": "samplecanary"
},
"ExecutionRoleArn": {
"Ref": "arn:aws:iam::123456789012:role/my-lambda-execution-role-to-runcanary"
},
"Code": {
"Handler": "pageLoadBlueprint.handler",
"S3Bucket": "aws-synthetics-code-myaccount-canary1",
"S3Key": "my-script-lo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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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rtifactS3Location": "s3://my-results-bucket",
"RuntimeVersion": "syn-1.0",
"Schedule": {
"Expression": "rate(1 minute)",
"DurationInSeconds": 3600
},
"RunConfig": {
"TimeoutInSeconds": 60
},
"FailureRetentionPeriod": 30,
"SuccessRetentionPeriod": 30,
"StartCanaryAfterCreation": true,
"Tags": [
{
"Key": "key00AtCreate",
"Value": "value001AtCreate"
}
]

YAML
Resources:
SyntheticsCanary:
Type: 'AWS::Synthetics::Canary'
Properties:
Name: samplecanary
Execution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my-lambda-execution-role-torun-canary'
Code: {Handler: pageLoadBlueprint.handler, S3Bucket: aws-synthetics-codemyaccount-canary1, S3Key: my-script-location}
ArtifactS3Location: s3://my-results-bucket
RuntimeVersion: syn-1.0
Schedule: {Expression: 'rate(1 minute)', DurationInSeconds: 3600}
RunConfig: {TimeoutInSeconds: 60}
FailureRetentionPeriod: 30
SuccessRetentionPeriod: 30
Tags: [{Key: key00AtCreate, Value: value001AtCreate}]
StartCanaryAfterCreation: true

CloudFormation을 통해 전달된 스크립트가 있는 Canary
이 예제에서는 Canary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코드를 Canary로 직접 전달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for CloudWatch Synthetics: Create a
Canary using this template",
"Resources": {
"SyntheticsCanary": {
"Type": "AWS::Synthetics::Canary",
"Properties": {
"Name": {
"Ref": "samplecanary"
},
"ExecutionRoleArn": {
"Ref": "arn:aws:iam::123456789012:role/my-lambda-execution-role-to-runca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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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
"Handler": "pageLoadBlueprint.handler",
"Script": "var synthetics = require('Synthetics');\nconst log =
require('SyntheticsLogger');\n\nconst pageLoadBlueprint = async function () {\n\n
// INSERT URL here\n
const URL = \"https://amazon.com\";\n\n
let page =
await synthetics.getPage();\n
const response = await page.goto(URL, {waitUntil:
'domcontentloaded', timeout: 30000});\n
//Wait for page to render.\n
//Increase
or decrease wait time based on endpoint being monitored.\n
await page.waitFor(15000);
\n
await synthetics.takeScreenshot('loaded', 'loaded');\n
let pageTitle = await
page.title();\n
log.info('Page title: ' + pageTitle);\n
if (response.status() !==
200) {\n
throw \"Failed to load page!\";\n
}\n};\n\nexports.handler = async ()
=> {\n
return await pageLoadBlueprint();\n};\n"
},
"ArtifactS3Location": "s3://my-results-bucket",
"RuntimeVersion": "syn-1.0",
"Schedule": {
"Expression": "rate(1 minute)",
"DurationInSeconds": 3600
},
"RunConfig": {
"TimeoutInSeconds": 60
},
"FailureRetentionPeriod": 30,
"SuccessRetentionPeriod": 30,
"StartCanaryAfterCreation": false,
"Tags": [
{
"Id": "key00AtCreate",
"Value": "value001AtCreate"
}
]
}
}
}
}

YAML
Resources:
SyntheticsCanary:
Type: 'AWS::Synthetics::Canary'
Properties:
Name: samplecanary
Execution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my-lambda-execution-role-torun-canary'
Code: {Handler: pageLoadBlueprint.handler, Script: "var synthetics =
require('Synthetics');\nconst log = require('SyntheticsLogger');\nconst pageLoadBlueprint
= async function () {\n// INSERT URL here\nconst URL = \"https://amazon.com\";\n\nlet
page = await synthetics.getPage();\nconst response = await page.goto(URL, {waitUntil:
'domcontentloaded', timeout: 30000});\n//Wait for page to render.\n//Increase or
decrease wait time based on endpoint being monitored.\nawait page.waitFor(15000);\nawait
synthetics.takeScreenshot('loaded', 'loaded');\nlet pageTitle = await page.title();
\nlog.info('Page title: ' + pageTitle);\nif (response.status() !== 200) {\n
throw
\"Failed to load page!\";\n}\n};\n\nexports.handler = async () => {\nreturn await
pageLoadBlueprint();\n};\n"}
ArtifactS3Location: s3://my-results-bucket
RuntimeVersion: syn-1.0
Schedule: {Expression: 'rate(1 minute)', DurationInSeconds: 3600}
RunConfig: {TimeoutInSeconds: 60}
FailureRetentionPeriod: 30
SuccessRetentionPeriod: 30
Tags: [{Key: key00AtCreate, Value: value001AtCreate}]
StartCanaryAfterCreation: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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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ynthetics::Canary BaseScreenshot
canary에 의해 수행된 시각적 모니터링 비교 중에 기준선으로 사용되는 스크린샷을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gnoreCoordinates" : [ String, ... ],
"ScreenshotName" : String

YAML
IgnoreCoordinates:
- String
ScreenshotName: String

Properties
IgnoreCoordinates
스크린샷 비교 중에 무시할 화면 부분을 정의하는 좌표입니다. 여기서 사용할 좌표를 얻으려면
CloudWatch Logs 콘솔을 사용하여 화면에 경계를 그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K}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reenshotName
스크린샷 이름 canary가 시각적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UpdateCanary 작업 후에 canary가 처
음 실행될 때 생성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ynthetics::Canary Code
이 구조를 사용하여 카나리아에 대한 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 구조에는 Canary가 스크립트 실행을
시작해야 하는 위치와 함께 Lambda 처리기가 포함됩니다. 스크립트가 S3 버킷에 저장된 경우 버킷 이름, 키
및 버전도 포함됩니다. 스크립트가 카나리아로 직접 전달되는 경우 스크립트 코드가 Script의 값에 포함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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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andler" : String,
"S3Bucket" : String,
"S3Key" : String,
"S3ObjectVersion" : String,
"Script" : String

YAML
Handler: String
S3Bucket: String
S3Key: String
S3ObjectVersion: String
Script: String

Properties
Handler
카나리아를 실행할 때 소스 코드에 사용할 진입점입니다. 이 값은 .handler 문자열로 끝나야 합니다.
문자열은 29자 이하로 제한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Bucket
카나리아 스크립트가 S3에 있는 경우 여기에서 버킷 이름을 지정합니다. 버킷은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Key
스크립트의 S3 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객체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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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ObjectVersion
스크립트의 S3 버전 ID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ript
S3 위치를 참조하는 대신 카나리아 스크립트를 카나리아에 직접 입력하는 경우 이 파라미터의 값은 일
반 텍스트 형식의 스크립트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최대 5MB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ynthetics::Canary RunConfig
Canary 실행에 대한 입력 정보가 포함된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필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veTracing" : Boolean,
"EnvironmentVariables" : {Key : Value, ...},
"MemoryInMB" : Integer,
"TimeoutInSeconds" : Integer

YAML
ActiveTracing: Boolean
EnvironmentVariables:
Key : Value
MemoryInMB: Integer
TimeoutInSeconds: Integer

Properties
ActiveTracing
이 canary가 실행될 때 활성 AWS X-Ray 추적을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활성 추적을 사용하면 이
Canary가 X-Ray 추적이 사용된 엔드포인트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ServiceLens 및 X-Ray 서비스 맵에
Canary 실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X-Ray 추적을 사용하면 요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anary
및 X-Ray 추적을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0-05-15
170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loudWatch Synthetics

Canary 런타임에 버전 syn-nodejs-2.0 이상을 사용하는 Canary에 대해서만 활성 추적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vironmentVariables
Canary 스크립트에 사용되는 모든 환경 변수에 사용할 키와 값을 지정합니다. 다음 형식을 사용합니다.
{ "key1" : "value1", "key2" : "value2", ...}
키는 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최소 2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환경 변수의 총 크기는 4KB를 초과할 수 없습
니다. Lambda 예약 환경 변수를 환경 변수의 키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예약된 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런타임 환경 변수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moryInMB
Canary가 실행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 크기입니다. 이 값은 64의 배수여야 합니다. 범위는
960~3008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960
Maximum: 300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InSeconds
Canary가 중지될 때까지 실행할 수 있는 시간 길이입니다. 이 시간을 이 Canary의 실행 빈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 필드를 생략하면 Canary의 빈도가 이 값으로 사용됩니다. 이 값은 최대 900초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3
Maximum: 84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ynthetics::Canary Schedule
이 구조는 Canary를 실행할 빈도와 실행을 중지해야 할 날짜 및 시간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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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DurationInSeconds" : String,
"Expression" : String

YAML
DurationInSeconds: String
Expression: String

Properties
DurationInSeconds
Canary가 Expression 값의 일정에 따라 계속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시간 길이(초)입니다. 0을 지정하
면 Canary는 사용자가 중지할 때까지 계속 실행됩니다. 이 필드를 생략하면 기본값 0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pression
Canary를 실행할 빈도를 정의하는 rate 표현식 또는 cron 표현식입니다.
속도 표현식의 경우, 구문은 rate(number unit)입니다. 단위는 minute, minutes 또는 hour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ate(1 minute)는 1분마다 한 번 Canary를 실행하고, rate(10 minutes)는 10분마
다 한 번 실행하며, rate(1 hour)은 한 시간마다 한 번 실행합니다. rate(1 minute)와 rate(1
hour) 사이에서 빈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ate(0 minute) 또는 rate(0 hour) 지정은 Canary가 시작될 때 한 번만 실행되는 특수 값입니다.
cron(expression)을(를) 사용하여 cron 식을 지정합니다. 실행하기까지 Canary를 1년 이상 기다리
도록 예약할 수 없습니다. cron 식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ron을 사용하여 Canary 실행 예약을 참조
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ynthetics::Canary VisualReference
VisualReference 속성 유형은 AWS::Synthetics::Canary (p. 1693)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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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BaseCanaryRunId" : String,
"BaseScreenshots" : [ BaseScreenshot (p. 1700), ... ]

YAML
BaseCanaryRunId: String
BaseScreenshots:
- BaseScreenshot (p. 1700)

Properties
BaseCanaryRun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aseScreenshot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BaseScreenshot (p. 170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ynthetics::Canary VPCConfig
이 카나리아가 VPC에서 엔드포인트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이 구조에는 VPC 엔드포인트의 서브넷
및 보안 그룹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VPC에서 카나리아 실행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Ids" : [ String, ... ],
"VpcId" : String

YAML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Ids:
- String
VpcI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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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SecurityGroupIds
이 카니라아에 대한 보안 그룹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s
이 카나리아를 실행할 서브넷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Maximum: 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Id
이 카나리아를 실행할 VPC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CodeArtifact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odeArtifact::Domain (p. 1706)
• AWS::CodeArtifact::Repository (p. 1710)

AWS::CodeArtifact::Domain
AWS::CodeArtifact::Domain 리소스는 AWS CodeArtifact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CodeArtifact 도메인을
사용하면 조직 전체에서 여러 리포지토리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AWS 계
정이 소유한 여러 리포지토리에 권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deArtifact 사용
설명서에서 도메인 개념 정보를 참조하세요. CreateDomain A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deArtifact API 참
조에서 CreateDomain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CodeArtifact::Domain",
"Proper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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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mainName" : String,
"EncryptionKey" : String,
"PermissionsPolicyDocument" : Json,
"Tags" : [ Tag, ... ]

YAML
Type: AWS::CodeArtifact::Domain
Properties:
DomainName: String
EncryptionKey: String
PermissionsPolicyDocument: Json
Tags:
- Tag

Properties
DomainName
요청된 도메인의 이름을 지정하는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
Maximum: 50
Pattern: [a-z][a-z0-9\-]{0,48}[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cryptionKey
도메인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11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ermissionsPolicyDocument
도메인에 설정된 리소스 정책을 정의하는 문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도메인에 적용할 태그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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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ARN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전달할 경우 함수는 도메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EncryptionKey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전달할 경우 함수는 도메인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키를 반환합니다.
Name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전달할 경우 함수는 도메인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Owner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전달할 경우 함수는 도메인을 소유하는 AWS account의 12자리 계정 번호를
반환합니다.

예제
다음 예제는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CodeArtifact 도메인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my-domain이라는 CodeArtifact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YAML
Resources:
MyCodeArtifactDomain:
Type: 'AWS::CodeArtifact::Domain'
Properties:
DomainName: "my-domain"

JSON
{

"Resources": {
"MyCodeArtifactDomain": {
"Type": "AWS::CodeArtifact::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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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perties": {
"DomainName": "my-domain"
}

AWS Key Management Service 암호화 키 및 IAM 리소스 기반 정책이 있는 도메인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이름이 my-domain이고 AWS Key Management Service 암호화 키가 있으며 IAM 리소스 기
반 정책에 연결하는 CodeArtifact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YAML
Resources:
MyCodeArtifactDomain:
Type: 'AWS::CodeArtifact::Domain'
Properties:
DomainName: "my-domain"
EncryptionKey: arn:aws:kms:us-west-2:123456789012:key/12345678-9abcdef1-2345-6789abcdef12
Permissions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codeartifact:ReadFromRepository
- codeartifact:DescribePackageVersion
- codeartifact:DescribeRepository
- codeartifact:GetPackageVersionReadme
- codeartifact:GetRepositoryEndpoint
- codeartifact:ListPackageVersionAssets
- codeartifact:ListPackageVersionDependencies
- codeartifact:ListPackageVersions
- codeartifact:ListPackages
- codeartifact:ReadFromRepository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123456789012:root"
Resource: "*"

JSON
{

"Resources": {
"MyCodeArtifactDomain": {
"Type": "AWS::CodeArtifact::Domain",
"Properties": {
"DomainName": "my-domain",
"EncryptionKey": "arn:aws:kms:us-west-2:123456789012:key/12345678-9abcdef1-2345-6789abcdef12",
"Permissions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codeartifact:ReadFromRepository",
"codeartifact:DescribePackageVersion",
"codeartifact:DescribeRepository",
"codeartifact:GetPackageVersionReadme",
"codeartifact:GetRepositoryEndpoint",
"codeartifact:ListPackageVersionAssets",
"codeartifact:ListPackageVersionDependencies",
"codeartifact:ListPackageVer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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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artifact:ListPackages",
"codeartifact:ReadFromRepository"

}

}

}

}

}

]

}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123456789012:root"
},
"Resource": "*"

태그를 사용하여 도메인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태그 2개를 사용하여 my-domain이라는 CodeArtifact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각 태그는
keyname1 키와 value1 값으로 구성됩니다. 다른 하나는 keyname2 키와 value2 값으로 구성됩니다.

YAML
Resources:
MyCodeArtifactDomain:
Type: 'AWS::CodeArtifact::Domain'
Properties:
DomainName: "my-domain"
Tags:
- Key: "keyname1"
Value: "value1"
- Key: "keyname2"
Value: "value2"

JSON
{

}

"Resources": {
"MyCodeArtifactDomain": {
"Type": "AWS::CodeArtifact::Domain",
"Properties": {
"DomainName": "my-domain",
"Tags" : [
{
"Key" : "keyname1",
"Value" : "value1"
},
{
"Key" : "keyname2",
"Value" : "value2"
}
]
}
}
}

AWS::CodeArtifact::Repository
AWS::CodeArtifact::Repository 리소스는 AWS CodeArtifact 리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CodeArtifact 리포지토리에는 패키지 버전 세트가 포함됩니다. 리포지토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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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Artifact 사용 설명서에서 리포지토리 개념 정보를 참조하세요. CreateRepository API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CodeArtifact API 참조에서 CreateRepository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deArtifact::Repository",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DomainName" : String,
"DomainOwner" : String,
"ExternalConnections" : [ String, ... ],
"PermissionsPolicyDocument" : Json,
"RepositoryName" : String,
"Tags" : [ Tag, ... ],
"Upstreams" : [ String, ... ]
}

YAML
Type: AWS::CodeArtifact::Repository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DomainName: String
DomainOwner: String
ExternalConnections:
- String
PermissionsPolicyDocument: Json
RepositoryName: String
Tags:
- Tag
Upstreams:
-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리포지토리에 대한 텍스트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0
Pattern: \P{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Name
리포지토리가 포함된 도메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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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
Maximum: 50
Pattern: [a-z][a-z0-9\-]{0,48}[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omainOwner
리포지토리가 포함된 도메인을 소유하는 AWS 계정의 12자리 계정 번호입니다. 대시 또는 공백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2
Maximum: 12
Pattern: [0-9]{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ternalConnections
리포지토리와 연관된 외부 연결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missionsPolicyDocument
리포지토리에 설정된 리소스 정책을 정의하는 문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ositoryName
업스트림 리포지토리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
Maximum: 100
Pattern: [A-Za-z0-9][A-Za-z0-9._\-]{1,9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리포지토리에 적용할 태그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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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pstreams
리포지토리와 연결할 업스트림 리포지토리의 목록입니다. 목록에 있는 업스트림 리포지토리의 순서에
따라 AWS CodeArtifact가 요청된 패키지 버전을 찾을 때 우선 순위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스트
림 리포지토리 작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ARN입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전달할 경우 함수는 리포지토리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DomainName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전달할 경우 함수는 리포지토리가 포함된 도메인 이름을 반환합니다.
DomainOwner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전달할 경우 함수는 리포지토리가 포함된 도메인을 소유하는 AWS account의
12자리 계정 번호를 반환합니다.
Name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전달할 경우 함수는 리포지토리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제
다음 예제는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CodeArtifact 리포지토리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메인 및 리포지토리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my-domain이라는 CodeArtifact 도메인을 생성하고 이 도메인 안에 my-repo라는
CodeArtifact 리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YAM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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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odeArtifactDomain:
Type: 'AWS::CodeArtifact::Domain'
Properties:
DomainName: "my-domain"
MyCodeArtifactRepository:
Type: 'AWS::CodeArtifact::Repository'
Properties:
RepositoryName: "my-repo"
DomainName: !GetAtt MyCodeArtifactDomain.Name

JSON
{

}

"Resources": {
"MyCodeArtifactDomain": {
"Type": "AWS::CodeArtifact::Domain",
"Properties": {
"DomainName": "my-domain"
}
},
"MyCodeArtifactRepository": {
"Type": "AWS::CodeArtifact::Repository",
"Properties": {
"RepositoryName": "my-repo",
"DomainName": {
"Fn::GetAtt": [
"MyCodeArtifactDomain",
"Name"
]
}
}
}
}

업스트림 리포지토리 및 외부 연결이 포함된 리포지토리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리포지토리를 저장할 my-domain라는 CodeArtifact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또한 my-repo와
my-upstream-repo라는 2개의 CodeArtifact 리포지토리를 도메인 안에 생성합니다. my-repo에는 myupstream-repo가 업스트림 리포지토리로 구성되고 my-upstream-repo에는 퍼블릭 리포지토리인 npmjs에 대
한 외부 연결이 포함됩니다.

YAML
Resources:
MyCodeArtifactDomain:
Type: 'AWS::CodeArtifact::Domain'
Properties:
DomainName: "my-domain"
MyCodeArtifactUpstreamRepository:
Type: 'AWS::CodeArtifact::Repository'
Properties:
RepositoryName: "my-upstream-repo"
DomainName: !GetAtt MyCodeArtifactDomain.Name
ExternalConnections:
- public:npmjs
MyCodeArtifactRepository:
Type: 'AWS::CodeArtifact::Repository'
Properties:
RepositoryName: "my-repo"
DomainName: !GetAtt MyCodeArtifactDomain.Name
Upst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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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Att MyCodeArtifactUpstreamRepository.Name

JSON
{

}

"Resources": {
"MyCodeArtifactDomain": {
"Type": "AWS::CodeArtifact::Domain",
"Properties": {
"DomainName": "my-domain"
}
},
"MyCodeArtifactUpstreamRepository": {
"Type": "AWS::CodeArtifact::Repository",
"Properties": {
"RepositoryName": "my-upstream-repo",
"DomainName": {
"Fn::GetAtt": [
"MyCodeArtifactDomain",
"Name"
]
},
"ExternalConnections": [
"public:npmjs"
]
}
},
"MyCodeArtifactRepository": {
"Type": "AWS::CodeArtifact::Repository",
"Properties": {
"RepositoryName": "my-repo",
"DomainName": {
"Fn::GetAtt": [
"MyCodeArtifactDomain",
"Name"
]
},
"Upstreams": [
{
"Fn::GetAtt": [
"MyCodeArtifactUpstreamRepository",
"Name"
]
}
]
}
}
}

태그를 사용하여 도메인 및 리포지토리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my-domain이라는 CodeArtifact 도메인을 생성하고 이 도메인 안에 태그 2개를 사용하여
my-repo라는 CodeArtifact 리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한 태그는 keyname1 키와 value1 값으로 구성됩니
다. 다른 하나는 keyname2 키와 value2 값으로 구성됩니다.

YAML
Resources:
MyCodeArtifactDomain:
Type: 'AWS::CodeArtifact::Domain'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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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Name: "my-domain"
MyCodeArtifactRepository:
Type: 'AWS::CodeArtifact::Repository'
Properties:
RepositoryName: "my-repo"
DomainName: !GetAtt MyCodeArtifactDomain.Name
Tags:
- Key: "keyname1"
Value: "value1"
- Key: "keyname2"
Value: "value2"

JSON
{

}

"Resources": {
"MyCodeArtifactDomain": {
"Type": "AWS::CodeArtifact::Domain",
"Properties": {
"DomainName": "my-domain"
}
},
"MyCodeArtifactRepository": {
"Type": "AWS::CodeArtifact::Repository",
"Properties": {
"RepositoryName": "my-repo",
"DomainName": {
"Fn::GetAtt": [
"MyCodeArtifactDomain",
"Name"
]
},
"Tags" : [
{
"Key" : "keyname1",
"Value" : "value1"
},
{
"Key" : "keyname2",
"Value" : "value2"
}
]
}
}
}

AWS CodeBuild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odeBuild::Project (p. 1716)
• AWS::CodeBuild::ReportGroup (p. 1758)
• AWS::CodeBuild::SourceCredential (p. 1763)

AWS::CodeBuild::Project
AWS::CodeBuild::Project 리소스는 AWS CodeBuild에서 소스 코드를 구축하는 방법을 구성합니다. 예
를 들어, 소스 코드를 가져올 위치와 사용할 빌드 환경을 에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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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 {
"Artifacts" : Artifacts (p. 1730),
"BadgeEnabled" : Boolean,
"BuildBatchConfig" : ProjectBuildBatchConfig (p. 1742),
"Cache" : ProjectCache (p. 1744),
"ConcurrentBuildLimit" : Integer,
"Description" : String,
"EncryptionKey" : String,
"Environment" : Environment (p. 1736),
"FileSystemLocations" : [ ProjectFileSystemLocation (p. 1745), ... ],
"LogsConfig" : LogsConfig (p. 1742),
"Name" : String,
"QueuedTimeoutInMinutes" : Integer,
"ResourceAccessRole" : String,
"SecondaryArtifacts" : [ Artifacts (p. 1730), ... ],
"SecondarySources" : [ Source (p. 1751), ... ],
"SecondarySourceVersions" : [ ProjectSourceVersion (p. 1747), ... ],
"ServiceRole" : String,
"Source" : Source (p. 1751),
"SourceVersion" : String,
"Tags" : [ Tag, ... ],
"TimeoutInMinutes" : Integer,
"Triggers" : ProjectTriggers (p. 1748),
"Visibility" : String,
"VpcConfig" : VpcConfig (p. 1755)
}

YAML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Artifacts:
Artifacts (p. 1730)
BadgeEnabled: Boolean
BuildBatchConfig:
ProjectBuildBatchConfig (p. 1742)
Cache:
ProjectCache (p. 1744)
ConcurrentBuildLimit: Integer
Description: String
EncryptionKey: String
Environment:
Environment (p. 1736)
FileSystemLocations:
- ProjectFileSystemLocation (p. 1745)
LogsConfig:
LogsConfig (p. 1742)
Name: String
QueuedTimeoutInMinutes: Integer
ResourceAccessRole: String
SecondaryArtifacts:
- Artifacts (p. 1730)
SecondarySources:
- Source (p.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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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SourceVersions:
- ProjectSourceVersion (p. 1747)
ServiceRole: String
Source:
Source (p. 1751)
SourceVersion: String
Tags:
- Tag
TimeoutInMinutes: Integer
Triggers:
ProjectTriggers (p. 1748)
Visibility: String
VpcConfig:
VpcConfig (p. 1755)

Properties
Artifacts
Artifacts는 AWS CodeBuild 빌드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출력 설정을 지정하는
AWS::CodeBuild::Project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Artifacts (p. 17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adgeEnabled
AWS CodeBuild에서 프로젝트 빌드 배지에 퍼블릭 액세스가 가능한 URL을 생성하는지 보여줍니다. 자
세한 내용은 AWS CodeBuild 사용 설명서에서 배지 샘플 구축을 참조하세요.

Note
프로젝트에 빌드 배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현재 소스 유형이 CodePipeline인 경우 지원되지 않
습니다. Source 속성에 대해 CODEPIPELINE을 지정한 경우 BadgeEnabled 속성을 지정하
지 마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ildBatchConfig
프로젝트의 배치 빌드 옵션을 정의하는 ProjectBuildBatchConfig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jectBuildBatchConfig (p. 174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
AWS CodeBuild에서 빌드 종속성을 저장해 재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jectCache (p. 174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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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rrentBuildLimit
이 프로젝트에 허용된 최대 동시 실행 빌드 수입니다.
현재 빌드 수가 이 한도 이하인 경우에만 새 빌드가 시작됩니다. 현재 빌드 수가 이 한도에 도달하면 새
빌드가 제한되고 실행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빌드 프로젝트를 쉽게 식별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ionKey
빌드 출력 아티팩트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할 AWS Key Management Service 고객 마스터 키(CMK)입니
다.

Note
해당 서비스 역할에 해당 키에 대한 권한이 있을 경우 교차 계정 KMS 키를 사용하여 빌드 출력
결과물을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CMK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하거나 CMK의 별칭이 있을 경우 alias/<aliasname> 형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CodeBuild는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에 대해 관리형 CMK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vironment
프로젝트에 대한 빌드 환경 설정(예: 빌드 환경에 사용할 환경 변수 또는 환경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Environment (p. 17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SystemLocations
CodeBuild 빌드 프로젝트에 대한 ProjectFileSystemLocation 객체의 배열입니다.
ProjectFileSystemLocation 객체는 Amazon Elastic File System을 사용하여 생성된 파일 시스템
의 identifier, location, mountOptions, mountPoint 및 type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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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ProjectFileSystemLocation (p. 174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sConfig
빌드 프로젝트에 대한 로그 관련 정보입니다. 프로젝트는 CloudWatch Logs나 S3 버킷 또는 둘 다에 로
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gsConfig (p. 174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빌드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AWS account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
Maximum: 255
Pattern: [A-Za-z0-9][A-Za-z0-9\-_]{1,25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QueuedTimeoutInMinutes
빌드 대기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시간 초과로 처리되는지를 나타내는 시간(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5
Maximum: 48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AccessRole
CodeBuild가 프로젝트 빌드의 CloudWatch Logs 및 Amazon S3 아티팩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ondaryArtifacts
Artifacts 객체의 목록입니다. 각 아티팩트 객체는 프로젝트에서 빌드 중에 생성되는 출력 설정을 지
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rtifacts (p. 17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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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ondarySources
ProjectSource 객체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ource (p. 1751) 목록
Maximum: 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ondarySourceVersions
ProjectSourceVersion 객체의 배열입니다. 빌드 수준에서 secondarySourceVersions이 지정
되어 있으면 (프로젝트 수준에서) 그 버전이 이 secondarySourceVersions보다 우선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jectSourceVersion (p. 1747) 목록
Maximum: 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Role
AWS CodeBuild가 AWS 계정을 대신하여 종속 AWS 서비스와 상호 작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IAM 역
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
프로젝트에 대한 소스 코드 설정(예: 소스 코드의 리포지토리 유형 및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Source (p. 175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Version
이 프로젝트에 대해 빌드할 빌드 버전 입력. 지정하지 않으면 최신 버전이 사용됩니다. 지정하면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CodeCommit의 경우: 사용할 커밋 ID, 분기 또는 Git 태그입니다.
• GitHub의 경우: 빌드하려는 소스 코드의 버전에 해당하는 커밋 ID, 풀 요청 ID, 분기 이름 또는 태그
이름입니다. 풀 요청 ID가 지정된 경우 pr/pull-request-ID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예: pr/25).
분기 이름이 지정되어 있으면 분기의 HEAD 커밋 ID가 사용됩니다.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 분기의
HEAD 커밋 ID가 사용됩니다.
• Bitbucket의 경우: 빌드하려는 소스 코드의 버전에 해당하는 커밋 ID, 분기 이름 또는 태그 이름입니다.
분기 이름이 지정되어 있으면 분기의 HEAD 커밋 ID가 사용됩니다.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 분기의
HEAD 커밋 ID가 사용됩니다.
• Amazon S3: 사용할 빌드 입력 ZIP 파일을 나타내는 객체의 버전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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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 수준에서 sourceVersion이 지정되어 있으면 (프로젝트 수준에서) 그 버전이 이
sourceVersion보다 우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Build 사용 설명서에서 CodeBuild를 사용한 소스 버전 샘플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AWS CodeBuild 프로젝트에 대한 임의의 태그 세트(키-값 페어)입니다.
이러한 태그는 AWS CodeBuild 빌드 프로젝트 태그를 지원하는 AWS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InMinutes
완료로 표시되지 않은 관련 빌드의 제한 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AWS CodeBuild가 대기하는 시간(5~480
분(8시간))입니다. 기본값은 60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5
Maximum: 48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iggers
소스 코드가 GitHub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기존 AWS CodeBuild 빌드 프로젝트의 경우, 코드 변경이 리
포지토리에 푸시될 때마다 AWS CodeBuild가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다시 빌드하도록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jectTriggers (p. 17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sibility
프로젝트 빌드의 가시성을 지정합니다.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PUBLIC_READ
프로젝트 빌드는 공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PRIVATE
프로젝트 빌드는 대중에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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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Config
VpcConfig는 AWS CodeBuild가 Amazon VPC의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을 지정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Build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Virtual Private Cloud에서 AWS CodeBuild
사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VpcConfig (p. 17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입력하면 Ref는 AWS CodeBuild 프로젝트의 이름(예:
myProjectName)을 반환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세요.
Arn
AWS CodeBuild 프로젝트의 ARN입니다(예: arn:aws:codebuild:uswest-2:123456789012:project/myProjectName).

예제
프로젝트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AWS CodeBuild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JSON
{

"Project": {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
"Name": "myProjectName",
"Description": "A description about my project",
"ServiceRole": { "Fn::GetAtt": [ "ServiceRole", "Arn" ] },
"Artifacts": {
"Type": "no_artifacts"
},
"Environment": {
"Type": "LINUX_CONTAINER",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java:openjdk-8",
"EnvironmentVariables": [
{
"Name": "varName",
"Type": "varType",
"Value": "var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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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Source": {
"Location": "codebuild-demo-test/0123ab9a371ebf0187b0fe5614fbb72c",
"Type": "S3"
},
"TimeoutInMinutes": 10,
"Tags": [
{
"Key": "Key1",
"Value": "Value1"
},
{
"Key": "Key2",
"Value": "Value2"
}
]

YAML
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Name: myProjectName
Description: A description about my project
ServiceRole: !GetAtt ServiceRole.Arn
Artifacts:
Type: no_artifacts
Environment:
Type: LINUX_CONTAINER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java:openjdk-8
EnvironmentVariables:
- Name: varName
Type: varType
Value: varValue
Source:
Location: codebuild-demo-test/0123ab9a371ebf0187b0fe5614fbb72c
Type: S3
TimeoutInMinutes: 10
Tags:
- Key: Key1
Value: Value1
- Key: Key2
Value: Value2

필터 그룹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필터 그룹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이들은 하나 또는 둘 모두 true로 평가되면 빌
드를 트리거합니다.
• 첫 번째 필터 그룹은 계정 ID가 12345와 일치하지 않는 GitHub 사용자가 정규식 ^refs/heads/master
$와 일치하는 Git 참조 이름을 갖는 브랜치에서 생성 또는 업데이트한 pull 요청을 지정합니다.
• 두 번째 필터 그룹은 정규식 ^refs/heads/.*와 일치하는 Git 참조 이름을 갖는 브랜치에서 정규식
READ_ME와 일치하는 이름을 갖는 파일에 생성되는 push 요청을 지정합니다.
이 예의 경우 서비스 역할의 이름은 my-example-service-role입니다. 소스 위치의 이름은 myexample-source-locati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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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Name: MyProject
ServiceRole: my-example-service-role
Artifacts:
Type: NO_ARTIFACTS
Environment:
Type: LINUX_CONTAINER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1.0
Source:
Type: GITHUB
Location: my-example-source-location
Triggers:
Webhook: true
FilterGroups:
- - Type: EVENT
Pattern: PULL_REQUEST_CREATED,PULL_REQUEST_UPDATED
- Type: BASE_REF
Pattern: ^refs/heads/master$
ExcludeMatchedPattern: false
- Type: ACTOR_ACCOUNT_ID
Pattern: 12345
ExcludeMatchedPattern: true
- - Type: EVENT
Pattern: PUSH
- Type: HEAD_REF
Pattern: ^refs/heads/.*
- Type: FILE_PATH
Pattern: READ_ME
ExcludeMatchedPattern: true

JSON
{

"CodeBuildProject": {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
"Name": "MyProject",
"ServiceRole": "my-example-service-role",
"Artifacts": {
"Type": "NO_ARTIFACTS"
},
"Environment": {
"Type": "LINUX_CONTAINER",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1.0"
},
"Source": {
"Type": "GITHUB",
"Location": "my-example-source-location"
},
"Triggers": {
"Webhook": true,
"FilterGroups": [
[
{
"Type": "EVENT",
"Pattern": "PULL_REQUEST_CREATED,PULL_REQUEST_UPDAT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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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Type": "BASE_REF",
"Pattern": "^refs/heads/master$",
"ExcludeMatchedPattern": false
"Type": "ACTOR_ACCOUNT_ID",
"Pattern": 12345,
"ExcludeMatchedPattern": true

"Type": "EVENT",
"Pattern": "PUSH"
"Type": "HEAD_REF",
"Pattern": "^refs/heads/.*"
"Type": "FILE_PATH",
"Pattern": "READ_ME",
"ExcludeMatchedPattern": true

Amazon S3 및 Amazon VPC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다음 예제는 Amazon S3의 빌드 종속성을 캐시하고, Amazon VPC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생성하
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YAML
Resources: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ServiceRole: !GetAtt CodeBuildRole.Arn
Artifacts:
Type: CODEPIPELINE
Environment:
Type: LINUX_CONTAINER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ubuntu-base:14.04
EnvironmentVariables:
- Name: varName1
Value: varValue1
- Name: varName2
Value: varValue2
Type: PLAINTEXT
- Name: varName3
Value: /CodeBuild/testParameter
Type: PARAMETER_STORE
Source:
Type: CODEPIPELINE
TimeoutInMinutes: 10
VpcConfig:
VpcId: !Ref CodeBuildVPC
Subnets: [!Ref CodeBuildSu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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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GroupIds: [!Ref CodeBuildSecurityGroup]
Cache:
Type: S3
Location: mybucket/prefix
CodeBuild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Statement:
- Action: ['sts:AssumeRole']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odebuild.amazonaws.com]
Version: '2012-10-17'
Path: /
Policies:
- PolicyName: CodeBuildAccess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logs:*'
- 'ec2:CreateNetworkInterface'
- 'ec2:DescribeNetworkInterfaces'
- 'ec2:DeleteNetworkInterface'
- 'ec2:DescribeSubnets'
- 'ec2:DescribeSecurityGroups'
- 'ec2:DescribeDhcpOptions'
- 'ec2:DescribeVpcs'
- 'ec2:CreateNetworkInterfacePermission'
Effect: Allow
Resource: '*'
CodeBuild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Tags:
- Key: name
Value: codebuild
CodeBuildSubnet: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CodeBuildVPC
CidrBlock: 10.0.1.0/24
CodeBuild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Name: Codebuild Internet Group
GroupDescription: 'CodeBuild SecurityGroup'
VpcId: !Ref CodeBuildVPC

JSON
{

"Resources": {
"CodeBuildProject": {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
"ServiceRole": {
"Fn::GetAtt": [
"CodeBuild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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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
]
},
"Artifacts": {
"Type": "CODEPIPELINE"
},
"Environment": {
"Type": "LINUX_CONTAINER",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ubuntu-base:14.04",
"EnvironmentVariables": [
{
"Name": "varName1",
"Value": "varValue1"
},
{
"Name": "varName2",
"Value": "varValue2",
"Type": "PLAINTEXT"
},
{
"Name": "varName3",
"Value": "/CodeBuild/testParameter",
"Type": "PARAMETER_STORE"
}
]
},
"Source": {
"Type": "CODEPIPELINE"
},
"TimeoutInMinutes": 10,
"VpcConfig": {
"VpcId": {
"Ref": "CodeBuildVPC"
},
"Subnets": [
{
"Ref": "CodeBuildSubnet"
}
],
"SecurityGroupIds": [
{
"Ref": "CodeBuildSecurityGroup"
}
]
},
"Cache": {
"Type": "S3",
"Location": "mybucket/prefix"
}

}
},
"CodeBuild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Statement": [
{
"Action": [
"sts:AssumeRole"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codebuild.amazona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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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ersion": "2012-10-17"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CodeBuildAccess",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logs:*",
"ec2:CreateNetworkInterface",
"ec2:DescribeNetworkInterfaces",
"ec2:DeleteNetworkInterface",
"ec2:DescribeSubnets",
"ec2:DescribeSecurityGroups",
"ec2:DescribeDhcpOptions",
"ec2:DescribeVpcs",
"ec2:CreateNetworkInterfacePermission"
],
"Effect": "Allow",
"Resource": "*"
}
]
}
}
]

}
},
"CodeBuild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Tags": [
{
"Key": "name",
"Value": "codebuild"
}
]
}
},
"CodeBuildSubnet":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VpcId": {
"Ref": "CodeBuildVPC"
},
"CidrBlock": "10.0.1.0/24"
}
},
"CodeBuild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Name": "Codebuild Internet Group",
"GroupDescription": "CodeBuild SecurityGroup",
"VpcId": {
"Ref": "CodeBuildVP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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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항목
• AWS CodeBuild API 참조의 CreateProject

AWS::CodeBuild::Project Artifacts
Artifacts는 AWS CodeBuild 빌드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출력 설정을 지정하는
AWS::CodeBuild::Project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tifactIdentifier" : String,
"EncryptionDisabled" : Boolean,
"Location" : String,
"Name" : String,
"NamespaceType" : String,
"OverrideArtifactName" : Boolean,
"Packaging" : String,
"Path" : String,
"Type" : String

YAML
ArtifactIdentifier: String
EncryptionDisabled: Boolean
Location: String
Name: String
NamespaceType: String
OverrideArtifactName: Boolean
Packaging: String
Path: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ArtifactIdentifier
이 결과물 정의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ionDisabled
출력 결과물을 암호화하지 않으려면 true로 설정합니다. 이 옵션은 결과물 형식이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다른 결과물 형식에 대해 이 옵션을 설정하면
invalidInputException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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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cation
빌드 출력 결과물 위치에 대한 정보입니다.
• type을 CODEPIPELINE으로 설정하면 AWS CodePipeline이 이 값(지정된 경우)을 무시합니다.
CodeBuild 대신 CodePipeline이 빌드 출력 위치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type이 NO_ARTIFACTS로 설정되면 출력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값이 지정될 경우 무시됩니다.
• type이 S3인 경우 출력 버킷의 이름입니다.
CODEPIPELINE 속성에 대해 NO_ARTIFACTS 또는 Type를 지정한 경우 이 속성은 지정하지 마십시오.
기타 모든 유형의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path 및 namespaceType과 함께, AWS CodeBuild가 출력 결과물의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하는 데 사
용하는 패턴입니다.
• type을 CODEPIPELINE으로 설정하면 AWS CodePipeline이 이 값(지정된 경우)을 무시합니다. AWS
CodeBuild 대신 CodePipeline이 빌드 출력 위치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type이 NO_ARTIFACTS로 설정되면 출력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값이 지정될 경우 무시됩니다.
• type이 S3인 경우 출력 결과물 객체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슬래시("/")로 설정하면, 결과물에 출력 버
킷의 루트에 저장됩니다.
예:
• path를 MyArtifacts로 설정하고, namespaceType을 BUILD_ID로 설정하고, name을
MyArtifact.zip으로 설정하면, 출력 결과물이 MyArtifacts/build-ID/MyArtifact.zip에
저장됩니다.
• path를 비워 두고, namespaceType을 NONE으로 설정하고, name을 "/"로 설정하면 출력 결과물이
출력 버킷의 루트에 저장됩니다.
• path를 MyArtifacts로 설정하고, namespaceType을 BUILD_ID로 설정하고, name을 ‘/’으로 설
정하면, 출력 결과물이 MyArtifacts/build-ID 에 저장됩니다.
CODEPIPELINE 속성에 대해 NO_ARTIFACTS 또는 Type를 지정한 경우 이 속성은 지정하지 마십시오.
기타 모든 유형의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spaceType
path 및 name과 함께, AWS CodeBuild가 출력 결과물의 이름과 저장 위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패
턴입니다.
• type을 CODEPIPELINE으로 설정하면, 값이 지정될 경우 CodePipeline이 값을 무시합니다. AWS
CodeBuild 대신 CodePipeline이 빌드 출력 위치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type이 NO_ARTIFACTS로 설정되면 출력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값이 지정될 경우 무시됩니다.
• type을 S3로 설정할 경우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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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_ID: 빌드 출력 결과물 위치에 빌드 ID를 포함합니다.
• NONE: 빌드 ID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namespaceType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이 값이 기본값입니
다.
예를 들어, path를 MyArtifacts로 설정하고, namespaceType을 BUILD_ID로 설정하고, name을
MyArtifact.zip으로 설정하면, 출력 결과물이 MyArtifacts/<build-ID>/MyArtifact.zip에
저장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UILD_ID | NON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verrideArtifactName
true로 설정하면, buildspec 파일에 지정된 이름이 아티팩트 이름을 덮어씁니다. buildspec 파일에 지정
된 이름은 빌드 시 계산되며 Shell 명령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결과물 이름이 항상 고유하도록
날짜와 시간을 결과물 이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ckaging
다음은 생성하려는 빌드 출력 결과물의 유형입니다.
• type을 CODEPIPELINE으로 설정하면, 값이 지정될 경우 CodePipeline이 값을 무시합니다. AWS
CodeBuild 대신 AWS CodePipeline이 해당 빌드 출력 아티팩트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type이 NO_ARTIFACTS로 설정되면 출력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값이 지정될 경우 무시됩니다.
• type을 S3로 설정할 경우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NONE: AWS CodeBuild가 출력 버킷에 빌드 출력을 포함하는 폴더를 생성합니다. packaging을 지
정하지 않을 경우 이 값이 기본값입니다.
• ZIP: AWS CodeBuild가 출력 버킷에 빌드 출력을 포함하는 ZIP 파일을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NE | ZI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h
namespaceType 및 name과 함께, AWS CodeBuild가 출력 결과물의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하는 데 사
용하는 패턴입니다.
• type을 CODEPIPELINE으로 설정하면, 값이 지정될 경우 CodePipeline이 값을 무시합니다. AWS
CodeBuild 대신 CodePipeline이 빌드 출력 위치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type이 NO_ARTIFACTS로 설정되면 출력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값이 지정될 경우 무시됩니다.
• type이 S3로 설정된 경우, 출력 결과물의 경로입니다. path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path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path를 MyArtifacts로 설정하고, namespaceType을 NONE로 설정하고, name을
MyArtifact.zip으로 설정하면, 출력 결과물이 MyArtifacts/MyArtifact.zip의 출력 버킷에 저
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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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빌드 출력 결과물의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CODEPIPELINE: 빌드 프로젝트에 CodePipeline을 통해 생성된 빌드 출력이 있습니다.

Note
CODEPIPELINE 유형은 secondaryArtifacts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NO_ARTIFACTS: 빌드 프로젝트가 빌드 출력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 S3: 빌드 프로젝트가 Amazon S3에 빌드 출력을 저장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DEPIPELINE | NO_ARTIFACTS | S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Build::Project BatchRestrictions
배치 빌드에 대한 제한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puteTypesAllowed" : [ String, ... ],
"MaximumBuildsAllowed" : Integer

YAML
ComputeTypesAllowed:
- String
MaximumBuildsAllowed: Integer

Properties
ComputeTypesAllowed
배치 빌드에 허용되는 컴퓨팅 유형을 지정하는 문자열 배열입니다. 이러한 값은 AWS CodeBuild 사용
설명서에서 빌드 환경 컴퓨팅 유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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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BuildsAllowed
허용되는 최대 빌드 수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Build::Project BuildStatusConfig
AWS CodeBuild 빌드 프로젝트에서 빌드 상태를 소스 공급자에게 보고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정보를 포함합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ext" : String,
"TargetUrl" : String

YAML
Context: String
TargetUrl: String

Properties
Context
CodeBuild가 소스 공급자에게 전송하는 빌드 상태의 컨텍스트를 지정합니다. 이 파라미터의 사용법은
소스 공급자에 따라 다릅니다.
Bitbucket
이 파라미터는 Bitbucket 커밋 상태의 name 파라미터에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Bitbucket API
설명서의 빌드를 참조하세요.
GitHub/GitHub Enterprise Server
이 파라미터는 GitHub 커밋 상태의 context 파라미터에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GitHub 개발
자 안내서의 커밋 상태 생성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Url
CodeBuild가 소스 공급자에게 전송하는 빌드 상태의 대상 url을 지정합니다. 이 파라미터의 사용법은 소
스 공급자에 따라 다릅니다.
Bitbucket
이 파라미터는 Bitbucket 커밋 상태의 url 파라미터에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Bitbucket API 설
명서의 빌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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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Hub/GitHub Enterprise Server
이 파라미터는 GitHub 커밋 상태의 target_url 파라미터에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GitHub 개
발자 안내서의 커밋 상태 생성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Build::Project CloudWatchLogsConfig
CloudWatchLogs는 AWS CodeBuild 빌드에서 생성한 CloudWatch Logs에 대한 설정을 지정하는 AWS
CodeBuild Project LogsConfig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roupName" : String,
"Status" : String,
"StreamName" : String

YAML
GroupName: String
Status: String
StreamName: String

Properties
GroupName
CloudWatch Logs의 로그 그룹 이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그 그룹 및 로그 스트림 작업을 참조하십시
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
빌드 프로젝트에 대한 CloudWatch Logs 로그의 현재 상태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ENABLED: 이 빌드 프로젝트에 CloudWatch Logs를 사용합니다.
• DISABLED: 이 빌드 프로젝트에 CloudWatch Logs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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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Name
CloudWatch Logs의 스트림 이름 접두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그 그룹 및 로그 스트림 작업을 참조하
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CodeBuild API 참조의 CloudWatchLogsConfig

AWS::CodeBuild::Project Environment
Environment는 AWS CodeBuild 프로젝트의 환경을 지정하는 AWS::CodeBuild::Project 리소스의 속성입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 : String,
"ComputeType" : String,
"EnvironmentVariables" : [ EnvironmentVariable (p. 1739), ... ],
"Image" : String,
"ImagePullCredentialsType" : String,
"PrivilegedMode" : Boolean,
"RegistryCredential" : RegistryCredential (p. 1749),
"Type" : String

YAML
Certificate: String
ComputeType: String
EnvironmentVariables:
- EnvironmentVariable (p. 1739)
Image: String
ImagePullCredentialsType: String
PrivilegedMode: Boolean
RegistryCredential:
RegistryCredential (p. 1749)
Type: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
Amazon S3 버킷의 ARN, 경로 접두사 및 빌드 프로젝트의 PEM 인코딩 인증서가 포함된 객체 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Build 사용 설명서에서 certificate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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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puteType
컴퓨팅 환경의 유형입니다. 빌드 환경에서 사용할 CPU 코어 및 메모리 수를 결정합니다. 사용 가능한 값
은 다음과 같습니다.
• BUILD_GENERAL1_SMALL: 빌드에 최대 3GB 메모리와 vCPU 2개를 사용합니다.
• BUILD_GENERAL1_MEDIUM: 빌드에 최대 7GB 메모리와 vCPU 4개를 사용합니다.
• BUILD_GENERAL1_LARGE: 빌드에 최대 15GB 메모리와 vCPU 8개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Build 사용 설명서에서 빌드 환경 컴퓨팅 유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vironmentVariables
이 빌드 프로젝트에 대한 빌드에 사용할 수 있게 할 환경 변수 집합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vironmentVariable (p. 173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
이 빌드 프로젝트에 사용할 Docker 이미지를 식별하는 이미지 태그 또는 이미지 다이제스트. 다음 형식
을 사용합니다.
• 이미지 태그: <registry>/<repository>:<tag>. 예를 들어 CodeBuild가 도커 이미지를 관리하
는 데 사용하는 Docker 리포지토리에서 이 값은 aws/codebuild/standard:4.0이 될 수 있습니
다.

• 이미지 다이제스트: <registry>/<repository>@<digest>. 예를 들어
"sha256:cbbf2f9a99b47fc460d422812b6a5adff7dfee951d8fa2e4a98caa0382cfbdbf"
다이제스트를 포함하는 이미지를 지정하려면 <registry>/
<repository>@sha256:cbbf2f9a99b47fc460d422812b6a5adff7dfee951d8fa2e4a98caa0382cfbdbf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Build 사용 설명서에서 CodeBuild에서 제공하는 도커 이미지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PullCredentialsType
AWS CodeBuild에서 빌드의 이미지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자격 증명의 유형입니다. 두 가지 값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CODEBUILD는 AWS CodeBuild에 자체 자격 증명을 사용하도록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AWS
CodeBuild 서비스 보안 주체를 신뢰하도록 ECR 리포지토리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 SERVICE_ROLE은 AWS CodeBuild에 빌드 프로젝트의 서비스 역할을 사용하도록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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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계정 또는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SERVICE_ROLE 자격 증명을 사용해야 합
니다. AWS CodeBuild 큐레이팅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CODEBUILD 자격 증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DEBUILD | SERVICE_RO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vilegedMode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서 도커 데몬 실행을 활성화합니다. 빌드 프로젝트가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에만 true로 설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도커 데몬과 상호 작용을 시도하는 빌드가 실패
합니다. 기본 설정은 false입니다.
다음 명령 중 하나를 buildspec 파일의 설치 단계에 추가하여 빌드의 설치 단계 동안 도커 데몬을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운영 체제의 기본 이미지가 Ubuntu Linux인 경우:
- nohup /usr/local/bin/dockerd --host=unix:///var/run/docker.sock -host=tcp://0.0.0.0:2375 --storage-driver=overlay&
- timeout 15 sh -c "until docker info; do echo .; sleep 1; done"
운영 체제의 기본 이미지가 Alpine Linux일 때 위 명령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timeout에 -t 인수를 추
가합니다.
- nohup /usr/local/bin/dockerd --host=unix:///var/run/docker.sock -host=tcp://0.0.0.0:2375 --storage-driver=overlay&
- timeout -t 15 sh -c "until docker info; do echo .; sleep 1; don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stryCredential
RegistryCredential은 프라이빗 Docker 레지스트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자격 증명 정보를
지정하는 AWS::CodeBuild::Project Environment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이를 설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imagePullCredentialsType를 SERVICE_ROLE로 설정해야 합니다.
• 이미지는 큐레이트할 수 없으며 Amazon ECR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gistryCredential (p. 174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관련 빌드에 사용할 빌드 환경의 유형입니다.
• 환경 유형 ARM_CONTAINER은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미국 동부(오하이오), 미국 서부(오레곤),
EU(아일랜드), 아시아 태평양(뭄바이), 아시아 태평양(도쿄), 아시아 태평양(시드니) 및 EU(프랑크푸
르트) 리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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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팅 유형이 build.general1.2xlarge인 환경 유형 LINUX_CONTAINER은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미국 동부(오하이오), 미국 서부(오레곤), 캐나다(중부), EU(아일랜드), EU(런던), EU(프랑크푸
르트), 아시아 태평양(도쿄), 아시아 태평양(서울), 아시아 태평양(싱가포르), 아시아 태평양(시드니) 중
국(베이징) 및 중국(닝샤) 리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 유형 LINUX_GPU_CONTAINER은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미국 동부(오하이오), 미국 서부(오
레곤), 캐나다(중부), EU(아일랜드), EU(런던), EU(프랑크푸르트), 아시아 태평양(도쿄), 아시아 태평
양(서울), 아시아 태평양(싱가포르), 아시아 태평양(시드니) 중국(베이징) 및 중국(닝샤) 리전에서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 유형 WINDOWS_CONTAINER 및 WINDOWS_SERVER_2019_CONTAINER는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미국 동부(오하이오), 미국 서부(오레곤) 및 EU(아일랜드) 리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Build 사용 설명서에서 빌드 환경 컴퓨팅 유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RM_CONTAINER | LINUX_CONTAINER | LINUX_GPU_CONTAINER |
WINDOWS_CONTAINER | WINDOWS_SERVER_2019_CONTAINER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Build::Project EnvironmentVariable
EnvironmentVariable은 AWS CodeBuild 프로젝트 환경에 대한 환경 변수의 이름과 값을 지정하는 AWS
CodeBuild Project Environment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환경을 사용하여 빌드를 실행할 때 사용할 빌드에
이러한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vironmentVariable에는 EnvironmentVariable 속성 유형의 목
록이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Type" : String,
"Value" : String

YAML
Name: String
Typ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Name
환경 변수의 이름 또는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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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환경 변수의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PARAMETER_STORE: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에 저장된 환경 변수입니다. 파라미터 스토
어 환경 변수를 지정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AWS CodeBuild 사용 설명서에서 env/parameter-store를
참조하세요.
• PLAINTEXT:일반 텍스트 형식의 환경 변수입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 SECRETS_MANAGER: AWS Secrets Manager에 저장된 환경 변수입니다. Secrets Manager 환경 변수
를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AWS CodeBuild 사용 설명서에서 env/secrets-manager를 참조하세
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PARAMETER_STORE | PLAINTEXT | SECRETS_MANAGER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환경 변수의 값입니다.

Important
민감한 값, 특히 AWS 비밀 키 ID 및 비밀 액세스 키를 저장하는 데 PLAINTEXT 환경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PLAINTEXT 환경 변수는 AWS CodeBuild 콘솔과 AWS CLI
를 사용하여 일반 텍스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값의 경우 PARAMETER_STORE 또는
SECRETS_MANAGER 유형의 환경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JSON
{

"Project": {
"Environment": {
"EnvironmentVariables": [
{
"Name": "MY_VAR_1",
"Type": "PLAINTEXT",
"Value": "VAR_1_VALUE"
},
{
"Name": "MY_VAR_2",
"Type": "PLAINTEXT",
"Value": "VAR_2_VALU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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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Environment:
EnvironmentVariables:
- Name: MY_VAR_1
Type: PLAINTEXT
Value: VAR_1_VALUE
- Name: MY_VAR_2
Type: PLAINTEXT
Value: VAR_2_VALUE

AWS::CodeBuild::Project FilterGroup
트리거되는 webhook 이벤트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WebhookFilter 객체의 목록입니다. 목록에서
적어도 한 개의 WebhookFilter가 해당 유형으로 EVENT를 지정해야 합니다. AWS CodeBuild Project
ProjectTriggers 속성 유형의 FilterGroups 속성은 FilterGroup 객체의 목록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유형: WebhookFilter 객체의 목록
업데이트 필요 조건: 무중단

AWS::CodeBuild::Project GitSubmodulesConfig
GitSubmodulesConfig는 빌드 프로젝트의 Git 하위 모듈 구성에 대한 정보를 지정하는 AWS CodeBuild
Project Source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etchSubmodules" : Boolean

YAML
FetchSubmodules: Boolean

Properties
FetchSubmodules
AWS CodeBuild 빌드 프로젝트에 대해 Git 하위 모듈을 가져오려면 true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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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WS CodeBuild API 참조의 GitSubmodulesConfig

AWS::CodeBuild::Project LogsConfig
LogsConfig는 빌드 프로젝트의 로그에 대한 정보를 지정하는 AWS CodeBuild Project 리소스의 속성입니
다. Amazon CloudWatch Logs의 로그나 지정된 S3 버킷에 빌드된 로그 또는 둘 다 일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oudWatchLogs" : CloudWatchLogsConfig (p. 1735),
"S3Logs" : S3LogsConfig (p. 1750)

YAML
CloudWatchLogs:
CloudWatchLogsConfig (p. 1735)
S3Logs:
S3LogsConfig (p. 1750)

Properties
CloudWatchLogs
빌드 프로젝트에 대한 CloudWatch Logs 관련 정보입니다. CloudWatch Logs는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oudWatchLogsConfig (p. 17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Logs
빌드 프로젝트에 대해 S3 버킷에 빌드된 로그 관련 정보입니다. 기본적으로 S3 로그는 비활성화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LogsConfig (p. 17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CodeBuild API 참조의 LogsConfig

AWS::CodeBuild::Project ProjectBuildBatchConfig
배치 빌드 프로젝트에 대한 구성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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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bineArtifacts" : Boolean,
"Restrictions" : BatchRestrictions (p. 1733),
"ServiceRole" : String,
"TimeoutInMins" : Integer

YAML
CombineArtifacts: Boolean
Restrictions:
BatchRestrictions (p. 1733)
ServiceRole: String
TimeoutInMins: Integer

Properties
CombineArtifacts
배치 빌드의 빌드 아티팩트를 단일 아티팩트 위치로 결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trictions
배치 빌드에 대한 제한을 지정하는 BatchRestrictions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atchRestrictions (p. 173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Role
배치 빌드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 역할 ARN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InMins
배치 빌드를 완료해야 하는 최대 시간(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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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Build::Project ProjectCache
ProjectCache는 빌드 프로젝트의 캐시에 대한 정보를 지정하는 AWS CodeBuild Project 리소스의 속성입
니다. ProjectCache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두 속성은 모두 기본적으로 NO_CACHE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ocation" : String,
"Modes" : [ String, ... ],
"Type" : String

YAML
Location: String
Modes:
-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Location
캐시 위치에 대한 정보:
• NO_CACHE 또는 LOCAL: 이 값은 무시됩니다.
• S3: S3 버킷 이름/접두사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des
로컬 캐시 모드를 지정하는 문자열의 배열입니다.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로컬 캐시 모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LOCAL 캐시 유형에만 사용됩니다.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LOCAL_SOURCE_CACHE
기본 및 보조 원본을 위해 Git 메타데이터를 캐싱합니다. 캐시가 생성되면 이후의 빌드는 커밋 사
이의 변경 사항만 끌어옵니다. 이 모드는 클린 작업 디렉터리를 사용하고 소스가 대규모 Git 리포
지토리인 프로젝트에 적합한 선택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고 프로젝트가 Git 리포지토리(GitHub,
GitHub Enterprise 또는 Bitbucket)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 옵션은 무시됩니다.
LOCAL_DOCKER_LAYER_CACHE
기존의 Docker 계층을 캐싱합니다. 이 모드는 대용량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거나 끌어오는 프로젝트
에 적합한 선택입니다. 네트워크에서 대용량 도커 이미지를 끌어올 때 발생하는 성능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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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Docker 계층 캐시는 Linux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가 필요한 Docker 권한을 가지도록 privileged 플래그를 설정해야 합니다.
• Docker 계층 캐시를 사용하기 전에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LOCAL_CUSTOM_CACHE
buildspec 파일에 지정한 디렉터리를 캐싱합니다. 이 모드는 다른 세 가지 로컬 캐시 모드에 적합하
지 않은 빌드 시나리오에 좋은 선택입니다. 사용자 지정 캐시를 사용할 경우
• 캐싱을 위해 디렉터리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파일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 Symlink를 사용하여 캐싱된 디렉터리를 참조합니다.
• 캐싱된 디렉터리는 프로젝트 소스를 다운로드하기 전에 빌드에 연결됩니다. 소스 항목에 동일한
이름이 있을 경우 캐싱된 항목이 재정의됩니다. 디렉터리는 buildspec 파일에서 경로를 사용하여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빌드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캐시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NO_CACHE: 빌드 프로젝트에서 캐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S3: 빌드 프로젝트가 S3에서 읽고 씁니다.
• LOCAL: 빌드 프로젝트에서 해당 빌드 호스트에만 사용할 수 있는 캐시를 빌드에 로컬로 저장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LOCAL | NO_CACHE | S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CodeBuild API 참조의 ProjectCache

AWS::CodeBuild::Project ProjectFileSystemLocation
Amazon Elastic File System(EFS)에서 생성한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File System이란 무엇인가요?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Identifier" : String,
"Location" : String,
"MountOption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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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ntPoint" : String,
"Type" : String

YAML
Identifier: String
Location: String
MountOptions: String
MountPoint: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Identifier
Amazon EFS에서 생성한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CodeBuild는 모두 대문
자로 된 identifier를 CODEBUILD_에 추가하여 환경 변수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identifier에
my_efs를 지정하면 CODEBUILD_MY_EFS라는 새 환경 변수가 생성됩니다.
identifier는 파일 시스템을 탑재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cation
Amazon EFS에서 생성한 파일 시스템의 위치를 지정하는 문자열입니다. 그 형식은 efs-dns-name:/
directory-path입니다. Amazon EFS 콘솔에서 파일 시스템을 볼 때 파일 시스템의 DNS 이름
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디렉터리 경로는 CodeBuild가 탑재하는 파일 시스템의 디렉터리 경로입니
다. 예를 들어, 파일 시스템의 DNS 이름이 fs-abcd1234.efs.us-west-2.amazonaws.com이
고, 탑재 디렉터리가 my-efs-mount-directory인 경우 location은 fs-abcd1234.efs.uswest-2.amazonaws.com:/my-efs-mount-directory입니다.
efs-dns-name:/directory-path 형식의 디렉터리 경로는 선택 사항입니다. 디렉터리 경로를 지정
하지 않으면 위치는 DNS 이름일 뿐이며 CodeBuild가 전체 파일 시스템을 탑재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untOptions
Amazon EFS에서 생성한 파일 시스템의 탑재 옵션입니다. CodeBuild에서 사용하는 기본 탑재 옵션은
nfsvers=4.1,rsize=1048576,wsize=1048576,hard,timeo=600,retrans=2이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장 NFS 탑재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untPoint
파일 시스템을 탑재하는 컨테이너 내 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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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파일 시스템의 유형입니다. 지원되는 유형 중 하나는 EFS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F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Build::Project ProjectSourceVersion
소스 식별자와 해당 버전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ourceIdentifier" : String,
"SourceVersion" : String

YAML
SourceIdentifier: String
SourceVersion: String

Properties
SourceIdentifier
빌드 프로젝트의 소스 식별자입니다. 식별자에는 영숫자 문자와 밑줄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길이는 128자
이하여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Version
해당 소스 식별자의 소스 버전입니다. 지정하면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CodeCommit의 경우: 사용할 커밋 ID, 분기 또는 Git 태그입니다.
• GitHub의 경우: 빌드하려는 소스 코드의 버전에 해당하는 커밋 ID, 풀 요청 ID, 분기 이름 또는 태그
이름입니다. 풀 요청 ID가 지정된 경우 pr/pull-request-ID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예: pr/25).
분기 이름이 지정되어 있으면 분기의 HEAD 커밋 ID가 사용됩니다.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 분기의
HEAD 커밋 ID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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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bucket의 경우: 빌드하려는 소스 코드의 버전에 해당하는 커밋 ID, 분기 이름 또는 태그 이름입니다.
분기 이름이 지정되어 있으면 분기의 HEAD 커밋 ID가 사용됩니다.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 분기의
HEAD 커밋 ID가 사용됩니다.
• Amazon S3: 사용할 빌드 입력 ZIP 파일을 나타내는 객체의 버전 ID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Build 사용 설명서에서 CodeBuild를 사용한 소스 버전 샘플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Build::Project ProjectTriggers
ProjectTriggers는 AWS CodeBuild 빌드를 트리거하는 webhook를 지정하는 AWS CodeBuild Project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ildType" : String,
"FilterGroups" : [ FilterGroup (p. 1741), ... ],
"Webhook" : Boolean

YAML
BuildType: String
FilterGroups:
- FilterGroup (p. 1741)
Webhook: Boolean

Properties
BuildType
이 웹후크로 트리거할 빌드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허용되는 값은 입니다.
BUILD
단일 빌드
BUILD_BATCH
배치 빌드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terGroups
트리거되는 webhook 이벤트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WebhookFilter 객체의 목록입니다. 배열에서
적어도 한 개의 WebhookFilter가 해당 유형으로 EVENT를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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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FilterGroup (p. 174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bhook
코드 변경이 리포지토리로 푸시될 때마다 자동으로 소스 코드를 다시 빌드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Build::Project RegistryCredential
RegistryCredential은 프라이빗 도커 레지스트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자격 증명 정보를 지정하는
AWS CodeBuild Project Environment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이를 설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imagePullCredentialsType를 SERVICE_ROLE로 설정해야 합니다.
• 이미지는 큐레이트할 수 없으며 Amazon ECR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Build에 대한 AWS Secrets Manager의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샘플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redential" : String,
"CredentialProvider" : String

YAML
Credential: String
CredentialProvider: String

Properties
Credential
AWS Secrets Manager를 사용하여 생성한 자격 증명의 이름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Note
credential은 현재 AWS 리전에 있는 자격 증명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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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Provider
프라이빗 Docker 레지스트리를 액세스하기 위한 자격 증명을 생성한 서비스입니다. AWS Secrets
Manager의 유효한 값은 SECRETS_MANAGER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ECRETS_MANAGER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CodeBuild API 참조의 RegistryCredential

AWS::CodeBuild::Project S3LogsConfig
S3Logs는 S3 버킷의 AWS CodeBuild 빌드에서 생성한 로그에 대한 설정을 지정하는 AWS CodeBuild
Project LogsConfig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cryptionDisabled" : Boolean,
"Location" : String,
"Status" : String

YAML
EncryptionDisabled: Boolean
Location: String
Status: String

Properties
EncryptionDisabled
S3 빌드 로그 출력을 암호화하지 않으려면 true로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S3 빌드 로그는 암호화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cation
S3 로그에 대한 S3 버킷 및 경로 접두사의 ARN입니다. Amazon S3 버킷 이름이 my-bucket이고, 경로
접두사가 build-log인 경우 허용되는 형식은 my-bucket/build-log 또는 arn:aws:s3:::mybucket/build-lo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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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
S3 빌드 로그의 현재 상태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ENABLED: 이 빌드 프로젝트에 대해 S3 빌드 로그가 활성화되었습니다.
• DISABLED: 이 빌드 프로젝트에 대해 S3 빌드 로그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CodeBuild API 참조의 S3LogsConfig

AWS::CodeBuild::Project Source
Source는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 설정(예: 소스 코드의 리포지토리 유형 및 위치)을 지정하는
AWS::CodeBuild::Project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h" : SourceAuth (p. 1754),
"BuildSpec" : String,
"BuildStatusConfig" : BuildStatusConfig (p. 1734),
"GitCloneDepth" : Integer,
"GitSubmodulesConfig" : GitSubmodulesConfig (p. 1741),
"InsecureSsl" : Boolean,
"Location" : String,
"ReportBuildStatus" : Boolean,
"SourceIdentifier" : String,
"Type" : String

YAML
Auth:
SourceAuth (p. 1754)
BuildSpec: String
BuildStatusConfig:
BuildStatusConfig (p. 1734)
GitCloneDepth: Integer
GitSubmodulesConfig:
GitSubmodulesConfig (p. 1741)
InsecureSsl: Boolean
Locatio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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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BuildStatus: Boolean
SourceIdentifier: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Auth
AWS CodeBuild에서 빌드할 소스 코드에 액세스하기 위한 권한 부여 설정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AWS CodeBuild 콘솔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Auth를 가져오거나 직접 설정하면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ourceAuth (p. 175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ildSpec
프로젝트에 대한 빌드 사양입니다. 이 값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소스 코드에는 루트 수준에서 이름이
buildspec.yml인 빌드 사양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값이 제공된 경우 전체 빌드 사양을 포함하는
단일 문자열이거나 내장 환경 변수 CODEBUILD_SRC_DIR의 값에 상대적인 대체 빌드 사양 파일에 대
한 경로입니다. 대체 빌드 사양 파일에는 buildspec.yml 이외의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myspec.yml 또는 build_spec_qa.yml이거나 이와 유사한 이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Build 사용 설명서에서 빌드 사양 참조 필드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ildStatusConfig
빌드 프로젝트가 빌드 상태를 소스 공급자에게 보고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옵션은
소스 공급자가 GITHUB, GITHUB_ENTERPRISE 또는 BITBUCKET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uildStatusConfig (p. 173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itCloneDepth
다운로드할 이력의 수준입니다. 최소값은 0입니다. 이 값이 0이거나, 25를 초과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경우 각 빌드 프로젝트에서 전체 이력이 다운로드됩니다. 소스 유형이 Amazon S3일 경우 이 값이 지원
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itSubmodulesConfig
빌드 프로젝트의 Git 하위 모듈 구성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API 버전 2010-05-15
175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odeBuild

Type: GitSubmodulesConfig (p. 174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ecureSsl
이 값은 GitHub Enterprise에서만 사용됩니다. GitHub Enterprise 프로젝트 리포지토리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SSL 경고를 무시하려면 이 값을 true로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InsecureSsl은 테
스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덕션 환경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cation
빌드할 소스 코드의 위치에 대한 정보입니다. 유효한 값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CodePipeline의 파이프라인 소스 작업에 지정된 소스 코드 설정의 경우, location를 지정할 수 없습
니다. 지정하면 CodePipeline에서 이를 무시합니다. CodePipeline은 이 값이 아니라 파이프라인 소스
작업의 설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 CodeCommit 리포지토리에 있는 소스 코드의 경우, 소스 코드 및 buildspec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리포지토리의 HTTPS 복제 URL입니다(예: https://git-codecommit.<regionID>.amazonaws.com/v1/repos/<repo-name>).
• Amazon S3 입력 버킷에 있는 소스 코드의 경우 다음 중 하나입니다.
•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ZIP 파일의 경로입니다(예: <bucket-name>/<path>/<objectname>.zip).
•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폴더의 경로입니다(예: <bucket-name>/<path-to-sourcecode>/<folder>/).
• GitHub 리포지토리에 있는 소스 코드의 경우, 소스 코드 및 buildspec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리포지토
리의 HTTPS 복제 URL입니다. AWS 계정을 GitHub 계정에 연결해야 합니다. AWS CodeBuild 콘솔을
사용하여 빌드 프로젝트 생성을 시작합니다. 콘솔을 사용하여 GitHub에 연결(또는 재연결)하는 경우
GitHub [애플리케이션 승인(Authorize application)] 페이지의 [조직 액세스(Organization access)]에서
AWS CodeBuild에서 액세스할 각 리포지토리 옆의 [액세스 요청(Request access)]을 선택한 후 [애플
리케이션 승인(Authorize application)]을 선택합니다. (GitHub 계정에 연결했으면 빌드 프로젝트 만들
기를 완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AWS CodeBuild 콘솔에서 나가도 됩니다.) AWS CodeBuild에서 이 연
결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source 객체에서 auth 객체의 type 값을 OAUTH로 설정합니다.
• Bitbucket 리포지토리에 있는 소스 코드의 경우, 소스 코드 및 buildspec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리포지
토리의 HTTPS 복제 URL입니다. AWS 계정을 Bitbucket 계정에 연결해야 합니다. AWS CodeBuild 콘
솔을 사용하여 빌드 프로젝트 생성을 시작합니다. 콘솔을 사용하여 Bitbucket에 연결(또는 재연결)하
면 Bitbucket [Confirm access to your account] 페이지에서 [Grant access]를 선택합니다. (Bitbucket
계정에 연결했으면 빌드 프로젝트 만들기를 완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AWS CodeBuild 콘솔에서 나가
도 됩니다.) AWS CodeBuild에서 이 연결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source 객체에서 auth 객체의 type
값을 OAUTH로 설정합니다.
Type 속성에 대해 CODEPIPELINE을 지정한 경우 이 속성은 지정하지 마십시오. 기타 모든 유형의 경우
Location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ortBuildStatus
빌드의 시작 및 완료 상태를 소스 공급자에게 보고하려면 true로 설정합니다. 이 옵션은 소스 공급자가
GitHub, GitHub Enterprise, Bitbucket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다른 소스 공급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 옵
션을 설정하면 invalidInputException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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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Identifier
이 프로젝트 소스에 대한 고유 식별자입니다. 식별자에는 영숫자 문자와 밑줄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길이
는 128자 이하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빌드할 소스 코드가 포함된 리포지토리의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BITBUCKET: 소스 코드가 Bitbucket 리포지토리에 있습니다.
• CODECOMMIT: 소스 코드가 CodeCommit 리포지토리에 있습니다.
• CODEPIPELINE: 소스 코드 설정이 CodePipeline의 파이프라인 소스 작업에 지정됩니다.
• GITHUB: 소스 코드는 GitHub 또는 GitHub Enterprise Cloud 리포지토리에 있습니다.
• GITHUB_ENTERPRISE 소스 코드는 GitHub Enterprise Server 리포지토리에 있습니다.
• NO_SOURCE: 프로젝트에 입력 소스 코드가 없습니다.
• S3: 소스 코드가 Amazon S3 버킷에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ITBUCKET | CODECOMMIT | CODEPIPELINE | GITHUB | GITHUB_ENTERPRISE |
NO_SOURCE | S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Build::Project SourceAuth
SourceAuth는 AWS CodeBuild가 빌드할 소스 코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설정을 지정하는
AWS CodeBuild Project Source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SourceAuth는 CodeBuild 콘솔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져오거나 설정하지 마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ource" : String,
"Type" : String

YAML
Resourc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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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tring

Properties
Resource
지정된 권한 부여 유형에 적용되는 리소스 값입니다.

Note
이 데이터 유형은 AWS CodeBuild 콘솔에서만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사용할 권한 부여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은 OAUTH뿐이며, OAuth 권한 부여 유형을 나타냅니다.

Note
이 데이터 유형은 AWS CodeBuild 콘솔에서만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AUTH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Build::Project VpcConfig
VpcConfig는 AWS CodeBuild가 Amazon VPC의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WS::CodeBuild::Project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Build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Virtual Private Cloud에서 AWS CodeBuild 사용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s" : [ String, ... ],
"VpcId" : String

YAML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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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Id: String

Properties
SecurityGroupIds
해당 Amazon VPC의 한 개 이상 보안 그룹 ID의 목록입니다. 최대 개수는 5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s
해당 Amazon VPC의 한 개 이상 서브넷 ID의 목록입니다. 최대 개수는 16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Id
Amazon VPC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CodeBuild API 참조의 VpcConfig

AWS::CodeBuild::Project WebhookFilter
WebhookFilter는 AWS CodeBuild 빌드를 트리거하는 webhook을 지정하는 AWS CodeBuild Project
ProjectTriggers 속성 유형 기반의 FilterGroups 속성 구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cludeMatchedPattern" : Boolean,
"Pattern" : String,
"Typ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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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ExcludeMatchedPattern: Boolean
Pattern: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ExcludeMatchedPattern
pattern이 빌드를 트리거하지 않는 웹 후크 이벤트를 결정하도록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값이 true인
경우 웹후크 이벤트는 빌드를 트리거하는 pattern을 매칭하지 않습니다. 값이 false인 경우 웹후크 이
벤트는 빌드를 트리거하는 pattern을 매칭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tern
EVENT 유형을 사용하는 WebHookFilter의 경우, 이벤트를 한 개 이상 지정하는 쉼표 구분 문자열입니
다. 예를 들어, 웹후크 필터 PUSH, PULL_REQUEST_CREATED, PULL_REQUEST_UPDATED는 모든 푸
시, 풀 요청 생성 및 풀 요청 업데이트 이벤트가 빌드를 트리거하도록 허용합니다.
다른 필터 유형을 사용하는 WebHookFilter의 경우에는 정규식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type에
HEAD_REF를 사용하고 ^refs/heads/ 패턴을 사용하는 WebHookFilter는 헤드 참조가 refs/
heads/branch-name 참조 이름을 포함하는 브랜치일 때 빌드를 트리거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웹후크 필터의 유형입니다. 웹후크 필터는 EVENT, ACTOR_ACCOUNT_ID, HEAD_REF, BASE_REF,
FILE_PATH, COMMIT_MESSAGE 등의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EVENT
웹후크 이벤트는 제공된 pattern이 PUSH, PULL_REQUEST_CREATED,
PULL_REQUEST_UPDATED, PULL_REQUEST_REOPENED 및 PULL_REQUEST_MERGED 이벤트 유형
중 하나와 일치할 때 빌드를 트리거합니다. EVENT 패턴은 쉼표 구분 문자열로 지정됩니다. 예를 들
어, PUSH, PULL_REQUEST_CREATED, PULL_REQUEST_UPDATED는 모든 푸시, 풀 요청 생성, 풀
요청 업데이트 이벤트를 필터링합니다.

Note
PULL_REQUEST_REOPENED는 GitHub 및 GitHub Enterprise에서만 작동합니다.
ACTOR_ACCOUNT_ID
GitHub, GitHub Enterprise, Bitbucket 계정 ID가 정규식 pattern과 일치하면 Webhook 이벤트가
빌드를 트리거합니다.
HEAD_REF
헤드 참조가 정규식 pattern과 일치하면 웹후크 이벤트가 빌드를 트리거합니다. 예: refs/
heads/branch-name, refs/tags/tag-name.
API 버전 2010-05-15
175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odeBuild

GitHub 및 GitHub Enterprise 푸시, GitHub 및 GitHub Enterprise 풀 요청, Bitbucket 푸시, Bitbucket
풀 요청 이벤트에서 작동합니다.
BASE_REF
베이스 참조가 정규식 pattern과 일치하면 웹후크 이벤트가 빌드를 트리거합니다. 예, refs/
heads/branch-name.

Note
풀 요청 이벤트에서만 작동합니다.
FILE_PATH
변경된 파일의 경로가 정규식 패턴 pattern과 일치하면 웹후크가 빌드를 트리거합니다.

Note
GitHub 및 Bitbucket 이벤트 푸시 및 풀 요청 이벤트와 함께 작동합니다. 또한 GitHub
Enterprise 푸시 이벤트와 함께 작동하지만 GitHub Enterprise 풀 요청 이벤트와 함께 작동
하지 않습니다.
COMMIT_MESSAGE
헤드 커밋 메시지가 정규식 pattern과 일치하면 웹후크가 빌드를 트리거합니다.

Note
GitHub 및 Bitbucket 이벤트 푸시 및 풀 요청 이벤트와 함께 작동합니다. 또한 GitHub
Enterprise 푸시 이벤트와 함께 작동하지만 GitHub Enterprise 풀 요청 이벤트와 함께 작동
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CTOR_ACCOUNT_ID | BASE_REF | COMMIT_MESSAGE | EVENT | FILE_PATH |
HEAD_REF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Build::ReportGroup
보고서 그룹을 나타냅니다. 보고서 그룹에는 보고서 모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deBuild::ReportGroup",
"Properties" : {
"DeleteReports" : Boolean,
"ExportConfig" : ReportExportConfig (p. 1760),
"Name" : String,
"Tags" : [ Tag, ... ],
"Type" :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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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CodeBuild::ReportGroup
Properties:
DeleteReports: Boolean
ExportConfig:
ReportExportConfig (p. 1760)
Name: String
Tags:
- Tag
Type: String

Properties
DeleteReports
보고서 그룹을 삭제할 때 보고서 그룹 내의 보고서를 삭제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true
보고서 그룹을 삭제하기 전에 보고서 그룹에 속한 보고서를 모두 삭제합니다.
false
보고서 그룹에서 보고서를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하나 이상의 보고서가 포함
된 보고서 그룹을 삭제하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portConfig
이 ReportGroup의 원시 데이터가 내보내지는 대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예
Type: ReportExportConfig (p. 17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ReportGroup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
Maximum: 12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이 보고서 그룹과 연결된 태그 키 및 값 페어의 목록입니다.
이러한 태그는 AWS CodeBuild 보고서 그룹 태그를 지원하는 AWS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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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ReportGroup의 유형입니다. 다음 값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CODE_COVERAGE
보고서 그룹에는 코드 적용 범위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테스트
보고서 그룹에는 테스트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DE_COVERAGE | TES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입력하면 Ref는 AWS CodeBuild 보고서 그룹의 ARN(예:
arn:aws:codebuild:region:123456789012:report-group/myReportGroupName)을 반환합니
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세요.
Arn
AWS CodeBuild 보고서 그룹의 ARN입니다(예:
arn:aws:codebuild:region:123456789012:report-group/myReportGroupName).

AWS::CodeBuild::ReportGroup ReportExportConfig
보고서 실행을 내보내는 위치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portConfigType" : String,
"S3Destination" : S3ReportExportConfig (p. 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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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ExportConfigType: String
S3Destination:
S3ReportExportConfig (p. 1761)

Properties
ExportConfigType
내보내기 구성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S3: 보고서 결과를 S3 버킷으로 내보냅니다.
• NO_EXPORT: 보고서 결과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_EXPORT | S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Destination
보고서 실행을 내보내는 S3 버킷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S3ReportExportConfig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ReportExportConfig (p. 176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Build::ReportGroup S3ReportExportConfig
보고서의 원시 데이터를 내보내는 S3 버킷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 : String,
"BucketOwner" : String,
"EncryptionDisabled" : Boolean,
"EncryptionKey" : String,
"Packaging" : String,
"Path" : String

YAML
Bucket: String
BucketOwner: String
EncryptionDisabled: Boolean
EncryptionKey: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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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String
Path: String

Properties
Bucket
보고서의 원시 데이터를 내보내는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cketOwner
Amazon S3 버킷 소유자의 AWS 계정 식별자입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여 빌드를 실행하는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이 소유한 Amazon S3 버킷으로 보고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ionDisabled
보고서 결과가 암호화되는지 여부를 지정하는 부울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ionKey
보고서의 암호화된 원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ckaging
생성하려는 빌드 출력 아티팩트의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NONE: CodeBuild가 출력 버킷에서 원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는 패키징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
본값입니다.
• ZIP: CodeBuild는 출력 버킷에 원시 데이터가 포함된 ZIP 파일을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NE | ZI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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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내보낸 보고서의 원시 데이터 결과에 대한 경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Build::SourceCredential
GitHub, GitHub Enterprise 또는 Bitbucket 리포지토리의 자격 증명에 대한 정보입니다. AWS Secrets
Manager를 사용해 자격 증명을 저장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Secrets Manager를 사용하는 경우 Secrets
Manager에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적 참조를 사용하여 템플릿 값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보안을 위해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일반 텍스트를 사용해 자격 증명을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deBuild::SourceCredential",
"Properties" : {
"AuthType" : String,
"ServerType" : String,
"Token" : String,
"Username" : String
}

YAML
Type: AWS::CodeBuild::SourceCredential
Properties:
AuthType: String
ServerType: String
Token: String
Username: String

Properties
AuthType
자격 증명이 사용하는 인증의 유형입니다. 유효한 옵션은 OAUTH, BASIC_AUTH 또는
PERSONAL_ACCESS_TOKE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ASIC_AUTH | OAUTH | PERSONAL_ACCESS_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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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erType
소스 공급자의 유형입니다. 유효한 옵션은 GITHUB, GITHUB_ENTERPRISE 또는 BITBUCKET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ITBUCKET | GITHUB | GITHUB_ENTERPRIS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oken
GitHub 또는 GitHub Enterprise에서는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말합니다. Bitbucket의 경우에는 앱 암호입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
authType이 BASIC_AUTH일 경우 Bitbucket 사용자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다른 유형의 소스 공급
자 또는 연결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AWS Secrets Manager를 사용하여 Bitbucket 소스 자격 증명 생성
YAML
CodeBuildSourceCredential:
Type: 'AWS::CodeBuild::SourceCredential'
Properties:
Token: '{{resolve:secretsmanager:bitbucket:SecretString:token}}'
ServerType: BITBUCKET
Username: '{{resolve:secretsmanager:bitbucket:SecretString:username}}'
AuthType: BASIC_AUTH

JSON
{

"CodeBuildSourceCredential": {
"Type": "AWS::CodeBuild::SourceCredential",
"Properties": {
"Token": "{{resolve:secretsmanager:bitbucket:SecretString:token}}",
"ServerType": "BIT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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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Username": "{{resolve:secretsmanager:bitbucket:SecretString:username}}",
"AuthType": "BASIC_AUTH"

AWS Secrets Manager를 사용하여 GitHub Enterprise 소스 자격 증명 생성
YAML
Resources:
CodeBuildSourceCredential:
Type: 'AWS::CodeBuild::SourceCredential'
Properties:
Token: '{{resolve:secretsmanager:github_enterprise:SecretString:token}}'
ServerType: GITHUB_ENTERPRISE
AuthType: PERSONAL_ACCESS_TOKEN

JSON
{

}

"Resources": {
"CodeBuildSourceCredential": {
"Type": "AWS::CodeBuild::SourceCredential",
"Properties": {
"Token": "{{resolve:secretsmanager:github_enterprise:SecretString:token}}",
"ServerType": "GITHUB_ENTERPRISE",
"AuthType": "PERSONAL_ACCESS_TOKEN"
}
}
}

AWS Secrets Manager를 사용하여 GitHub 소스 자격 증명 생성
YAML
Resources:
CodeBuildSourceCredential:
Type: 'AWS::CodeBuild::SourceCredential'
Properties:
Token: '{{resolve:secretsmanager:github:SecretString:token}}'
ServerType: GITHUB
AuthType: PERSONAL_ACCESS_TOKEN

JSON
{

}

"Resources": {
"CodeBuildSourceCredential": {
"Type": "AWS::CodeBuild::SourceCredential",
"Properties": {
"Token": "{{resolve:secretsmanager:github:SecretString:token}}",
"ServerType": "GITHUB",
"AuthType": "PERSONAL_ACCESS_TOKE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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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bucket에 대한 원본 자격 증명 가져오기
YAML
Resources:
MySourceCreds:
Type: 'AWS::CodeBuild::SourceCredential'
Properties:
Token: '{{resolve:secretsmanager:bitbucket:SecretString:token}}'
ServerType: BITBUCKET
Username: '{{resolve:secretsmanager:bitbucket:SecretString:username}}'
AuthType: BASIC_AUTH
My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Name: myProjectName
Description: A description about my project
ServiceRole: testServiceRoleArn
Artifacts:
Type: NO_ARTIFACTS
Environment:
Type: LINUX_CONTAINER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5.0'
Source:
Type: BITBUCKET
Location: 'your-bitbucket-repo-url'
DependsOn: MySourceCreds

JSON
{

"Resources": {
"MySourceCreds": {
"Type": "AWS::CodeBuild::SourceCredential",
"Properties": {
"Token": "{{resolve:secretsmanager:bitbucket:SecretString:token}}",
"ServerType": "BITBUCKET",
"Username": "{{resolve:secretsmanager:bitbucket:SecretString:username}}",
"AuthType": "BASIC_AUTH"
}
},
"MyProject": {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
"Name": "myProjectName",
"Description": "A description about my project",
"ServiceRole": "testServiceRoleAr",
"Artifacts": {
"Type": "NO_ARTIFACTS"
},
"Environment": {
"Type": "LINUX_CONTAINER",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5.0"
},
"Source": {
"Type": "BITBUCKET",
"Location": "your-bitbucket-repo-url"
}
},
"DependsOn": "MySourceCred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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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hub에 대한 원본 자격 증명 가져오기
YAML
Resources:
MySourceCreds:
Type: 'AWS::CodeBuild::SourceCredential'
Properties:
Token: '{{resolve:secretsmanager:github:SecretString:token}}'
ServerType: GITHUB
AuthType: PERSONAL_ACCESS_TOKEN
My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Name: myProjectName
Description: A description about my project
ServiceRole: testServiceRoleArn
Artifacts:
Type: NO_ARTIFACTS
Environment:
Type: LINUX_CONTAINER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5.0'
Source:
Type: GITHUB
Location: 'your-github-repo-url'
DependsOn: MySourceCreds

JSON
{

"Resources": {
"MySourceCreds": {
"Type": "AWS::CodeBuild::SourceCredential",
"Properties": {
"Token": "{{resolve:secretsmanager:github:SecretString:token}}",
"ServerType": "GITHUB",
"AuthType": "PERSONAL_ACCESS_TOKEN"
}
},
"MyProject": {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
"Name": "myProjectName",
"Description": "A description about my project",
"ServiceRole": "testServiceRoleArn",
"Artifacts": {
"Type": "NO_ARTIFACTS"
},
"Environment": {
"Type": "LINUX_CONTAINER",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5.0"
},
"Source": {
"Type": "GITHUB",
"Location": "your-github-repo-url"
}
},
"DependsOn": "MySourceCre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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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WS CodeCommit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odeCommit::Repository (p. 1768)

AWS::CodeCommit::Repository
비어 있는 새로운 리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deCommit::Repository",
"Properties" : {
"Code" : Code (p. 1772),
"RepositoryDescription" : String,
"RepositoryName" : String,
"Tags" : [ Tag, ... ],
"Triggers" : [ RepositoryTrigger (p. 1772), ... ]
}

YAML
Type: AWS::CodeCommit::Repository
Properties:
Code:
Code (p. 1772)
RepositoryDescription: String
RepositoryName: String
Tags:
- Tag
Triggers:
- RepositoryTrigger (p. 1772)

Properties
Code
AWS CloudFormation 스택에서 생성된 후 리포지토리에 커밋될 코드에 대한 정보입니다. 코드에 대한
정보는 리소스 생성에만 사용됩니다. 초기 리소스 생성 후 코드 속성에 대한 변경 사항은 스택 업데이트
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Note
생성 시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 리포지토리를 생성할 때만 이 속성을 사용하
면 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은 기존 리포지토리에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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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코드 (p. 177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ositoryDescription
새 리포지토리에 대한 주석 또는 설명입니다.

Note
리포지토리의 설명 필드에는 모든 HTML 문자와 유효한 Unicode 문자를 모두 입력할 수 있습니
다. 설명을 HTML 인코딩하지 않고 웹 페이지에 표시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에게 악성 코
드를 노출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 API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에 리포지토리 설명을 표시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설명 필드는 반드시 HTML 인코딩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ositoryName
생성할 새 리포지토리의 이름입니다.

Note
리포지토리 이름은 호출 AWS 계정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리포지토리 이름은 100자의 영숫자,
대시 및 밑줄 문자로 제한되며, 특정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리포지토리 이름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deCommit 사용 설명서에서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접미사 .git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리포지토리에 태그를 지정할 때 사용할 하나 이상의 태그 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iggers
각 트리거에 대한 구성 정보의 JSON 블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positoryTrigger (p. 1772)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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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입력하면 Ref는 해당 리포지토리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전달할 경우 함수는 리포지토리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CloneUrlHttp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전달할 경우 함수는 HTTPS를 통해 리포지토리를 복제하는 데 사용할 URL을
반환합니다.
CloneUrlSsh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전달할 경우 함수는 SSH를 통해 리포지토리를 복제하는 데 사용할 URL을 반
환합니다.
Name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전달할 경우 함수는 리포지토리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제
다음 예제는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CodeCommit 리포지토리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
다.

예
다음 예제에서는 MyDemoRepo라는 CodeCommit 리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새로 생성된 리포지토리는
MySourceCodeBucket이라는 Amazon S3 버킷에 저장된 코드로 채워지고 해당 리포지토리의 기본 브랜치인
development라는 분기에 배치됩니다.

JSON
{

"MyRepo": {
"Type": "AWS::CodeCommit::Repository",
"Properties": {
"RepositoryName": "MyDemoRepo",
"RepositoryDescription": "This is a repository for my project with code from
MySourceCodeBucket.",
"Code": {
"BranchName": "development",
"S3": {
"Bucket": "MySourceCodeBucket",
"Keya": "MyKey",
"ObjectVersion":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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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MyRepo:
Type: AWS::CodeCommit::Repository
Properties:
RepositoryName: MyDemoRepo
RepositoryDescription: This is a repository for my project with code from
MySourceCodeBucket.
Code:
BranchName: development
S3:
Bucket: MySourceCodeBucket,
Key: MyKey,
ObjectVersion: 1

예
다음 예제에서는 development 브랜치의 모든 이벤트에 대한 트리거를 사용하여 CodeCommit 리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JSON
{

}

"MyRepo": {
"Type": "AWS: : CodeCommit: : Repository",
"Properties": {
"RepositoryName": "MyRepoName",
"RepositoryDescription": "a description",
"Triggers": [
{
"Name": "MyTrigger",
"CustomData": "Project ID 12345",
"DestinationArn": {
"Ref": "SNSarn"
},
"Branches": [
"development"
],
"Events": [
"all"
]
}
]
}
}

YAML
MyRepo:
Type: AWS::CodeCommit::Repository
Properties:
RepositoryName: MyRepoName
RepositoryDescription: a description
Triggers:
- Name: MyTr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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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Data: Project ID 12345
DestinationArn:
Ref: SNSarn
Branches:
- development
Events:
- all

AWS::CodeCommit::Repository Code
커밋될 코드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ranchName" : String,
"S3" : S3 (p. 1774)

YAML
BranchName: String
S3:
S3 (p. 1774)

Properties
BranchName
선택. 초기 생성 시 코드를 리포지토리로 가져올 때 기본 분기로 사용할 분기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속
성을 설정하지 않으면 리포지토리의 기본 분기에 main이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초기 리소스 생성 후
이 속성에 대한 변경 사항은 무시됩니다. 다른 이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 파라미터를 사용해 이름을
main으로 설정하여 CodeCommit의 기본 동작과 정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
리포지토리에 커밋될 코드의 ZIP 파일이 포함된 Amazon S3 버킷에 대한 정보입니다. 초기 리소스 생성
후 이 속성에 대한 변경 사항은 무시됩니다.
Required: 예
Type: S3 (p. 177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Commit::Repository RepositoryTrigger
리포지토리의 트리거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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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리포지토리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받으려면 트리거 대신 알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리포지토리 이벤트에 대한 알림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ranches" : [ String, ... ],
"CustomData" : String,
"DestinationArn" : String,
"Events" : [ String, ... ],
"Name" : String

YAML
Branches:
- String
CustomData: String
DestinationArn: String
Events:
-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Branches
트리거 구성에 포함될 분기입니다. 빈 배열을 지정할 경우 모든 분기에 트리거가 적용됩니다.

Note
배열에 내용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배열 자체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Data
트리거 대상에 전송되는 정보에 포함될 트리거와 연결된 사용자 지정 데이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Arn
트리거의 대상인 리소스의 ARN(예: Amazon SNS에 있는 주제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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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s
트리거가 다른 서비스에서 작업을 실행하게 하는 리포지토리 이벤트(예: Amazon SNS를 통해 알림 보
내기)입니다.

Note
유효한 값인 "all"은 다른 값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트리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Commit::Repository S3
새 리포지토리에 커밋될 코드가 포함된 Amazon S3 버킷에 대한 정보입니다. 초기 리소스 생성 후 이 속성에
대한 변경 사항은 무시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 : String,
"Key" : String,
"ObjectVersion" : String

YAML
Bucket: String
Key: String
ObjectVersion: String

Properties
Bucket
새 리포지토리에 커밋될 콘텐츠의 ZIP 파일이 포함된 Amazon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이는 ARN 또는
AWS 계정의 버킷 이름을 사용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리소스 생성 후 이 속성에 대한 변경 사항
은 무시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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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
Amazon S3 버킷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키입니다. 초기 리소스 생성 후 이 속성에 대한 변경 사항은 무
시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bjectVersion
Amazon S3 버킷에 버전 관리가 사용된 경우 ZIP 파일의 객체 버전입니다. 초기 리소스 생성 후 이 속성
에 대한 변경 사항은 무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CodeDeploy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odeDeploy::Application (p. 1775)
•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p. 1777)
•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p. 1783)

AWS::CodeDeploy::Application
AWS::CodeDeploy::Application 리소스는 AWS CodeDeploy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에서 애플
리케이션은 배포 중에 개정, 배포 구성 및 배포 그룹의 올바른 조합을 참조하는 컨테이너로 작동하는 이름입
니다.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CodeDeploy 개발 그
룹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Deploy 사용 설명서에서 CodeDeploy 배포를 참조하세
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deDeploy::Application",
"Properties" : {
"ApplicationName" : String,
"ComputePlatform"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CodeDeploy::Application

API 버전 2010-05-15
177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odeDeploy
Properties:
ApplicationName: String
ComputePlatform: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pplicationName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고유한 물리적 ID
를 생성한 후 애플리케이션 이름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Note
ApplicationName에 대한 업데이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mputePlatform
CodeDeploy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CS | Lambda | Server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애플리케이션을 구성 및 범주화를 위해 CodeDeploy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메타데이터입니다. 각 태
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AWS::CodeDeploy::Application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Ref 내장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는 애플리케
이션 이름(예: myapplication-a123d0d1)을 반환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십시오.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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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da 컴퓨팅 플랫폼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지정
다음 예제에서는 Lambda 컴퓨팅 플랫폼으로 CodeDeploy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합니다.

JSON
"CodeDeployApplication": { "Type": "AWS::CodeDeploy::Application",
"Properties": { "ComputePlatform": "Lambda" } }

YAML
CodeDeployApplication: Type: AWS::CodeDeploy::Application Properties:
ComputePlatform: Lambda

Server 컴퓨팅 플랫폼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지정
다음 예제에서는 Server 컴퓨팅 플랫폼으로 CodeDeploy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JSON
"CodeDeployApplication": { "Type": "AWS::CodeDeploy::Application",
"Properties": { "ComputePlatform": "Server" } }

YAML
CodeDeployApplication: Type: AWS::CodeDeploy::Application Properties:
ComputePlatform: Server

참고 항목
• 배포 구성 및 애플리케이션 개정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및
AWS::CodeDeploy::DeploymentGroup을 참조하십시오.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리소스는 배포 중 AWS CodeDeploy에서 사용할 배포 규칙, 배
포 성공 조건 및 배포 실패 조건 세트를 생성합니다. 배포 구성은 MinimumHealthyHosts 값을 사용해 배포
의 모든 시점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는 인스턴스 수 또는 비율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Properties" : {
"ComputePlatform" : String,
"DeploymentConfigName" : String,
"MinimumHealthyHosts" : MinimumHealthyHosts (p. 1779),
"TrafficRoutingConfig" : TrafficRoutingConfig (p. 1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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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Properties:
ComputePlatform: String
DeploymentConfigName: String
MinimumHealthyHosts:
MinimumHealthyHosts (p. 1779)
TrafficRoutingConfig:
TrafficRoutingConfig (p. 1782)

Properties
ComputePlatform
배포의 대상 플랫폼 유형입니다(Lambda, Server 또는 ECS).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CS | Lambda | Server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ploymentConfigName
배포 구성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 고유한 물리적 ID를 생성
하여 배포 구성 이름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
의 또는 전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바꿔야 한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inimumHealthyHosts
배포 중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최소 정상 인스턴스 수입니다. 유형 및 값 입력에 두 개의 파라
미터가 필요합니다.
유형 파라미터는 다음 값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HOST_COUNT: 값 파라미터는 정상 인스턴스 최소 수를 절대값으로 나타냅니다.
• FLEET_PERCENT: 값 파라미터는 배포에 있는 전체 인스턴스 수에 대해 정상 인스턴스 최소 수를 백
분율로 나타냅니다. 배포 시작 시 FLEET_PERCENT를 지정할 경우 AWS CodeDeploy는 이 백분율을
해당 인스턴스 수로 변환하고 분수 인스턴스를 반올림합니다.
값 파라미터는 정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인스턴스의 최소 95%로 설정하려면 유형을 FLEET_PERCENT로, 값을 95로 지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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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스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deDeploy 사용 설명서에서 CodeDeploy 인스턴스 상태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MinimumHealthyHosts (p. 177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rafficRoutingConfig
배포 트래픽의 경로 지정 방법을 지정하는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rafficRoutingConfig (p. 178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는 배
포 구성 이름을 반환합니다(예: mydeploymentconfig-a123d0d1).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예제
최소 정상 호스트 수 지정
다음 예제에서는 플릿의 최소 75%가 정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네 개의 인스턴스로 구성된 플릿이 있는
경우 배포는 한 번에 하나의 인스턴스를 진행합니다.

JSON
"TwentyFivePercentAtATime" : { "Type" :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Properties" : { "MinimumHealthyHosts" :
{ "Type" :
"FLEET_PERCENT", "Value" : 75 } } }

YAML
TwentyFivePercentAtATime: Type: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Properties: MinimumHealthyHosts: Type: "FLEET_PERCENT" Value: 75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MinimumHealthyHosts
MinimumHealthyHosts는 AWS CodeDeploy 배포 중 정상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인스턴스 수를 정의하는
DeploymentConfig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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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String,
"Value" : Integer

YAML
Type: String
Value: Integer

Properties
Type
최소 정상 인스턴스 유형:
• HOST_COUNT: 정상 인스턴스의 최소 수(절대값).
• FLEET_PERCENT: 정상 인스턴스의 최소 수(배포의 총 인스턴스 수에 대한 백분율).
인스턴스가 9개일 때 HOST_COUNT가 6이면 한 번에 최대 3개의 인스턴스를 배포합니다. 6개
이상의 인스턴스가 성공적으로 배포되면 배포가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포가 실패합니다.
FLEET_PERCENT을 40으로 지정할 경우 한 번에 최대 5개의 인스턴스를 배포합니다. 4개 이상의 인스
턴스가 성공적으로 배포되면 배포가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포가 실패합니다.

Note
GetDeploymentConfig에 대한 호출에서 CodeDeployDefault.OneAtATime은
MOST_CONCURRENCY의 최소 정상 인스턴스 유형을 반환하고 값은 1입니다. 즉, 한 번에 한
개의 인스턴스만 배포합니다. (유형은 MOST_CONCURRENCY가 아닌 HOST_COUNT 또는
FLEET_PERCENT로만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CodeDeployDefault.OneAtATime에 따라 AWS
CodeDeploy는 배포 중 한 인스턴스를 제외한 모든 인스턴스가 정상 상태로 유지되도록 시도합
니다. 이를 통해 한 번에 한 인스턴스를 새 배포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마지막
인스턴스에 대한 배포가 실패하더라도 전체 배포는 성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Deploy 사용 설명서에서 AWS CodeDeploy 인스턴스 상태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LEET_PERCENT | HOST_COU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최소 정상 인스턴스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TimeBasedCanary
Lambda 함수 또는 Amazon ECS 태스크 세트의 한 버전에서 다른 버전으로 트래픽을 2씩 증분하여 이동하
는 구성입니다. 원본 및 대상 Lambda 함수 버전 또는 ECS 태스크 세트는 배포의 AppSpec 파일에 지정됩니
다.
API 버전 2010-05-15
178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odeDeploy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naryInterval" : Integer,
"CanaryPercentage" : Integer

YAML
CanaryInterval: Integer
CanaryPercentage: Integer

Properties
CanaryInterval
TimeBasedCanary 배포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트래픽 이동 사이의 시간(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naryPercentage
TimeBasedCanary 배포의 첫 번째 증분에서 이동할 트래픽의 비율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TimeBasedLinear
동일한 증분(각 증분 사이에 동일한 시간(분) 지정)을 사용하여 Lambda 함수 또는 ECS 태스크 세트의 한 버
전에서 다른 버전으로 트래픽을 이동하는 구성입니다. 원본 및 대상 Lambda 함수 버전 또는 ECS 태스크 세
트는 배포의 AppSpec 파일에 지정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inearInterval" : Integer,
"LinearPercentage" : Integer

YAML
LinearInterval: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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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Percentage: Integer

Properties
LinearInterval
TimeBasedLinear 배포의 각 증분 트래픽 이동 사이의 시간(분)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nearPercentage
TimeBasedLinear 배포의 각 증분이 시작될 때 이동되는 트래픽의 비율.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TrafficRoutingConfig
AWS Lambda 배포 중에 Lambda 함수의 한 버전에서 다른 버전으로 또는 Amazon ECS 배포 중에 Amazon
ECS의 한 태스크 세트에서 다른 태스크 세트로 트래픽이 이동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imeBasedCanary" : TimeBasedCanary (p. 1780),
"TimeBasedLinear" : TimeBasedLinear (p. 1781),
"Type" : String

YAML
TimeBasedCanary:
TimeBasedCanary (p. 1780)
TimeBasedLinear:
TimeBasedLinear (p. 1781)
Type: String

Properties
TimeBasedCanary
Lambda 함수 또는 ECS 태스크 세트의 한 버전에서 다른 버전으로 트래픽을 2씩 증분하여 이동하는 구
성입니다. 원본 및 대상 Lambda 함수 버전 또는 ECS 태스크 세트는 배포의 AppSpec 파일에 지정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TimeBasedCanary (p.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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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BasedLinear
동일한 증분(각 증분 사이에 동일한 시간(분) 지정)을 사용하여 Lambda 함수 또는 Amazon ECS 태스크
세트의 한 버전에서 다른 버전으로 트래픽을 이동하는 구성입니다. 원본 및 대상 Lambda 함수 버전 또
는 Amazon ECS 태스크 세트는 배포의 AppSpec 파일에 지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imeBasedLinear (p. 178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배포 구성에 사용되는 트래픽 이동 유형(TimeBasedCanary 또는 TimeBasedLinear)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AtOnce | TimeBasedCanary | TimeBasedLinear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리소스는 다른 배포 옵션과 함께 애플리케이션 개정을 배포할
인스턴스를 지정하는 AWS CodeDeploy 배포 그룹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odeDeploy API 참조에서
CreateDeploymentGroup을 참조하세요.

Note
CodeDeploy를 통한 Amazon ECS 블루/그린 배포에는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리소스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Amazon ECS 블루/그린 배포를 수행하려면
AWS::CodeDeploy::BlueGreen 후크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에서
CodeDeploy를 통해 Amazon ECS 블루/그린 배포 수행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Properties" : {
"AlarmConfiguration" : AlarmConfiguration (p. 1798),
"ApplicationName" : String,
"AutoRollbackConfiguration" : AutoRollbackConfiguration (p. 1799),
"AutoScalingGroups" : [ String, ... ],
"BlueGreenDeploymentConfiguration" : BlueGreenDeploymentConfiguration (p. 1800),
"Deployment" : Deployment (p. 1802),
"DeploymentConfigName" : String,
"DeploymentGroupName" : String,
"DeploymentStyle" : DeploymentStyle (p. 1804),
"Ec2TagFilters" : [ EC2TagFilter (p. 1805), ... ],
"Ec2TagSet" : EC2TagSet (p. 1806),
"ECSServices" : [ ECSService (p. 1808), ... ],
"LoadBalancerInfo" : LoadBalancerInfo (p.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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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PremisesInstanceTagFilters" : [ TagFilter (p. 1816), ... ],
"OnPremisesTagSet" : OnPremisesTagSet (p. 1812),
"ServiceRoleArn" : String,
"TriggerConfigurations" : [ TriggerConfig (p. 1818), ... ]

YAML
Type: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Properties:
AlarmConfiguration:
AlarmConfiguration (p. 1798)
ApplicationName: String
AutoRollbackConfiguration:
AutoRollbackConfiguration (p. 1799)
AutoScalingGroups:
- String
BlueGreenDeploymentConfiguration:
BlueGreenDeploymentConfiguration (p. 1800)
Deployment:
Deployment (p. 1802)
DeploymentConfigName: String
DeploymentGroupName: String
DeploymentStyle:
DeploymentStyle (p. 1804)
Ec2TagFilters:
- EC2TagFilter (p. 1805)
Ec2TagSet:
EC2TagSet (p. 1806)
ECSServices:
- ECSService (p. 1808)
LoadBalancerInfo:
LoadBalancerInfo (p. 1811)
OnPremisesInstanceTagFilters:
- TagFilter (p. 1816)
OnPremisesTagSet:
OnPremisesTagSet (p. 1812)
ServiceRoleArn: String
TriggerConfigurations:
- TriggerConfig (p. 1818)

Properties
AlarmConfiguration
배포 그룹과 연결된 Amazon CloudWatch 경보에 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larmConfiguration (p. 179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plicationName
이 배포 그룹과 연결할 기존 CodeDeploy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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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utoRollbackConfiguration
배포 그룹과 연결된 자동 롤백 구성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속성을 지정한 경우 Deployment 속성을 지
정하지 마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AutoRollbackConfiguration (p. 17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oScalingGroups
새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CodeDeploy에서 개정을 자동으로 배포하는 연결된 Auto Scaling 그룹의 목록
입니다. 중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lueGreenDeploymentConfiguration
배포 그룹의 블루/그린 배포 옵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lueGreenDeploymentConfiguration (p. 18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ployment
이 배포 그룹에 배포할 애플리케이션 개정입니다. 이 속성을 지정하는 경우 프로비저닝 프
로세스가 완료되면 즉시 대상 애플리케이션 개정이 배포됩니다. 이 속성을 지정한 경우
AutoRollbackConfiguration 속성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Deployment (p. 18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ploymentConfigName
배포 구성 이름 또는 미리 정의된 구성 이름입니다. 미리 정의된 구성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개정을
한 번에 하나의 인스턴스에 배포하거나(CodeDeployDefault.OneAtATime), 한 번에 절반의 인스턴
스에 배포하거나(CodeDeployDefault.HalfAtATime), 한 번에 모든 인스턴스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CodeDeployDefault.AllAtOnce). 자세한 내용과 유효한 값은 AWS CodeDeploy 사용 설명서에서
배포 구성 작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178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odeDeploy

DeploymentGroupName
배포 그룹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 고유의 물리적 ID를 생성
하여 배포 그룹 이름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
의 또는 전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바꿔야 한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ploymentStyle
실행할 배포 유형과 로드 밸런서 뒤에 배포 트래픽을 라우팅할지 결정하는 속성입니다.
블루/그린 배포 유형으로 이 속성을 지정한 경우, AutoScalingGroups, LoadBalancerInfo 또는
Deployment 속성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Note
AWS CloudFormation은 Lambda 컴퓨팅 플랫폼에서만 블루/그린 배포를 지원합니다.
AWS::CodeDeploy::BlueGreen 후크를 사용하여 Amazon ECS 블루/그린 배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에서 CodeDeploy를 통해 Amazon ECS 블
루/그린 배포 수행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DeploymentStyle (p. 180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c2TagFilters
배포 그룹에 포함하고자 하는 Amazon EC2 인스턴스에 이미 적용된 Amazon EC2 태그입니다.
CodeDeploy에서는 이 배포 그룹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모든 태그에 의해 식별되는 모든 Amazon EC2
인스턴스를 포함합니다. 중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C2TagFilters 또는 Ec2TagSet을 지정할 수 있지만 둘 다 함께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C2TagFilter (p. 180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c2TagSet
Amazon EC2 인스턴스에 적용되는 태그 그룹에 대한 정보입니다. 배포 그룹에는 모든 태그 그룹이 식별
한 Amazon EC2 인스턴스만 포함됩니다. ec2TagFilter와 동일한 호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C2TagSet (p. 180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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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SServices
배포 그룹의 대상 Amazon ECS 서비스입니다. Amazon ECS 컴퓨팅 플랫폼을 사용하는 배포 그룹에
만 적용됩니다. 대상 Amazon ECS 서비스는 <clustername>:<servicename> 형식을 사용하여
Amazon ECS 클러스터 및 서비스 이름 페어로 지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CSService (p. 180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adBalancerInfo
배포에 사용할 로드 밸런서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Deploy 사용 설명서에서
CodeDeploy과 Elastic Load Balancing 통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LoadBalancerInfo (p. 18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nPremisesInstanceTagFilters
배포 그룹에 포함하고자 하는 온프레미스 인스턴스에 이미 적용된 온프레미스 인스턴스입니다.
CodeDeploy에서는 이 배포 그룹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모든 태그에 의해 식별되는 모든 온프레미스 인
스턴스를 포함합니다. CodeDeploy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인스턴스를 등록하려면 AWS CodeDeploy
사용 설명서에서 CodeDeploy용 온프레미스 인스턴스 작업을 참조하세요. 중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OnPremisesInstanceTagFilters 또는 OnPremisesInstanceTagSet을 지정할 수 있지만 둘 다
함께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Filter (p. 181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nPremisesTagSet
온프레미스 인스턴스에 적용된 태그 그룹에 대한 정보입니다. 배포 그룹에는 모든 태그 그룹이 식별한
온프레미스 인스턴스만 포함됩니다.
OnPremisesInstanceTagFilters 또는 OnPremisesInstanceTagSet을 지정할 수 있지만 둘 다
함께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nPremisesTagSet (p. 18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RoleArn
CodeDeploy에 사용자를 대신하여 AWS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서비스 역
할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Deploy 사용 설명서에서 AWS
CodeDeploy에 대한 서비스 역할 생성을 참조하세요.

Note
서비스 역할 정책에 대한 종속성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ependsOn
속성의 IAM 역할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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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iggerConfigurations
배포 그룹과 연결된 트리거에 대한 정보입니다. 중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riggerConfig (p. 181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는 전
송 배포 그룹 이름(예: mydeploymentgroup-a123d0d1)을 반환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예제
GitHub의 개정
다음 예에서는 Auto Scaling 그룹에 연결할 배포 그룹을 생성하고 GitHub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애플리케이
션 개정을 사용합니다. 리포지토리 정보를 입력 파라미터로 지정합니다.

JSON
"DeploymentGroup" : { "Type" :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Properties" : { "ApplicationName" : {"Ref" : "ApplicationName"},
"AutoScalingGroups" : [
{"Ref" : "CodeDeployAutoScalingGroups" } ], "Deployment" : { "Description" : "A
sample
deployment", "IgnoreApplicationStopFailures" : "true", "Revision" :
{ "RevisionType" :
"GitHub", "GitHubLocation" : { "CommitId" : {"Ref" : "CommitId"}, "Repository" :
{"Ref" :
"Repository"} } } }, "ServiceRoleArn" : { "Fn::GetAtt" : [ "RoleArn", "Arn" ] } }
}

YAML
DeploymentGroup: Type: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ApplicationName" AutoScalingGroups: - Ref:
CodeDeployAutoScalingGroups Deployment: Description: "A sample deployment"
IgnoreApplicationStopFailures: true Revision: RevisionType: GitHub GitHubLocation:
CommitId:
Ref: CommitId Repository: Ref: Repository ServiceRoleArn: Fn::GetAtt: [ RoleArn,
Arn
]

Amazon EC2 인스턴스 연결
다음 예에서는 인스턴스 태그를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를 배포 그룹에 연결할 배포 그룹을 생성합
니다. 배포 그룹에서는 Amazon S3 버킷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개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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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DeploymentGroup" : { "Type" :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Properties" : { "ApplicationName" : {"Ref" : "Application"}, "Deployment" :
{ "Description"
: "First time", "IgnoreApplicationStopFailures" : "true", "Revision" :
{ "RevisionType" :
"S3", "S3Location" : { "Bucket" : {"Ref" : "Bucket"}, "Key" : {"Ref" : "Key"},
"BundleType"
: "Zip", "ETag" : {"Ref" : "ETag"}, "Version" : {"Ref" : "Version"} } } },
"Ec2TagFilters" :
[{ "Key" : {"Ref" : "TagKey"}, "Value" : {"Ref" : "TagValue"}, "Type" :
"KEY_AND_VALUE" }],
"ServiceRoleArn" : { "Fn::GetAtt" : [ "RoleArn", "Arn" ] } } }

YAML
DeploymentGroup: Type: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Application" Deployment: Description: "First time"
IgnoreApplicationStopFailures: true Revision: RevisionType: S3 S3Location: Bucket:
Ref:
Bucket Key: Ref: Key BundleType: Zip ETag: Ref: ETag Version: Ref: Version
Ec2TagFilters: Key: Ref: TagKey Value: Ref: TagValue Type: "KEY_AND_VALUE" ServiceRoleArn:
Fn::GetAtt: [
RoleArn, Arn ]

배포 스타일
다음은 BLUE_GREEN 배포 유형을 사용하여 배포 그룹을 생성하는 예제입니다.

JSON
"CodeDeployDeploymentGroup": { "Type":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Properties": { "ApplicationName": { "Ref":
"CodeDeployApplication" }, "DeploymentConfigName":
"CodeDeployDefault.LambdaCanary10Percent5Minutes", "DeploymentStyle":
{ "DeploymentType":
"BLUE_GREEN", "DeploymentOption": "WITH_TRAFFIC_CONTROL" }, "ServiceRoleArn": {
"Fn::GetAtt": [ "CodeDeployServiceRole", "Arn" ] } } }

YAML
CodeDeployDeploymentGroup: Type: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CodeDeployApplication DeploymentConfigName:
CodeDeployDefault.LambdaCanary10Percent5Minutes DeploymentStyle: DeploymentType:
BLUE_GREEN
DeploymentOption: WITH_TRAFFIC_CONTROL ServiceRoleArn: !GetAtt
CodeDeployServiceRole.Arn

경보 및 트리거
다음 예제는 배포 그룹을 위한 결제 경보 및 알림 트리거를 구성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EC2TagKey0": { "Type": "String", "Default": "ec2TagKey0" }, "EC2TagValue0":
{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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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 "Default": "ec2TagValue0" }, "EC2TagKey1": { "Type": "String", "Default":
"ec2TagKey1" }, "EC2TagValue1": { "Type": "String", "Default": "ec2TagValue1" },
"CodeDeployServiceRole": { "Type": "String" }, "DeploymentGroupName": { "Type":
"String" }
}, "Resources": { "myAlarm": {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Namespace": "AWS/Billing", "MetricName": "EstimatedCharges", "Statistic":
"Maximum",
"Period": "21600", "EvaluationPeriods": "1", "Threshold": 1000,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 }, "mySNSTopic": { "Type": "AWS::SNS::Topic",
"Properties": {} },
"Application": { "Type": "AWS::CodeDeploy::Application" }, "DeploymentConfig":
{ "Type":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Properties": { "MinimumHealthyHosts":
{ "Type":
"FLEET_PERCENT", "Value": "25" } } }, "DeploymentGroup": { "Type":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Properties": { "AlarmConfiguration":
{ "Alarms": [ {
"Name": { "Ref": "myAlarm" } } ] }, "ApplicationName": { "Ref": "Application" },
"DeploymentConfigName": { "Ref": "DeploymentConfig" }, "DeploymentGroupName":
{ "Ref":
"DeploymentGroupName" }, "Ec2TagFilters": [ { "Key": { "Ref": "EC2TagKey0" },
"Value": {
"Ref": "EC2TagValue0" }, "Type": "KEY_AND_VALUE" }, { "Key": { "Ref":
"EC2TagKey1" },
"Type": "KEY_ONLY" }, { "Value": { "Ref": "EC2TagValue1" }, "Type":
"VALUE_ONLY" } ],
"ServiceRoleArn": { "Fn::GetAtt": [ "CodeDeployServiceRole", "Arn" ] },
"TriggerConfigurations": [ { "TriggerEvents": [ "DeploymentSuccess",
"DeploymentRollback" ],
"TriggerName": "MyTarget", "TriggerTargetArn": { "Ref": "mySNSTopic" } }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EC2TagKey0: Type:
String Default: ec2TagKey0 EC2TagValue0: Type: String Default: ec2TagValue0
EC2TagKey1:
Type: String Default: ec2TagKey1 EC2TagValue1: Type: String Default: ec2TagValue1
CodeDeployServiceRole: Type: String DeploymentGroupName: Type: String Resources:
myAlarm: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Namespace: AWS/Billing MetricName:
EstimatedCharges
Statistic: Maximum Period: '21600' EvaluationPeriods: '1' Threshold: 1000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mySNSTopic: Type: AWS::SNS::Topic
Properties: {}
Application: Type: AWS::CodeDeploy::Application DeploymentConfig: Type: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Properties: MinimumHealthyHosts: Type:
FLEET_PERCENT
Value: '25' DeploymentGroup: Type: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Properties:
AlarmConfiguration: Alarms: - Name: !Ref myAlarm ApplicationName: !Ref Application
DeploymentConfigName: !Ref DeploymentConfig DeploymentGroupName: !Ref
DeploymentGroupName
Ec2TagFilters: - Key: !Ref EC2TagKey0 Value: !Ref EC2TagValue0 Type: KEY_AND_VALUE
- Key:
!Ref EC2TagKey1 Type: KEY_ONLY - Value: !Ref EC2TagValue1 Type: VALUE_ONLY
ServiceRoleArn:
!GetAtt CodeDeployServiceRole.Arn TriggerConfigurations: - TriggerEvents: DeploymentSuccess - DeploymentRollback TriggerName: MyTarget TriggerTargetArn: !Ref
mySNSTopic

자동 롤백 구성
다음 예제는 배포 그룹을 위한 자동 롤백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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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Parameters:
EC2TagKey0:
Type: String
Default: ec2TagKey0
EC2TagValue0:
Type: String
Default: ec2TagValue0
EC2TagKey1:
Type: String
Default: ec2TagKey1
EC2TagValue1:
Type: String
Default: ec2TagValue1
CodeDeployServiceRole:
Type: String
DeploymentGroupName:
Type: String
Resources:
myAlarm: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Namespace: AWS/Billing
MetricName: EstimatedCharges
Statistic: Maximum
Period: '21600'
EvaluationPeriods: '1'
Threshold: 1000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mySNSTopic:
Type: AWS::SNS::Topic
Properties: {}
Application:
Type: AWS::CodeDeploy::Application
DeploymentConfig:
Type: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Properties:
MinimumHealthyHosts:
Type: FLEET_PERCENT
Value: '25'
DeploymentGroup:
Type: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Properties:
AlarmConfiguration:
Alarms:
- Name: !Ref myAlarm
ApplicationName: !Ref Application
AutoRollbackConfiguration:
Enabled: 'true'
Events:
- DEPLOYMENT_FAILURE
DeploymentConfigName: !Ref DeploymentConfig
DeploymentGroupName: !Ref DeploymentGroupName
Ec2TagFilters:
- Key: !Ref EC2TagKey0
Value: !Ref EC2TagValue0
Type: KEY_AND_VALUE
- Key: !Ref EC2TagKey1
Type: KEY_ONLY
- Value: !Ref EC2TagValue1
Type: VALUE_ONLY
ServiceRoleArn: !GetAtt CodeDeployServiceRole.Arn
TriggerConfigurations:
- Trigger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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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loymentSuccess
- DeploymentRollback
TriggerName: MyTarget
TriggerTargetArn: !Ref mySNSTopic

JSON
{

"Parameters": {
"EC2TagKey0": {
"Type": "String",
"Default": "ec2TagKey0"
},
"EC2TagValue0": {
"Type": "String",
"Default": "ec2TagValue0"
},
"EC2TagKey1": {
"Type": "String",
"Default": "ec2TagKey1"
},
"EC2TagValue1": {
"Type": "String",
"Default": "ec2TagValue1"
},
"CodeDeployServiceRole": {
"Type": "String"
},
"DeploymentGroupName": {
"Type": "String"
}
},
"Resources": {
"myAlarm": {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Namespace": "AWS/Billing",
"MetricName": "EstimatedCharges",
"Statistic": "Maximum",
"Period": "21600",
"EvaluationPeriods": "1",
"Threshold": 1000,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
},
"mySNSTopic": {
"Type": "AWS::SNS::Topic",
"Properties": {}
},
"Application": {
"Type": "AWS::CodeDeploy::Application"
},
"DeploymentConfig": {
"Type":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Properties": {
"MinimumHealthyHosts": {
"Type": "FLEET_PERCENT",
"Value": "25"
}
}
},
"DeploymentGroup": {
"Type":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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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larmConfiguration": {
"Alarms": [
{
"Name": { "Ref": "myAlarm" }
}
]
},
"ApplicationName": {
"Ref": "Application"
},
"AutoRollbackConfiguration": {
"Enabled": "true",
"Events": [ "DEPLOYMENT_FAILURE" ]
},
"DeploymentConfigName": {
"Ref": "DeploymentConfig"
},
"DeploymentGroupName": {
"Ref": "DeploymentGroupName"
},
"Ec2TagFilters": [
{
"Key": {
"Ref": "EC2TagKey0"
},
"Value": {
"Ref": "EC2TagValue0"
},
"Type": "KEY_AND_VALUE"
},
{
"Key": {
"Ref": "EC2TagKey1"
},
"Type": "KEY_ONLY"
},
{
"Value": {
"Ref": "EC2TagValue1"
},
"Type": "VALUE_ONLY"
}
],
"ServiceRoleArn": {
"Fn::GetAtt": [
"CodeDeployServiceRole",
"Arn"
]
},
"TriggerConfigurations": [
{
"TriggerEvents": [ "DeploymentSuccess", "DeploymentRollback" ],
"TriggerName": "MyTarget",
"TriggerTargetArn": { "Ref": "mySNSTopic" }
}
]

로드 밸런서
다음 예제는 배포 그룹을 위한 Elastic Load Balancing 로드 밸런서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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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Parameters:
EC2TagKey0:
Type: String
Default: ec2TagKey0
EC2TagValue0:
Type: String
Default: ec2TagValue0
EC2TagKey1:
Type: String
Default: ec2TagKey1
EC2TagValue1:
Type: String
Default: ec2TagValue1
CodeDeployServiceRole:
Type: String
DeploymentGroupName:
Type: String
VpcCidr:
Type: String
SubnetCidr:
Type: String
Resources:
my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Ref VpcCidr
mySubnet: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myVpc
CidrBlock: !Ref SubnetCidr
InternetGateway:
Type: AWS::EC2::InternetGateway
AttachGateway:
Type: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VpcId: !Ref myVpc
InternetGatewayId: !Ref InternetGateway
myELB: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Listeners:
- InstancePort: '8000'
LoadBalancerPort: '80'
Protocol: HTTP
Subnets:
- !Ref mySubnet
mySNSTopic:
Type: AWS::SNS::Topic
Properties: {}
Application:
Type: AWS::CodeDeploy::Application
DeploymentConfig:
Type: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Properties:
MinimumHealthyHosts:
Type: FLEET_PERCENT
Value: '25'
DeploymentGroup:
Type: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Application
DeploymentConfigName: !Ref Deployment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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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loymentGroupName: !Ref DeploymentGroupName
Ec2TagFilters:
- Key: !Ref EC2TagKey0
Value: !Ref EC2TagValue0
Type: KEY_AND_VALUE
- Key: !Ref EC2TagKey1
Type: KEY_ONLY
LoadBalancerInfo:
ElbInfoList:
- Name: !Ref myELB
DeploymentStyle:
DeploymentOption: WITH_TRAFFIC_CONTROL
ServiceRoleArn: !GetAtt CodeDeployServiceRole.Arn
TriggerConfigurations:
- TriggerEvents:
- DeploymentSuccess
- DeploymentFailure
TriggerName: MyTarget
TriggerTargetArn: !Ref mySNSTopic
Outputs:
ELB:
Description: ELB for DeploymentGroup
Value: !Ref myELB

JSON
{

"Parameters": {
"EC2TagKey0": {
"Type": "String",
"Default": "ec2TagKey0"
},
"EC2TagValue0": {
"Type": "String",
"Default": "ec2TagValue0"
},
"EC2TagKey1": {
"Type": "String",
"Default": "ec2TagKey1"
},
"EC2TagValue1": {
"Type": "String",
"Default": "ec2TagValue1"
},
"CodeDeployServiceRole": {
"Type": "String"
},
"DeploymentGroupName": {
"Type": "String"
},
"VpcCidr": {
"Type": "String"
},
"SubnetCidr": {
"Type": "String"
}
},
"Resources": {
"my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CidrBlock": { "Ref": "VpcCid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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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ubnet" : {
"Type" : "AWS::EC2::Subnet",
"Properties" : {
"VpcId" : { "Ref" : "myVpc" },
"CidrBlock" : { "Ref": "SubnetCidr" }
}
},
"InternetGateway" : {
"Type" : "AWS::EC2::InternetGateway"
},
"AttachGateway" : {
"Type" :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 {
"VpcId" : { "Ref" : "myVpc" },
"InternetGatewayId" : { "Ref" : "InternetGateway" }
}
},
"myELB":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
"Listeners": [{
"InstancePort": "8000",
"LoadBalancerPort": "80",
"Protocol": "HTTP"
}],
"Subnets": [ { "Ref" : "mySubnet" } ]
}
},
"mySNSTopic": {
"Type": "AWS::SNS::Topic",
"Properties": {}
},
"Application": {
"Type": "AWS::CodeDeploy::Application"
},
"DeploymentConfig": {
"Type":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Properties": {
"MinimumHealthyHosts": {
"Type": "FLEET_PERCENT",
"Value": "25"
}
}
},
"DeploymentGroup": {
"Type":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Properties": {
"ApplicationName": {
"Ref": "Application"
},
"DeploymentConfigName": {
"Ref": "DeploymentConfig"
},
"DeploymentGroupName": {
"Ref": "DeploymentGroupName"
},
"Ec2TagFilters": [
{
"Key": {
"Ref": "EC2TagKey0"
},
"Value": {
"Ref": "EC2TagValue0"
},
"Type": "KEY_AND_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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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Key": {
"Ref": "EC2TagKey1"
},
"Type": "KEY_ONLY"

}
],
"LoadBalancerInfo": {
"ElbInfoList": [{
"Name": { "Ref" : "myELB" }
}]
},
"DeploymentStyle": {
"DeploymentOption": "WITH_TRAFFIC_CONTROL"
},
"ServiceRoleArn": {
"Fn::GetAtt": [
"CodeDeployServiceRole",
"Arn"
]
},
"TriggerConfigurations": [
{
"TriggerEvents": [ "DeploymentSuccess", "DeploymentFailure" ],
"TriggerName": "MyTarget",
"TriggerTargetArn": { "Ref": "mySNSTopic" }
}
]

},
"Outputs": {
"ELB": {
"Description": "ELB for DeploymentGroup",
"Value" : { "Ref" : "myELB" }
}
}

대상 그룹 정보
다음 예제에서는 배포에 사용할 대상 그룹을 지정합니다. 인스턴스는 대상 그룹의 대상으로 등록되고 트래픽
은 대상 그룹으로 라우팅됩니다.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AppDeploymentGroup:
Type: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Properties:
ApplicationName: MyApp
DeploymentStyle:
DeploymentOption: WITH_TRAFFIC_CONTROL
LoadBalancerInfo:
TargetGroupInfoList:
- Name: !GetAtt MyTargetGroup.TargetGroupName
ServiceRoleArn: 'arn:aws:iam::12345678:role/CodeDeployServiceRole'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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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s": {
"AppDeploymentGroup": {
"Type":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Properties": {
"ApplicationName": "MyApp",
"DeploymentStyle": {
"DeploymentOption": "WITH_TRAFFIC_CONTROL"
},
"LoadBalancerInfo": {
"TargetGroupInfoList": [
{
"Name": { "Fn::GetAtt": ["MyTargetGroup", "TargetGroupName"] }
}
]
},
"ServiceRoleArn": "arn:aws:iam::12345678:role/CodeDeployServiceRole"
}
}
}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Alarm
Alarm 속성 유형은 AWS CodeDeploy 배포 그룹에 사용할 CloudWatch 경보를 지정합니다. CodeDeploy
DeploymentGroup AlarmConfiguration 속성의 Alarm 속성에는 Alarm 속성 유형 목록이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YAML
Name: String

Properties
Name
경보의 이름입니다. 최대 길이는 255자입니다. 각 경보 이름은 경보 목록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AlarmConfiguration
AlarmConfiguration 속성 유형은 AWS CodeDeploy 배포 그룹에 대한 CloudWatch 경보를 구성합니다.
AlarmConfiguration은 DeploymentGroup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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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larms" : [ Alarm (p. 1798), ... ],
"Enabled" : Boolean,
"IgnorePollAlarmFailure" : Boolean

YAML
Alarms:
- Alarm (p. 1798)
Enabled: Boolean
IgnorePollAlarmFailure: Boolean

Properties
Alarms
배포 그룹에 대해 구성된 경보의 목록입니다. 하나의 배포 그룹에 최대 10개의 경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Alarm (p. 179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경보 구성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gnorePollAlarmFailure
Amazon CloudWatch에서 현재 경보 상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없을 경우 배포를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 true: CloudWatch에서 경보 상태 정보를 검색할 수 없을 경우에도 배포를 계속합니다.
• false: CloudWatch에서 경보 상태 정보를 검색할 수 없을 경우 배포를 중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AutoRollbackConfiguration
AutoRollbackConfiguration 속성 유형은 배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AWS CodeDeploy 배
포 그룹에 대한 자동 롤백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Deploy 사용 설명서에서 자동 롤백을 참
조하세요.
AutoRollbackConfiguration은 DeploymentGroup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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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Events" : [ String, ... ]

YAML
Enabled: Boolean
Events:
- String

Properties
Enabled
정의된 자동 롤백 구성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s
롤백을 트리거하는 이벤트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은 DEPLOYMENT_FAILURE,
DEPLOYMENT_STOP_ON_ALARM 또는 DEPLOYMENT_STOP_ON_REQUEST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BlueGreenDeploymentConfiguration
배포 그룹의 블루/그린 배포 옵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ploymentReadyOption" : DeploymentReadyOption (p. 1803),
"GreenFleetProvisioningOption" : GreenFleetProvisioningOption (p. 1810),
"TerminateBlueInstancesOnDeploymentSuccess" : BlueInstanceTerminationOption (p. 1801)

YAML
DeploymentReadyOption:

API 버전 2010-05-15
180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odeDeploy
DeploymentReadyOption (p. 1803)
GreenFleetProvisioningOption:
GreenFleetProvisioningOption (p. 1810)
TerminateBlueInstancesOnDeploymentSuccess:
BlueInstanceTerminationOption (p. 1801)

Properties
DeploymentReadyOption
새로 프로비저닝된 인스턴스에서 블루/그린 배포의 트래픽을 수신할 준비가 될 때 수행할 작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ploymentReadyOption (p. 18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reenFleetProvisioningOption
블루/그린 배포에서 대체 환경에 대한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reenFleetProvisioningOption (p. 18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rminateBlueInstancesOnDeploymentSuccess
블루/그린 배포 중에 원래 플릿의 인스턴스를 종료할지 여부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lueInstanceTerminationOption (p. 18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BlueInstanceTerminationOption
블루/그린 배포가 성공할 때 원래 환경의 인스턴스를 종료할지 여부에 대한 정보입니다.
BlueInstanceTerminationOption은 Lambda 배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 : String,
"TerminationWaitTimeInMinutes" : Integer

YAML
Action: String
TerminationWaitTimeInMinutes: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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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ction
블루/그린 배포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원래 환경의 인스턴스에 수행할 작업입니다.
• TERMINATE: 지정된 대기 시간 후에 인스턴스가 종료됩니다.
• KEEP_ALIVE: 로드 밸런서에서 인스턴스가 등록 취소되고 배포 그룹에서 제거된 후 실행 중인 상태로
유지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KEEP_ALIVE | TERMINAT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rminationWaitTimeInMinutes
Amazon EC2 배포에서 블루/그린 배포가 성공한 후 원래 환경에서 인스턴스를 종료하기 전까지 대기하
는 시간(분)입니다.
Amazon ECS 배포에서 원래(블루) 태스크 세트를 삭제하기 전까지의 시간(분)입니다. Amazon ECS 배
포 중에 CodeDeploy는 트래픽을 원래(블루) 태스크 세트에서 대체(그린) 태스크 세트로 이동합니다.
최대 설정은 2,880분(2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Deployment
Deployment는 배포 그룹의 인스턴스에 배포할 AWS CodeDeploy 애플리케이션 개정을 지정하는
DeploymentGroup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개정을 지정하는 경우 프로비저닝 프로세스가 완료
되면 즉시 대상 개정이 배포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cription" : String,
"IgnoreApplicationStopFailures" : Boolean,
"Revision" : RevisionLocation (p. 1813)

YAML
Description: String
IgnoreApplicationStopFailures: Boolean
Revision:
RevisionLocation (p.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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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scription
배포에 대한 주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gnoreApplicationStopFailures
true로 지정하면, 인스턴스에 대한 ApplicationStop, BeforeBlockTraffic 또는
AfterBlockTraffic 배포 수명 주기 이벤트가 실패할 경우 배포가 다음 배포 수명 주기 이벤트로 계
속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ApplicationStop이 실패할 경우 배포는 DownloadBundle로 계속 진행합니
다. BeforeBlockTraffic이 실패하면 BlockTraffic 배포가 계속됩니다. AfterBlockTraffic이
실패하면 ApplicationStop 배포가 계속됩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거나 값이 false이면, 인스턴스에 대한 배포 중 수명 주기 이벤트가 실패할 경우 배포가
실패합니다.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배포가 전체 배포의 일부이고, 정상 호스트의 수가 정상 호스트의 최
소 수 이상인 경우 다음 인스턴스로의 배포가 시도됩니다.
배포 중 AWS CodeDeploy 에이전트는 이전에 성공한 배포의 AppSpec 파일에서 ApplicationStop,
BeforeBlockTraffic 및 AfterBlockTraffic에 대해 지정된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기타 모든
스크립트는 현재 배포의 AppSpec 파일에서 실행됩니다. 이러한 스크립트 중 하나가 오류를 포함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배포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성공한 배포에 포함된,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스크립트가 실패의 원인인 경우 새 배포를 만
들고 ignoreApplicationStopFailures를 사용하여 ApplicationStop, BeforeBlockTraffic
및 AfterBlockTraffic 실패를 무시하도록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vision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결과물의 위치와 해당 결과물을 검색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예
Type: RevisionLocation (p. 18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DeploymentReadyOption
블루/그린 배포에서 대체 환경의 인스턴스로 트래픽 경로를 다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ctionOnTimeout" : String,

API 버전 2010-05-15
180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odeDeploy

}

"WaitTimeInMinutes" : Integer

YAML
ActionOnTimeout: String
WaitTimeInMinutes: Integer

Properties
ActionOnTimeout
블루/그린 배포에서 원래 환경에서 대체 환경으로 트래픽의 경로를 다시 지정해야 하는 시기에 대한 정
보입니다.
• CONTINE_DEPLOUTION: 대체 환경의 인스턴스에 새 애플리케이션 리비전이 설치된 직후 로드 밸런
서에 새 인스턴스를 등록합니다.
• STOP_DEPLOYMENT: ContinueDeployment를 사용하여 트래픽 경로 재지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로
드 밸런서에 새 인스턴스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대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트래픽 경로 재지정
이 시작되지 않으면 배포 상태가 중지됨으로 변경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NTINUE_DEPLOYMENT | STOP_DEPLOYME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aitTimeInMinutes
경로 재지정이 수동으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 블루/그린 배포 상태를 중지됨으로 변경하기 전까지 대기할
시간(분)입니다. actionOnTimeout의 STOP_DEPLOYMENT 옵션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DeploymentStyle
실행할 배포 유형(인플레이스 또는 블루/그린) 및 로드 밸런서 뒤에 배포 트래픽을 라우팅할지 여부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ploymentOption" : String,
"DeploymentType" : String

YAML
DeploymentOptio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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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loymentType: String

Properties
DeploymentOption
로드 밸런서 뒤에서 배포 트래픽을 라우팅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Note
Amazon ECS 배포에는 Amazon EC2 Application Load Balancer 또는 Network Load Balancer
가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WITH_TRAFFIC_CONTROL | WITHOUT_TRAFFIC_CONTRO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ploymentType
in-place나 블루/그린 배포를 실행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LUE_GREEN | IN_PLAC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CodeDeploy API 참조의 EC2TagFilter.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EC2TagFilter
Amazon EC2 태그 필터에 대한 정보입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 및 온프레미스 인스턴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태그 및 태그 그룹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deDeploy 사용 설명서에서 AWS CodeDeploy의 배포 그룹에 대한 인스턴스 태깅을 참조하
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Type" : String,
"Valu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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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Key: String
Typ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태그 필터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태그 필터 유형:
• KEY_ONLY: 키 전용입니다.
• VALUE_ONLY: 값 전용입니다.
• KEY_AND_VALUE: 키 및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KEY_AND_VALUE | KEY_ONLY | VALUE_ONL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태그 필터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EC2TagSet
EC2TagSet 속성 유형은 Amazon EC2 인스턴스에 적용된 태그 그룹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배포 그룹
에는 모든 태그 그룹이 식별한 Amazon EC2 인스턴스만 포함됩니다. EC2TagSet은 EC2TagFilter와 동일
한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 및 온프레미스 인스턴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태그 및 태그 그룹 사용에 대한 내용은
AWS CodeDeploy의 배포 그룹에 대한 인스턴스 태깅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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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2TagSetList" : [ EC2TagSetListObject (p. 1807), ... ]

YAML
Ec2TagSetList:
- EC2TagSetListObject (p. 1807)

Properties
Ec2TagSetList
배포 그룹에 포함하고자 하는 Amazon EC2 인스턴스에 이미 적용된 Amazon EC2 태그입니다.
CodeDeploy에서는 이 배포 그룹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모든 태그에 의해 식별되는 모든 Amazon EC2
인스턴스를 포함합니다.
중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C2TagSetListObject (p. 180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CodeDeploy API 참조의 EC2TagSet.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EC2TagSetListObject
EC2TagSet 속성 유형은 Amazon EC2 인스턴스에 적용된 태그 그룹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배포 그룹
에는 모든 태그 그룹이 식별한 Amazon EC2 인스턴스만 포함됩니다. EC2TagFilters와 동일한 템플릿에서 사
용할 수 없습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 및 온프레미스 인스턴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태그 및 태그 그룹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deDeploy 사용 설명서에서 AWS CodeDeploy의 배포 그룹에 대한 인스턴스 태깅을 참조하
세요.
EC2TagSet은 DeploymentGroup 리소스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c2TagGroup" : [ EC2TagFilter (p. 1805), ... ]

YAML
Ec2TagGroup:
- EC2TagFilter (p.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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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Ec2TagGroup
Amazon EC2 인스턴스 태그 그룹의 다른 목록을 포함하는 목록입니다. 배포 그룹에 포함될 인스턴스의
경우, 목록의 모든 태그 그룹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C2TagFilter (p. 180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CodeDeploy API 참조의 EC2TagSet.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ECSService
Amazon ECS 배포의 대상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서비스 및 클러스터 이름이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usterName" : String,
"ServiceName" : String

YAML
ClusterName: String
ServiceName: String

Properties
ClusterName
Amazon ECS 서비스가 연결된 클러스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Name
대상 Amazon ECS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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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odeDeploy::DeploymentGroup ELBInfo
ELBInfo 속성 유형은 CodeDeploy 배포 그룹에 사용된 Elastic Load Balancing 로드 밸런서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ELBInfo 속성을 지정할 경우 AWS CodeDeploy에서 지정된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여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
있도록 DeploymentStyle.DeploymentOption 속성이 WITH_TRAFFIC_CONTROL로 설정되어야 합니
다.
ELBInfo는 AWS CodeDeploy DeploymentGroup LoadBalancerInfo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YAML
Name: String

Properties
Name
블루/그린 배포의 경우 원본 인스턴스에서 블루/그린 배포의 대체 인스턴스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데
사용되는 로드 밸런서의 이름입니다. 현재 위치 배포의 경우 인스턴스가 등록 취소되어 배포 중에 트래
픽을 처리하지 못하고 배포가 완료된 후 다시 등록되는 로드 밸런서의 이름입니다.

Note
AWS CloudFormation에서는 AWS Lambda 컴퓨팅 플랫폼에서만 블루/그린(Blue/Green) 배포
를 지원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GitHubLocation
GitHubLocation은 GitHub에 저장되는 애플리케이션 개정의 위치를 지정하는 CodeDeploy
DeploymentGroup Revision 속성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ommit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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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sitory" : String

YAML
CommitId: String
Repository: String

Properties
CommitId
애플리케이션 개정에 대한 번들 결과물을 나타내는 GitHub 커밋의 SHA1 커밋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ository
애플리케이션 개정에 대한 번들 결과물을 나타내는 커밋에 대한 참조를 저장하는 GitHub 계정과 리포지
토리 페어입니다.
값은 account/repository으로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GreenFleetProvisioningOption
블루/그린 배포에서 대체 환경에 속하는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 : String

YAML
Action: String

Properties
Action
대체 환경에 인스턴스를 추가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 DISCOVER_EXISTING: 이미 존재하거나 수동으로 생성될 인스턴스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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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_AUTO_SCALING_GROUP: 지정된 Auto Scaling 그룹의 설정을 사용하여 새 Auto Scaling 그룹에
서 인스턴스를 정의하고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PY_AUTO_SCALING_GROUP | DISCOVER_EXISTING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LoadBalancerInfo
LoadBalancerInfo 속성 유형은 AWS CodeDeploy 배포 그룹에 사용된 로드 밸런서 또는 대상 그룹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Deploy 사용 설명서에서 CodeDeploy과 Elastic Load
Balancing 통합을 참조하세요.
AWS CloudFormation의 경우 LoadBalancerInfo에 지정된 속성을 사용하려면
DeploymentStyle.DeploymentOption 속성은 WITH_TRAFFIC_CONTROL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DeploymentStyle.DeploymentOption이 WITH_TRAFFIC_CONTROL로 설정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 LoadBalancerInfo에 지정된 설정을 무시합니다.

Note
AWS CloudFormation에서는 AWS Lambda 컴퓨팅 플랫폼에서만 블루/그린 배포를 지원합니다.
LoadBalancerInfo은 DeploymentGroup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lbInfoList" : [ ELBInfo (p. 1809), ... ],
"TargetGroupInfoList" : [ TargetGroupInfo (p. 1817), ... ]

YAML
ElbInfoList:
- ELBInfo (p. 1809)
TargetGroupInfoList:
- TargetGroupInfo (p. 1817)

Properties
ElbInfoList
배포의 로드 밸런싱에 사용할 로드 밸런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배열입니다. Elastic Load Balancing
에서 로드 밸런서는 Classic Load Balancer와 함께 사용됩니다.

Note
배열에 여러 개의 로드 밸런서를 추가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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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ELBInfo (p. 180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GroupInfoList
배포의 로드 밸런싱에 사용할 대상 그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배열입니다. Elastic Load Balancing에
서는 대상 그룹이 Application Load Balancers와 함께 사용됩니다.

Note
배열에 여러 개의 대상 그룹을 추가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TargetGroupInfo (p. 181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OnPremisesTagSet
OnPremisesTagSet 속성 유형은 온프레미스 인스턴스 태그 그룹의 기타 목록을 포함한 목록을 지정합니
다. 인스턴스가 배포 그룹에 포함되려면 목록의 모든 태그 그룹에 의해 식별되어야 합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 및 온프레미스 인스턴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태그 및 태그 그룹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deDeploy 사용 설명서에서 AWS CodeDeploy의 배포 그룹에 대한 인스턴스 태깅을 참조하
세요.
OnPremisesTagSet은 DeploymentGroup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nPremisesTagSetList" : [ OnPremisesTagSetListObject (p. 1813), ... ]

YAML
OnPremisesTagSetList:
- OnPremisesTagSetListObject (p. 1813)

Properties
OnPremisesTagSetList
온프레미스 인스턴스 태그 그룹의 기타 목록을 포함하는 목록입니다. 배포 그룹에 포함될 인스턴스의 경
우, 목록의 모든 태그 그룹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중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nPremisesTagSetListObject (p. 181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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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odeDeploy::DeploymentGroup OnPremisesTagSetListObject
OnPremisesTagSetListObject 속성 유형은 온프레미스 인스턴스 태그 그룹의 목록을 지정합니다. 인스
턴스가 배포 그룹에 포함되려면 목록의 모든 태그 그룹에 의해 식별되어야 합니다.
OnPremisesTagSetListObject는 CodeDeploy DeploymentGroup OnPremisesTagSet 속성 유형의 속성
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nPremisesTagGroup" : [ TagFilter (p. 1816), ... ]

YAML
OnPremisesTagGroup:
- TagFilter (p. 1816)

Properties
OnPremisesTagGroup
온프레미스 인스턴스 태그의 그룹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Filter (p. 181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RevisionLocation
RevisionLocation은 배포할 CodeDeploy 애플리케이션 개정의 위치를 정의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itHubLocation" : GitHubLocation (p. 1809),
"RevisionType" : String,
"S3Location" : S3Location (p. 1814)

YAML
GitHubLocation:
GitHubLocation (p. 1809)
Revision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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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Location:
S3Location (p. 1814)

Properties
GitHubLocation
GitHub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결과물의 위치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itHubLocation (p. 18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visionType
애플리케이션 개정 유형입니다.
• S3: Amazon S3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개정입니다.
• GitHub: GitHub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개정입니다(EC2/온프레미스 배포만 해당).
• String: YAML 형식 또는 JSON 형식 문자열입니다(AWS Lambda 배포만 해당).
• AppSpecContent: AWS Lambda 또는 Amazon ECS 배포용 AppSpec 파일의 콘텐츠를 포함하는
AppSpecContent 객체입니다. 콘텐츠는 JSON 또는 YAML로 포맷되어 RawString으로 저장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ppSpecContent | GitHub | S3 | String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Location
Amazon S3에 저장된 개정의 위치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Location (p. 181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S3Location
S3Location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에 저장되는 애플리케이션 개정의 위치를 지
정하는 CodeDeploy DeploymentGroup Revision 속성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Bucket" : String,
"BundleType" : String,
"ETag" : String,
"Key" : String,
"Versi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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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Bucket: String
BundleType: String
ETag: String
Key: String
Version: String

Properties
Bucket
애플리케이션 개정이 저장되는 Amazon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ndleType
애플리케이션 개정의 파일 형식입니다.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JSON
• tar: tar 아카이브 파일.
• tgz: 압축된 tar 아카이브 파일.
• YAML
• zip: zip 아카이브 파일.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JSON | tar | tgz | YAML | zi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Tag
애플리케이션 개정에 대한 번들 결과물을 나타내는 Amazon S3 객체의 ETag입니다.
ETag를 입력 파라미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객체의 ETag 유효성 확인이 생략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
애플리케이션 개정에 대한 번들 결과물을 나타내는 Amazon S3 객체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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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애플리케이션 개정에 대한 번들 결과물을 나타내는 Amazon S3 객체의 특정 버전입니다.
버전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가장 최신 버전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TagFilter
TagFilter는 배포 그룹과 연결할 온프레미스 인스턴스를 지정하는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리소스의 속성 유형입니다. AWS CodeDeploy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인스턴스를 등록하려면 AWS
CodeDeploy 사용 설명서에서 AWS CodeDeploy를 사용하여 기존 온프레미스 인스턴스 구성을 참조하세요.
Amazon EC2 인스턴스 및 온프레미스 인스턴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태그 및 태그 그룹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deDeploy 사용 설명서에서 AWS CodeDeploy의 배포 그룹에 대한 인스턴스 태깅을 참조하
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Type"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Typ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온프레미스 인스턴스 태그 필터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온프레미스 인스턴스 태그 필터 유형입니다.
• KEY_ONLY: 키만.
• VALUE_ONLY: 값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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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_AND_VALUE: 키와 값.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KEY_AND_VALUE | KEY_ONLY | VALUE_ONL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온프레미스 인스턴스 태그 필터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TargetGroupInfo
TargetGroupInfo 속성 유형은 배포에서 사용할 Elastic Load Balancing의 대상 그룹에 대한 정보를 지정
합니다. 인스턴스는 대상 그룹의 대상으로 등록되고 트래픽은 대상 그룹으로 라우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Deploy API 참조에서 TargetGroupInfo를 참조하세요.
TargetGroupInfo 속성을 지정할 경우 CodeDeploy에서 지정된 대상 그룹을 사용하여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 있도록 DeploymentStyle.DeploymentOption 속성이 WITH_TRAFFIC_CONTROL로 설정되어야 합
니다.
TargetGroupInfo는 LoadBalancerInfo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YAML
Name: String

Properties
Name
블루/그린 배포의 경우, 원래 환경의 인스턴스에 대한 등록이 해제되거나, 대체 환경의 인스턴스가 등록
된 대상 그룹의 이름. 현재 위치 배포의 경우 인스턴스가 등록 취소되어 배포 중에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
하고 배포가 완료된 후 다시 등록되는 대상 그룹 이름입니다.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Note
AWS CloudFormation에서는 AWS Lambda 컴퓨팅 플랫폼에서만 블루/그린(Blue/Green) 배포
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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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은 32자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다음 예제처럼 Name 내장 함수의 TargetGroupName 속성
이나 대상 그룹의 Fn::GetAtt속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이나
TargetGroupFullName 속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TriggerConfig
배포 그룹의 알림 트리거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riggerEvents" : [ String, ... ],
"TriggerName" : String,
"TriggerTargetArn" : String

YAML
TriggerEvents:
- String
TriggerName: String
TriggerTargetArn: String

Properties
TriggerEvents
알림을 트리거하는 이벤트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iggerName
알림 트리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iggerTargetArn
배포에 대한 알림 또는 인스턴스 이벤트를 전송할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주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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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CodeGuru Profile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 (p. 1819)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
프로파일링 그룹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
"Properties" : {
"AgentPermissions" : Json,
"AnomalyDetectionNotificationConfiguration" : [ Channel (p. 1823), ... ],
"ComputePlatform" : String,
"ProfilingGroup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
Properties:
AgentPermissions: Json
AnomalyDetectionNotificationConfiguration:
- Channel (p. 1823)
ComputePlatform: String
ProfilingGroup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gentPermissions
이 프로파일링 그룹에 연결된 에이전트 권한입니다. 이 작업 그룹은 프로파일링 에이전트에 필요
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ConfigureAgent 및 PostAgentProfile 권한을 부여합니다. Json은
Principals 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rincipals: 프로파일링 그룹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역할 및 사용자의 문자열 ARN 목록입니다.
ARN에서는 와일드카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최대 50개의 AR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빈 목록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이 키는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odeGuru Profiler 사용 설명서에 있는 CodeGuru Profiler의 리소스 기반 정책과
ConfigureAgent 및 PostAgentProfile을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0-05-15
181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odeGuru Profiler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nomalyDetectionNotificationConfiguration
프로파일링 그룹에 대한 이상 알림을 추가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채널 (p. 182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putePlatform
프로파일링 그룹의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AWS Lambda에서 실행되는 경우
AWSLambda를 사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AWS Lambda가 아닌 컴퓨팅 플랫폼(예: Amazon EC2 인스
턴스, 온프레미스 서버 또는 다른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경우 Default를 사용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Default가 사용됩니다. 이 속성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filingGroupName
프로파일링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생성된 프로파일링 그룹에 추가할 태그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프로파일링 그룹의 이름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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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
해당 프로파일링 그룹의 전체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제
CodeGuru Profiler 프로파일링 그룹 리소스 구성
다음은 프로파일링 그룹 이름과 에이전트 권한 속성이 있는 프로파일링 그룹 리소스의 예입니다.

JSON
"MyProfilingGroupWithAgentPermissions": {
"Type":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
"Properties": {
"ProfilingGroupName": "MyProfilingGroup",
"AgentPermissions": {
"Principals": [
"arn:aws:iam::1233456789012:role/agent-permissions-role-1",
"arn:aws:iam::1233456789012:role/agent-permissions-role-2"
]
}
}
}

YAML
MyProfilingGroupWithAgentPermissions:
Type: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
Properties:
ProfilingGroupName: "MyProfilingGroup"
AgentPermissions:
Principals:
- "arn:aws:iam::1233456789012:role/agent-permissions-role-1"
- "arn:aws:iam::1233456789012:role/agent-permissions-role-2"

컴퓨팅 플랫폼이 포함된 CodeGuru Profiler 프로파일링 그룹 리소스
다음은 AWS Lambda에서 실행되는 프로파일링 그룹 리소스의 예입니다.

JSON
"MyProfilingGroupWithComputePlatform": {
"Type":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
"Properties": {
"ProfilingGroupName": "MyProfilingGroup",
"ComputePlatform": "AWSLambda"
}
}

YAML
MyProfilingGroupWithComputePlatform:
Type: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
Properties:
ProfilingGroupName: "MyProfilingGroup"
ComputePlatform: "AWSLam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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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이 포함된 CodeGuru Profiler 프로파일링 그룹 리소스
다음은 프로파일링 그룹에 대한 알림 구성의 예입니다.

JSON
"MyProfilingGroupWithNotificationChannelConfiguration": {
"Type":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
"Properties": {
"ProfilingGroupName": "MyProfilingGroup",
"AnomalyDetectionNotificationConfiguration": [
{
"channelUri": "SOME_SNS_TOPIC_ARN",
"channelId": "aaaaaaaa-bbbb-cccc-dddd-eeeeeeeeeeee"
}
]
}
}

YAML
MyProfilingGroupWithNotificationChannelConfiguration:
Type: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
Properties:
ProfilingGroupName: MyProfilingGroup
AnomalyDetectionNotificationConfiguration:
- channelUri: SOME_SNS_TOPIC_ARN
channelId: aaaaaaaa-bbbb-cccc-dddd-eeeeeeeeeeee

CodeGuru Profiler 프로파일링 그룹 구성
다음은 AWS Lambda에서 실행되는 프로파일링 그룹의 예입니다. 이 프로파일링 그룹은 에이전트 권한을 활
성화했습니다. AnomalyDetectionConfiguration으로 알림도 구성되었습니다.

JSON
"MyProfilingGroupWithAgentPermissions": {
"Type":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
"Properties": {
"ProfilingGroupName": "MyProfilingGroup",
"ComputePlatform": "AWSLambda",
"AgentPermissions": {
"Principals": [
"arn:aws:iam::1233456789012:role/agent-permissions-role-1",
"arn:aws:iam::1233456789012:role/agent-permissions-role-2"
]
},
"AnomalyDetectionNotificationConfiguration": [
{
"channelUri": "SOME_SNS_TOPIC_ARN",
"channelId": "aaaaaaaa-bbbb-cccc-dddd-eeeeeeeeeeee"
}
]
}
}

YAML
MyProfilingGroup:
Type: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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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ProfilingGroupName: "MyProfilingGroup"
ComputePlatform: "AWSLambda"
AgentPermissions:
Principals:
- "arn:aws:iam::1233456789012:role/agent-permissions-role-1"
- "arn:aws:iam::1233456789012:role/agent-permissions-role-2"
AnomalyDetectionNotificationConfiguration:
- channelUri: SOME_SNS_TOPIC_ARN
channelId: aaaaaaaa-bbbb-cccc-dddd-eeeeeeeeeeee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 Channel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 알림을 받을 알림 매체입니다. SNS 주제를
알림 채널로 지원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hannelId" : String,
"channelUri" : String

YAML
channelId: String
channelUri: String

Properties
channelId
채널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hannelUri
채널 URI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CodeGuru Reviewe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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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CodeGuruReviewer::RepositoryAssociation (p. 1824)

AWS::CodeGuruReviewer::RepositoryAssociation
이 리소스는 Amazon CodeGuru Reviewer가 검토할 소스 코드를 검색하는 방법을 구성합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 다음 리포지토리 유형과의 연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AWS CodeCommit - 자세한 내용은 Amazon CodeGuru Reviewer 사용 설명서에서 AWS CodeCommit 리
포지토리 연결 생성을 참조하세요.
• Bitbucket - 자세한 내용은 Amazon CodeGuru Reviewer 사용 설명서의 Bitbucket 리포지토리 연결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GitHub Enterprise Server - 자세한 내용은 Amazon CodeGuru Reviewer 사용 설명서의 GitHub Enterprise
Server 리포지토리 연결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S3Bucket - 자세한 내용은 Amazon CodeGuru Reviewer 사용 설명서의 GitHub 작업으로 코드 검토 생
성을 참조하세요.

Note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 GitHub 리포지토리와의 연결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deGuruReviewer::RepositoryAssociation",
"Properties" : {
"BucketName" : String,
"ConnectionArn" : String,
"Name" : String,
"Owner" : String,
"Tags" : [ Tag, ... ],
"Type" : String
}

YAML
Type: AWS::CodeGuruReviewer::RepositoryAssociation
Properties:
BucketName: String
ConnectionArn: String
Name: String
Owner: String
Tags:
- Tag
Type: String

Properties
BucketName
버킷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S3Bucket 리포지토리에 필요합니다. 이름은 접두사 codegurureviewer-*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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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nectionArn
AWS CodeStar Connections 연결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형식은 arn:aws:codestarconnections:region-id:aws-account_id:connection/connection-id입니다. 자세한 내용
은 AWS CodeStar Connections API 참조에서 Connection을 참조하세요.
ConnectionArn은 Bitbucket 및 GitHub Enterprise Server 리포지토리에 대해 지정되어야 합니다.
AWS CodeCommit 리포지토리에 대해 지정된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arn:aws(-[\w]+)*:.+:.+:[0-9]{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리포지토리의 이름.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S[\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wner
리포지토리의 소유자입. GitHub Enterprise Server 또는 Bitbucket 리포지토리의 경우 리포지토리를 소
유하는 계정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Owner는 Bitbucket 및 GitHub Enterprise Server 리포지토리에 대해 지정되어야 합니다. AWS
CodeCommit 리포지토리에 대해 지정된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S(.*\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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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연결된 리포지토리를 태깅하는 데 사용되는 키-값 페어의 배열입니다. 태그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사
용자 지정 속성 레이블입니다.
• 태그 키(예: CostCenter, Environment, Project 또는 Secret). 태그 키는 대/소문자를 구별합니
다.
• 태그 값(예: 111122223333, Production 또는 팀 이름)이라고 하는 선택적 필드입니다. 태그 값을
생략하는 것은 빈 문자열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그 키처럼 태그 값은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
검토할 소스 코드가 포함된 리포지토리의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CodeCommit
• Bitbucket
• GitHubEnterpriseServer
• S3Bucket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입력하면 Ref는 AWS CodeGuru Reviewer
RepositoryAssociation의 인증서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예: arn:aws:codegurureviewer:region:123456789012:association/universally-unique-identifier).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샘플 반환 값입니다.
Fn::GetAtt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세요.
AssociationArn
RepositoryAssociation 객체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ListRepositories를 호출하
여 이 ARN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제
기존 CodeCommit 리포지토리를 사용하여 AWS CodeCommit 리포지토리 연결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이름이 MyRepository인 기존 AWS CodeCommit 리포지토리를 사용하여 Amazon
CodeGuru Reviewer 리포지토리 연결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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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Resources:
MyRepositoryAssociation:
Type: AWS::CodeGuruReviewer::RepositoryAssociation
Properties:
Name: MyRepository
Type: CodeCommit

JSON
{

}

"Resources": {
"MyRepositoryAssociation": {
"Type": "AWS::CodeGuruReviewer::RepositoryAssociation",
"Properties": {
"Name": "MyRepository",
"Type": "CodeCommit"
}
}
}

새 CodeCommit 리포지토리와 AWS CodeCommit 리포지토리 연결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이름이 MyRepositoryName인 AWS CodeCommit 리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다음
으로 CodeCommit 리포지토리를 사용하여 Amazon CodeGuru Reviewer 리포지토리 연결을 생성합니
다. RepositoryAssociation의 DependsOn 속성은 CodeCommit 리포지토리를 지정합니다. 이는
CodeCommit 리포지토리가 생성된 후에만 리포지토리 연결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AML
Resources:
MyRepository:
Type: AWS::CodeCommit::Repository
Properties:
RepositoryName: MyRepositoryName
MyRepositoryAssociation:
Type: AWS::CodeGuruReviewer::RepositoryAssociation
Properties:
Name: MyRepositoryName
Type: CodeCommit

JSON
{

"Resources": {
"MyRepository": {
"Type": "AWS::CodeCommit::Repository",
"Properties": {
"RepositoryName": "MyRepositoryName"
}
},
"MyRepositoryAssociation": {
"Type": "AWS::CodeGuruReviewer::RepositoryAssociation",
"Properties": {
"Name": "MyRepositoryName",
"Type": "CodeComm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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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bucket 리포지토리 연결 생성
다음 예에서는 Bitbucket 리포지토리를 사용하여 Amazon CodeGuru Reviewer 리포지토리 연결을 생성합니
다.

YAML
Resources:
MyRepositoryAssociation:
Type: AWS::CodeGuruReviewer::RepositoryAssociation
Properties:
Name: MyBitbucketRepoName
Type: Bitbucket
ConnectionArn: arn:aws:codestar-connections:us-west-2:123456789012:connection/
aaaaaaaa-bbbb-cccc-dddd-eeeeeeeeeeee
Owner: MyOwnerName

JSON
{

"Resources": {
"MyRepositoryAssociation": {
"Type": "AWS::CodeGuruReviewer::RepositoryAssociation",
"Properties": {
"Name": "MyBitbucketRepoName",
"Type": "Bitbucket",
"ConnectionArn": "arn:aws:codestar-connections:us-west-2:123456789012:connection/
aaaaaaaa-bbbb-cccc-dddd-eeeeeeeeeeee",
"Owner": "MyOwnerName"
}
}
}
}

GitHub Enterprise Server 리포지토리 연결 생성
다음 예에서는 GitHub Enterprise Server 리포지토리를 사용하여 Amazon CodeGuru 검토자 리포지토리 연
결을 생성합니다.

YAML
Resources:
MyRepositoryAssociation:
Type: AWS::CodeGuruReviewer::RepositoryAssociation
Properties:
Name: MyGitHubEnterpriseRepoName
Type: GitHubEnterpriseServer
ConnectionArn: arn:aws:codestar-connections:us-west-2:123456789012:connection/
aaaaaaaa-bbbb-cccc-dddd-eeeeeeeeeeee
Owner: MyOwnerName

JSON
{

"Resources": {
"MyRepositoryAssociation": {
"Type": "AWS::CodeGuruReviewer::Repository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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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
"Name": "MyGitHubEnterpriseRepoName",
"Type": "GitHubEnterpriseServer",
"ConnectionArn": "arn:aws:codestar-connections:us-west-2:123456789012:connection/
aaaaaaaa-bbbb-cccc-dddd-eeeeeeeeeeee",
"Owner": "MyOwnerName"
}
}
}
}

태그를 사용하여 리포지토리 연결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2개의 태그가 있는 Amazon CodeGuru Reviewer 리포지토리 연결을 생성합니다. 리포지토
리는 AWS CodeCommit 리포지토리입니다. BitBucket 또는 GitHub Enterprise 리포지토리 연결을 생성할 때
Tags 속성을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태그를 추가합니다.

YAML
Resources:
MyRepositoryAssociation:
Type: AWS::CodeGuruReviewer::RepositoryAssociation
Properties:
Name: MyRepository
Type: CodeCommit
Tags:
- Key: tag1-key
Value: tag1-value
- Key: tag2-key
Value: tag2-value

JSON
{

}

"Resources": {
"MyRepositoryAssociation": {
"Type": "AWS::CodeGuruReviewer::RepositoryAssociation",
"Properties": {
"Name": "MyRepository",
"Type": "CodeCommit",
"Tags": [
{
"Key": "tag1-key",
"Value": "tag1-value"
},
{
"Key": "tag2-key",
"Value": "tag2-value"
}
]
}
}
}

AWS CodePipelin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odePipeline::CustomActionType (p.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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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CodePipeline::Pipeline (p. 1838)
• AWS::CodePipeline::Webhook (p. 1855)

AWS::CodePipeline::CustomActionType
AWS::CodePipeline::CustomActionType 리소스는 CodePipeline 기본 작업(예: 내부적으로 개발된 빌
드 프로세스 또는 테스트 제품군 실행)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에 대한 사용자 지정 작업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사용자 정의 작업은 파이프라인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Pipeline 사용 설명
서에서 AWS CodePipeline에서 사용자 지정 작업 생성 및 추가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dePipeline::CustomActionType",
"Properties" : {
"Category" : String,
"ConfigurationProperties" : [ ConfigurationProperties (p. 1834), ... ],
"InputArtifactDetails" : ArtifactDetails (p. 1834),
"OutputArtifactDetails" : ArtifactDetails (p. 1834),
"Provider" : String,
"Settings" : Settings (p. 1836),
"Tags" : [ Tag, ... ],
"Version" : String
}

YAML
Type: AWS::CodePipeline::CustomActionType
Properties:
Category: String
ConfigurationProperties:
- ConfigurationProperties (p. 1834)
InputArtifactDetails:
ArtifactDetails (p. 1834)
OutputArtifactDetails:
ArtifactDetails (p. 1834)
Provider: String
Settings:
Settings (p. 1836)
Tags:
- Tag
Version: String

Properties
Category
사용자 지정 작업(예: 빌드 작업 또는 테스트 작업)의 범주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pproval | Build | Deploy | Invoke | Source |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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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figurationProperties
사용자 지정 작업에 대한 구성 속성입니다.

Note
구성 속성이 필수이며 보안 사항이 아닌 경우, {Config:name} 형식을 따라 URL 템플릿 내 사용
자 지정 작업의 구성 속성에 있는 이름을 참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사용자
지정 작업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ConfigurationProperties (p. 1834) 목록 (p. 1834)
Maximum: 1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putArtifactDetails
작업에 대한 입력물의 세부 정보입니다(예: 커밋 ID).
Required: 예
Type: ArtifactDetails (p. 183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utputArtifactDetails
작업에 대한 출력물의 세부 정보입니다(예: 커밋 ID).
Required: 예
Type: ArtifactDetails (p. 183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vider
사용자 지정 작업에 사용되는 서비스의 공급자입니다(예: CodeDeploy).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5
Pattern: [0-9A-Za-z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ttings
사용자 지정 작업에 대한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ttings (p.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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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사용자 정의 작업에 대한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사용자 지정 작업의 버전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9
Pattern: [0-9A-Za-z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사용자 지정 작업 이름(예: custoMyCus-A1BCDEFGHIJ2)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사용자 지정 작업 유형 리소스 구성
다음은 사용자가 속성(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해야 하는 사용자 지정 빌드 작업의 예입니다.

JSON
"MyCustomActionType": {
"Type": "AWS::CodePipeline::CustomActionType",
"Properties": {
"Category": "Build",
"Provider": "My-Build-Provider-Name",
"Version": { "Ref" : "Version" },
"ConfigurationProperties": [
{
"Description": "The name of the build project must be provided when this action is
added to the pipeline.",
"Key": "true",
"Name": "MyProjectName",
"Queryable": "false",
"Required": "true",
"Secret":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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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tring"
}
],
"InputArtifactDetails": {
"MaximumCount": "1",
"MinimumCount": "1"
},
"OutputArtifactDetails": {
"MaximumCount": { "Ref" : "MaximumCountForOutputArtifactDetails" },
"MinimumCount": "0"
},
"Settings": {
"EntityUrlTemplate": "https://my-build-instance/job/{Config:ProjectName}/",
"ExecutionUrlTemplate": "https://my-build-instance/job/{Config:ProjectName}/
lastSuccessfulBuild/{ExternalExecutionId}/"
},
"Tags": [
{
"Key": "Project",
"Value": "ProjectA"
},
{
"Key": "Team",
"Value": "Admins"
}
]
}
}

YAML
MyCustomActionType:
Type: AWS::CodePipeline::CustomActionType
Properties:
Category: Build
Provider: "My-Build-Provider-Name"
Version:
Ref: Version
ConfigurationProperties:
Description: "The name of the build project must be provided when this action is
added to the pipeline."
Key: true
Name: MyProjectName
Queryable: false
Required: true
Secret: false
Type: String
InputArtifactDetails:
MaximumCount: 1
MinimumCount: 1
OutputArtifactDetails:
MaximumCount:
Ref: MaximumCountForOutputArtifactDetails
MinimumCount: 0
Settings:
EntityUrlTemplate: "https://my-build-instance/job/{Config:ProjectName}/"
ExecutionUrlTemplate: "https://my-build-instance/job/{Config:ProjectName}/
lastSuccessfulBuild/{ExternalExecutionId}/"
Tags:
- Key: Project
Value: ProjectA
- Key: Team
Value: Ad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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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odePipeline::CustomActionType ArtifactDetails
결과물의 상세 정보를 반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imumCount" : Integer,
"MinimumCount" : Integer

YAML
MaximumCount: Integer
MinimumCount: Integer

Properties
MaximumCount
작업 유형에 대해 허용되는 최대 결과물 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imumCount
작업 유형에 대해 허용되는 최소 결과물 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Pipeline::CustomActionType ConfigurationProperties
사용자 지정 작업에 대한 구성 속성입니다.

Note
구성 속성이 필수이며 보안 사항이 아닌 경우, {Config:name} 형식을 따라 URL 템플릿 내 사용자 지
정 작업의 구성 속성에 있는 이름을 참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사용자 지정 작
업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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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cription" : String,
"Key" : Boolean,
"Name" : String,
"Queryable" : Boolean,
"Required" : Boolean,
"Secret" : Boolean,
"Type" : String

YAML
Description: String
Key: Boolean
Name: String
Queryable: Boolean
Required: Boolean
Secret: Boolean
Type: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작업 구성 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
구성 속성이 키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작업 구성 속성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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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able
속성이 PollForJobs와 함께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용자 지정 작업을 생성할 때 하나의 작업
은 최대 한 개의 queryable 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이 하나 있을 경우 해당 속성은 필수여
야 하고 보안 항목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작업 유형을 사용하여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해당 사용자 지정 작업에 queryable 속성이
포함된 경우 해당 구성 속성의 값은 다른 제한이 적용됩니다. 값이 20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값에는 영숫
자, 밑줄, 하이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ired
구성 속성이 필수 값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
구성 속성이 보안 항목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GetJobDetails, GetThirdPartyJobDetails,
PollForJobs 및 PollForThirdPartyJobs 이외의 모든 호출에서 암호는 숨겨집니다.
파이프라인을 업데이트할 때 작업의 다른 값을 변경하지 않고 * * * * *를 전달하면 보안 항목의 이전 값
이 보존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작업 구성 속성의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oolean | Number | String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Pipeline::CustomActionType Settings
Settings는 사용자가 CodePipeline 사용자 지정 작업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기 위해 액세스할 수 있는
URL을 제공하는 AWS::CodePipeline::CustomActionType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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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EntityUrlTemplate" : String,
"ExecutionUrlTemplate" : String,
"RevisionUrlTemplate" : String,
"ThirdPartyConfigurationUrl" : String

YAML
EntityUrlTemplate: String
ExecutionUrlTemplate: String
RevisionUrlTemplate: String
ThirdPartyConfigurationUrl: String

Properties
EntityUrlTemplate
CodePipeline 콘솔로 반환되는 URL로, 외부 시스템의 리소스(예: CodeDeploy 배포 그룹의 구성 페이
지)로 연결되는 딥 링크를 제공합니다. 이 링크는 파이프라인 내 작업 표시의 일부로 제공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ecutionUrlTemplate
CodePipeline 콘솔로 반환되는 URL로, 외부 시스템의 최상위 랜딩 페이지(예: CodeDeploy의 콘솔 페이
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합니다. 이 링크는 CodePipeline 콘솔의 파이프라인 보기 페이지에 표시되
며, 외부 작업의 실행 개체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visionUrlTemplate
CodePipeline 콘솔로 반환되는 URL로, 고객이 외부 작업의 구성을 업데이트 또는 변경할 수 있는 페이
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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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irdPartyConfigurationUrl
가입 페이지의 URL로, 여기서 사용자는 외부 서비스에 가입하고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작업의 초기 구성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Pipeline::Pipeline
AWS::CodePipeline::Pipeline 리소스는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이 출시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방법
을 설명하는 CodePipeline 파이프라인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Pipeline 사용 설명서에서
CodePipeline이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dePipeline::Pipeline",
"Properties" : {
"ArtifactStore" : ArtifactStore (p. 1848),
"ArtifactStores" : [ ArtifactStoreMap (p. 1849), ... ],
"DisableInboundStageTransitions" : [ StageTransition (p. 1854), ... ],
"Name" : String,
"RestartExecutionOnUpdate" : Boolean,
"RoleArn" : String,
"Stages" : [ StageDeclaration (p. 1853),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CodePipeline::Pipeline
Properties:
ArtifactStore:
ArtifactStore (p. 1848)
ArtifactStores:
- ArtifactStoreMap (p. 1849)
DisableInboundStageTransitions:
- StageTransition (p. 1854)
Name: String
RestartExecutionOnUpdate: Boolean
RoleArn: String
Stages:
- StageDeclaration (p. 1853)
Tags:
-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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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rtifactStore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아티팩트가 저장되는 S3 버킷입니다.

Note
파이프라인에 artifactStore 또는 artifactStores가 포함되어야 하나 둘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에서 교차 리전 작업을 생성할 경우 artifactStores를 사용해야 합니
다.
Required: 조건
Type: ArtifactStore (p. 18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rtifactStores
artifactStore 객체와 해당 AWS 리전의 매핑입니다. 파이프라인 리전 및 파이프라인의 각 교차 리
전 작업에 대해 아티팩트 스토어가 있어야 합니다.

Note
파이프라인에 artifactStore 또는 artifactStores가 포함되어야 하나 둘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에서 교차 리전 작업을 생성할 경우 artifactStores를 사용해야 합니
다.
Required: 조건
Type: ArtifactStoreMap (p. 184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ableInboundStageTransitions
DisableStageTransition 작업의 입력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ageTransition (p. 185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파이프라인의 이름.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tartExecutionOnUpdate
CodePipeline 파이프라인을 업데이트한 이후에 다시 실행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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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ctionRoleArn이 없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actionRoleArn이 있는 작업에 대한 역할을 수임하는 데
사용할 CodePipeline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arn:aws(-[\w]+)*:iam::[0-9]{12}:ro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ges
단계 및 해당 정의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StageDeclaration (p. 185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파이프라인에 적용되는 태그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파이프라인 이름(예: mystaMyPipeline-A1BCDEFGHIJ2)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Version
파이프라인의 버전.

Note
새 파이프라인에는 항상 버전 번호로 1을 할당합니다. 이 번호는 파이프라인을 업데이트할 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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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파이프라인 리소스 구성
다음 예에서는 원본, 베타 및 릴리스 단계인 파이프라인을 생성합니다. 원본 단계의 경우 CodePipeline이
S3 버킷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의 변경 사항을 감지한 후 파이프라인으로 가져옵니다. 베타 단계에서는
CodeDeploy를 사용하여 변경 사항을 EC2 인스턴스에 배포합니다. 릴리스 단계의 경우 인바운드 전환이 비
활성화되며, 변경 사항을 릴리스 단계로 배포할 시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JSON
"AppPipeline": {
"Type": "AWS::CodePipeline::Pipeline",
"Properties": {
"RoleArn": { "Ref" : "CodePipelineServiceRole" },
"Stages": [
{
"Name": "Source",
"Actions": [
{
"Name": "SourceAction",
"ActionTypeId": {
"Category": "Source",
"Owner": "AWS",
"Version": "1",
"Provider": "S3"
},
"OutputArtifacts": [
{ "Name": "SourceOutput"
}
],
"Configuration": {
"S3Bucket": { "Ref" : "SourceS3Bucket" },
"S3ObjectKey": { "Ref" : "SourceS3ObjectKey" }
},
"RunOrder": 1
}
]
},
{
"Name": "Beta",
"Actions": [
{
"Name": "BetaAction",
"InputArtifacts": [
{
"Name": "SourceOutput"
}
],
"ActionTypeId": {
"Category": "Deploy",
"Owner": "AWS",
"Version": "1",
"Provider": "CodeDeploy"
},
"Configuration": {
"ApplicationName": {"Ref" : "ApplicationName"},
"DeploymentGroupName": {"Ref" : "DeploymentGroupName"}
},
"RunOrder":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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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ame": "Release",
"Actions": [
{
"Name": "ReleaseAction",
"InputArtifacts": [
{
"Name": "SourceOutput"
}
],
"ActionTypeId": {
"Category": "Deploy",
"Owner": "AWS",
"Version": "1",
"Provider": "CodeDeploy"
},
"Configuration": {
"ApplicationName": {"Ref" : "ApplicationName"},
"DeploymentGroupName": {"Ref" : "DeploymentGroupName"}
},
"RunOrder": 1
}
]

}
],
"ArtifactStore": {
"Type": "S3",
"Location": { "Ref" : "ArtifactStoreS3Location" },
"EncryptionKey": {
"Id": "arn:aws:kms:useast-1:ACCOUNT-ID:key/KEY-ID",
"Type": "KMS"
},
"DisableInboundStageTransitions": [
{
"StageName": "Release",
"Reason": "Disabling the transition until integration tests are completed"
}
],
"Tags": [
{
"Key": "Project",
"Value": "ProjectA"
},
{
"Key": "IsContainerBased",
"Value": "true"
}
]

YAML
AppPipeline:
Type: AWS::CodePipeline::Pipeline
Properties:
RoleArn:
Ref: CodePipelineServiceRole
Stages:
Name: Source
Actions:
Name: Sourc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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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tionTypeId:
Category: Source
Owner: AWS
Version: 1
Provider: S3
OutputArtifacts:
Name: SourceOutput
Configuration:
S3Bucket:
Ref: SourceS3Bucket
S3ObjectKey:
Ref: SourceS3ObjectKey
RunOrder: 1
Name: Beta
Actions:
Name: BetaAction
InputArtifacts:
Name: SourceOutput
ActionTypeId:
Category: Deploy
Owner: AWS
Version: 1
Provider: CodeDeploy
Configuration:
ApplicationName:
Ref: ApplicationName
DeploymentGroupName:
Ref: DeploymentGroupName
RunOrder: 1

Name: Release
Actions:
Name: ReleaseAction
InputArtifacts:
Name: SourceOutput
ActionTypeId:
Category: Deploy
Owner: AWS
Version: 1
Provider: CodeDeploy
Configuration:
ApplicationName:
Ref: ApplicationName
DeploymentGroupName:
Ref: DeploymentGroupName
RunOrder: 1
ArtifactStore:
Type: S3
Location:
Ref: ArtifactStoreS3Location
EncryptionKey:
Id: arn:aws:kms:useast-1:ACCOUNT-ID:key/KEY-ID
Type: KMS
DisableInboundStageTransitions:
StageName: Release
Reason: "Disabling the transition until integration tests are completed"
Tags:
- Key: Project
Value: Proje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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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IsContainerBased
Value: 'true'

AWS::CodePipeline::Pipeline ActionDeclaration
작업 선언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TypeId" : ActionTypeId (p. 1846),
"Configuration" : Json,
"InputArtifacts" : [ InputArtifact (p. 1851), ... ],
"Name" : String,
"Namespace" : String,
"OutputArtifacts" : [ OutputArtifact (p. 1852), ... ],
"Region" : String,
"RoleArn" : String,
"RunOrder" : Integer

YAML
ActionTypeId:
ActionTypeId (p. 1846)
Configuration: Json
InputArtifacts:
- InputArtifact (p. 1851)
Name: String
Namespace: String
OutputArtifacts:
- OutputArtifact (p. 1852)
Region: String
RoleArn: String
RunOrder: Integer

Properties
ActionTypeId
작업 유형과 작업의 공급자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ActionTypeId (p. 18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figuration
작업의 구성입니다. 작업에 대한 입력 값을 지정하는 키-값 페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odePipeline의
작업 구조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CodePipeline의 AWS CloudFormation 작업 유형에 대한 구성 속
성의 목록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에서 구성 속성 참조를 참조하세요. 예제를 포함한 템플
릿 코드 조각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에서 CodePipeline 파이프라인에서 파라미터 재정의
함수 사용을 참조하세요.
값은 JSON 또는 YAML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SON 구성 항목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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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Configuration" : { Key : Value },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Artifacts
작업에서 사용하는 결과물의 이름 또는 ID입니다(예: 테스트 또는 빌드 결과물).

Note
여러 입력 아티팩트가 있는 CodeBuild 작업의 경우 입력 소스 중 하나를 PrimarySource로 지
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Pipeline 사용 설명서에서 CodeBuild 작업 참조 페이
지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Artifact (p. 185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작업 선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space
작업과 연결된 변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이 작업에서 출력으로 생성된 모든 변수는 이 네임스페이스에
속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Artifacts
작업 선언 결과의 이름 또는 ID입니다(예: 테스트 또는 빌드 결과물).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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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utputArtifact (p. 185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on
작업 선언의 AWS 리전입니다(예: us-east-1).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4
Maximum: 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선언된 작업을 수행하는 IAM 서비스의 ARN입니다. 파이프라인의 roleArn을 통해 추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arn:aws(-[\w]+)*:iam::[0-9]{12}:ro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nOrder
작업을 실행하는 순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9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Pipeline::Pipeline ActionTypeId
작업 유형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ategory" : String,
"Owner" : String,
"Provider" : String,
"Versi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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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Category: String
Owner: String
Provider: String
Version: String

Properties
Category
범주는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종류를 정의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공급자 유형을 제한합니다. 유
효한 범주는 아래 값 중 하나로 제한됩니다.
• Source
• Build
• Test
• Deploy
• Invoke
• Approval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wner
호출되는 작업의 생성자입니다. 파이프라인 구조의 작업 범주 섹션에 있는 Owner 필드에는 세 가지 유
효한 값( AWS, ThirdParty 및 Custom)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odePipeline에서 유효한 작업 유
형 및 공급자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vider
작업에서 호출하는 서비스의 공급자입니다. 유효한 공급자는 작업 범주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Deploy 범주 유형의 작업에는 CodeDeploy의 공급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CodeDeploy로 지정됩니
다. 자세한 내용은 CodePipeline에서 유효한 작업 유형 및 공급자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작업 버전을 기술하는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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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Pipeline::Pipeline ArtifactStore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아티팩트가 저장되는 S3 버킷입니다.

Note
파이프라인에 artifactStore 또는 artifactStores가 포함되어야 하나 둘 다 사용할 수는 없
습니다. 파이프라인에서 교차 리전 작업을 생성할 경우 artifactStores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cryptionKey" : EncryptionKey (p. 1851),
"Location" : String,
"Type" : String

YAML
EncryptionKey:
EncryptionKey (p. 1851)
Location: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EncryptionKey
아티팩트 저장소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키입니다(예: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키). 정의하지 않으면 Amazon S3의 기본 키가 사용됩니다. 예제 아티팩트 스토어
암호화 키 필드를 보려면 AWS: :CodePipeline: :Pipeline의 예제 구조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EncryptionKey (p. 185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cation
파이프라인에 대한 아티팩트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Amazon S3 버킷입니다. S3 버킷의 이름을 지정
할 수 있지만 버킷 내 폴더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파이프라인 결과물을 포함하는 폴더는 파이프라인의
이름을 기반으로 생성됩니다. 파이프라인과 동일한 AWS 리전의 S3 버킷을 사용하여 파이프라인 아티
팩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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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결과물 저장소의 유형입니다(예: S3).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Pipeline::Pipeline ArtifactStoreMap
artifactStore 객체와 해당 AWS 리전의 매핑입니다. 파이프라인 리전 및 파이프라인의 각 교차 리전 작
업에 대해 아티팩트 스토어가 있어야 합니다.

Note
파이프라인에 artifactStore 또는 artifactStores가 포함되어야 하나 둘 다 사용할 수는 없
습니다. 파이프라인에서 교차 리전 작업을 생성할 경우 artifactStores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tifactStore" : ArtifactStore (p. 1848),
"Region" : String

YAML
ArtifactStore:
ArtifactStore (p. 1848)
Region: String

Properties
ArtifactStore
파이프라인에 대한 아티팩트가 저장되는 S3 버킷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Note
파이프라인에 artifactStore 또는 artifactStores가 포함되어야 하나 둘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에서 교차 리전 작업을 생성할 경우 artifactStores를 사용해야 합니
다.
Required: 조건
Type: ArtifactStore (p. 18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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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작업 선언의 AWS 리전입니다(예: us-east-1).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4
Maximum: 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Pipeline::Pipeline BlockerDeclaration
추후 사용 예약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Type" : String

YAML
Name: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Name
추후 사용 예약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추후 사용 예약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chedu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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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odePipeline::Pipeline EncryptionKey
아티팩트 저장소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키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예: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키).
EncryptionKey는 ArtifactStore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 : String,
"Type" : String

YAML
Id: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Id
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ID입니다. AWS KMS 키의 경우 키 ID, 키 ARN 또는 별칭 AR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별칭은 고객 마스터 키(CMK)를 생성한 계정에서만 인식됩니다. 교차 계정 작업의 경우 키 ID
또는 키 ARN만 사용하여 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암호화 키의 유형입니다(예: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키).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경우 이 값을 'KMS'로 설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Pipeline::Pipeline InputArtifact
작업할 결과물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예: 테스트 또는 빌드 결과물).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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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Name" : String

YAML
Name: String

Properties
Name
작업할 아티팩트의 이름입니다(예: "My App").
작업의 입력 결과물은 이전 작업에서 선언된 출력 결과물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력 결과
물이 출력 결과물을 제공한 작업에서 반드시 다음 작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 작업이 서로 다른 출
력 결과물을 선언할 수 있으며, 그러면 다른 다음 작업에서 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Pipeline::Pipeline OutputArtifact
작업의 출력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YAML
Name: String

Properties
Name
결과물 출력의 이름입니다(예: "My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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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아티팩트 이름은 다운스트림 작업에 대해 선언된 입력 아티팩트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운스트림 작업의 입력 아티팩트는 출력 아티팩트를 제공한 작업에서 엄격한 순서로 다음 작업일 필요
는 없습니다. 동시 작업이 서로 다른 출력 결과물을 선언할 수 있으며, 그러면 다른 다음 작업에서 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파이프라인 내에서 출력 결과물 이름은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Pipeline::Pipeline StageDeclaration
단계 및 해당 정의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s" : [ ActionDeclaration (p. 1844), ... ],
"Blockers" : [ BlockerDeclaration (p. 1850), ... ],
"Name" : String

YAML
Actions:
- ActionDeclaration (p. 1844)
Blockers:
- BlockerDeclaration (p. 1850)
Name: String

Properties
Actions
단계에 포함된 작업입니다.
Required: 예
Type: ActionDeclaration (p. 184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lockers
추후 사용 예약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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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BlockerDeclaration (p. 185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단계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Pipeline::Pipeline StageTransition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의 결과물 흐름을 비활성화하려는 파이프라인의 이름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ason" : String,
"StageName" : String

YAML
Reason: String
StageName: String

Properties
Reason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단계 비활성화 이유입니다(예: 수동 승인이나 수동 테스트 대기 중). 이 메시지는
파이프라인 콘솔 UI에 표시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00
Pattern: [a-zA-Z0-9!@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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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Name
결과물의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 이행을 비활성화하려는 단계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Pipeline::Webhook
AWS::CodePipeline::Webhook 리소스는 사용자의 Webhook를 생성하고 등록합니다. Webhook를 생성
하여 등록하면 외부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파이프라인을 시작하도록 트리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Pipeline 사용 설명서에서 Webhook를 사용하여 변경을 감지하도록 GitHub 파이프라인 구성을 참조하
세요.
AWS Secrets Manager를 사용해 자격 증명을 저장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Secrets Manager를 사용하는
경우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파라미터를 이미 구성하고 저장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적 참조를
사용하여 템플릿 값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보안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는 값을 템플릿에 직접 입력하지 마십시오. 값은 일반 텍스트로 렌더링되
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자격 증명을 저장하기 위해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에 일반 텍스트를 사용하지 마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dePipeline::Webhook",
"Properties" : {
"Authentication" : String,
"AuthenticationConfiguration" : WebhookAuthConfiguration (p. 1859),
"Filters" : [ WebhookFilterRule (p. 1860), ... ],
"Name" : String,
"RegisterWithThirdParty" : Boolean,
"TargetAction" : String,
"TargetPipeline" : String,
"TargetPipelineVersion" : Integer
}

YAML
Type: AWS::CodePipeline::Webhook
Properties:
Authentication: String
AuthenticationConfiguration:
WebhookAuthConfiguration (p.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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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s:
- WebhookFilterRule (p. 1860)
Name: String
RegisterWithThirdParty: Boolean
TargetAction: String
TargetPipeline: String
TargetPipelineVersion: Integer

Properties
Authentication
지원되는 옵션은 GITHUB_HMAC, IP, UNAUTHENTICATED입니다.
• GITHUB_HMAC에서 구현한 인증 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itHub Developer 웹사이트의 사용자
의 webhook 보호를 참조하십시오.
• IP는 Webhook 트리거 요청이 인증 구성의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IP 범위 안의 IP 주소에서 생성되지
않는 한 요청을 거부합니다.
• UNAUTHENTICATED는 오리진과 상관없이 모든 Webhook 트리거 요청을 허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ITHUB_HMAC | IP | UNAUTHENTICAT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enticationConfiguration
수신 Webhook 트리거 요청에 적용되는 인증을 구성하는 속성입니다. 필수 속성은 인증 유형
에 따라 다릅니다. GITHUB_HMAC의 경우 SecretToken 속성만 설정해야 합니다. IP의 경우
AllowedIPRange 속성을 유효한 CIDR 범위로 설정해야 합니다. UNAUTHENTICATED의 경우 속성
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WebhookAuthConfiguration (p. 185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ters
POST 요청으로 Webhook URL로 전송한 본문/페이로드에 적용되는 규칙의 목록입니다. 정의된 모든 규
칙은 승인될 요청과 시작된 파이프라인을 통과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WebhookFilterRule (p. 1860)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Webhook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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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gisterWithThirdParty
생성된 Webhook와 탐지할 이벤트가 있는 외부 도구 간의 연결을 구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Action
Webhook와 연결하려는 파이프라인에서 작업의 이름입니다. 작업은 파이프라인의 소스(첫) 단계에서만
나와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Pipeline
Webhook와 연결하려는 파이프라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PipelineVersion
트리거 요청에 연결할 파이프라인의 버전 번호입니다.
필수: 예
형식: 정수
업데이트 필요 조건: 무중단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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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webhook 이름(예: MyFirstPipelineSourceAction1-Webhook-utb9LrOl24Kk)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Url
AWS CodePipeline에서 생성한 Webhook URL입니다(예: https://eucentral-1.webhooks.aws/trigger123456).

예제
Webhook 리소스 구성
다음은 MyWebhook라는 Webhook를 생성하고, 그 Webhook를 파이프라인의 GitHub 소스 리포지토리에 등
록하는 예입니다. 이 예제에서 WebhookPipeline은 Webhook를 추가하려는 파이프라인의 논리적 ID입니다.
AWS Secrets Manager를 사용해 자격 증명을 저장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Secrets Manager
를 사용하는 경우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파라미터를 이미 구성하고 저장했어야 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Webhook의 GitHub 자격 증명에 대한 AWS Secrets Manager에 대한 동적 참조를
{{resolve:secretsmanager:MyGitHubSecret:SecretString:token}} 참조 형식으로 사용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동적 참조를 사용하여 템플릿 값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보안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는 값을 템플릿에 직접 입력하지 마십시오. 값은 일반 텍스트로 렌더링되
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자격 증명을 저장하기 위해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에 일반 텍스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JSON
{

"Webhook": {
"Type": "AWS::CodePipeline::Webhook",
"Properties": {
"AuthenticationConfiguration": {
"SecretToken": "{{resolve:secretsmanager:MyGitHubSecret:SecretString:token}}"
},
"Filters": [
{
"JsonPath": "$.ref",
"MatchEquals": "refs/heads/{Branch}"
}
],
"Authentication": "GITHUB_HMAC",
"TargetPipeline": { "Ref" : "WebhookPipeline" },
"TargetAction": "Source",
"Name": "MyWebh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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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argetPipelineVersion": { "Fn::GetAtt" : [ "WebhookPipeline", "Version" ] },
"RegisterWithThirdParty": "true"

YAML
Webhook:
Type: 'AWS::CodePipeline::Webhook'
Properties:
AuthenticationConfiguration:
SecretToken: {{resolve:secretsmanager:MyGitHubSecret:SecretString:token}}
Filters:
- JsonPath: "$.ref"
MatchEquals: refs/heads/{Branch}
Authentication: GITHUB_HMAC
TargetPipeline: !Ref WebhookPipeline
TargetAction: Source
Name: MyWebhook
TargetPipelineVersion: !GetAtt WebhookPipeline.Version
RegisterWithThirdParty: 'true'

AWS::CodePipeline::Webhook WebhookAuthConfiguration
수신 Webhook 트리거 요청에 적용되는 인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owedIPRange" : String,
"SecretToken" : String

YAML
AllowedIPRange: String
SecretToken: String

Properties
AllowedIPRange
IP 주소 범위에서 Webhook 수락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속성입니다. IP의 경우, AllowedIPRange 속
성만 설정해야 합니다. 이 속성은 유효한 CIDR 범위로 설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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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Token
GitHub 인증을 구성하는 데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GITHUB_HMAC의 경우 SecretToken 속성만 설정
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dePipeline::Webhook WebhookFilterRule
언제 해당 URL로 Webhook 알림이 전송되는지를 지정하는 이벤트 조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JsonPath" : String,
"MatchEquals" : String

YAML
JsonPath: String
MatchEquals: String

Properties
JsonPath
Webhook의 본문/페이로드에 적용되는 JsonPath 표현식입니다. JsonPath 표현식이 선택한 값은
MatchEquals 필드에 지정된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청이 무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GitHub에서 Java JsonPath 구현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tchEquals
JsonPath 표현식으로 선택된 값이 MatchEquals 필드에 제공된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
면 요청이 무시됩니다. 작업 구성 키를 중괄호로 묶어서 대상 작업 구성의 속성을 이 값에 자리 표시자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fs/heads/{Branch}’ 값을 제공할 경우 값이 ‘master’인 ‘Branch’라는
작업 구성 속성이 대상 작업에 포함되며, MatchEquals 값은 ‘refs/heads/master’로 평가됩니다. 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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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유형에 대한 작업 구성 속성의 목록을 보려면 파이프라인 구조 참조 작업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
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CodeSta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odeStar::GitHubRepository (p. 1861)

AWS::CodeStar::GitHubRepository
AWS::CodeStar::GitHubRepository 리소스는 사용자가 AWS 워크플로에서 사용할 소스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GitHub 리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소스 코드를 생성된 리포지토리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소스 코드 ZIP 파일의 위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 액세스 토큰을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제공하려면 GitHub에 해당 토큰이 생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AWS는 이 토큰을 사
용하여 사용자 대신 GitHub에 연결합니다. AWS CodeStar 프로젝트에서 GitHub를 사용하는 자세한 내용은
AWS CodeStar 프로젝트 파일 및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deStar::GitHubRepository",
"Properties" : {
"Code" : Code (p. 1864),
"ConnectionArn" : String,
"EnableIssues" : Boolean,
"IsPrivate" : Boolean,
"RepositoryAccessToken" : String,
"RepositoryDescription" : String,
"RepositoryName" : String,
"RepositoryOwner" : String
}

YAML
Type: AWS::CodeStar::GitHubRepository
Properties:
Code:
Code (p. 1864)
ConnectionArn: String
EnableIssues: Boolean
IsPrivate: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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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itoryAccessToken: String
RepositoryDescription: String
RepositoryName: String
RepositoryOwner: String

Properties
Code
AWS CloudFormation 스택에서 생성된 후 리포지토리에 커밋될 코드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de (p. 1864)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Connection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Issues
GitHub 리포지토리에 대해 문제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GitHub 문제를 사용하여 리포지토리
의 정보 및 버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IsPrivate
GitHub 리포지토리가 프라이빗 리포지토리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그럴 경우 누가 이 리포지토리를 보
고 커밋할 수 있는지 선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RepositoryAccessToken
GitHub 사용자의 GitHub 리포지토리용 개인 액세스 토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RepositoryDescription
새 리포지토리에 대한 주석 또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리포지토리 생성 후 GitHub에 표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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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RepositoryName
AWS CloudFormation 스택 생성 시 GitHub에서 만들 리포지토리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RepositoryOwner
생성할 GitHub 리포지토리의 소유자의 GitHub 사용자 이름입니다. 이 리포지토리를 GitHub 조직에서
소유할 경우 해당 이름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포지토리 소유자와 리포지토리 이
름의 문자열 조합(예: my-github-account/my-github-repo).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GitHub 리포지토리 리소스 구성
AWS::CodeStar::GitHubRepository 리소스에 대한 다음 예제에서는 프라이빗 GitHub 리포지토리를
생성하고 문제를 활성화합니다.
보안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는 값을 템플릿에 직접 입력하지 마십시오. 값은 일반 텍스트로 렌더링되어 읽을
수 있습니다. 대신,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보안 파라미터를 입력합니다.
• 값을 NoEcho 파라미터로 전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서 파라미터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 GitHub 토큰을 AWS Secrets Manager에 저장하고 리소스 속성을 통해 검색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토
큰 ID가 값 resolve:secretsmanager:your-secret-manager-name:SecretString:yoursecret-manager-key로 AWS Secrets Manager에 파라미터로 저장됩니다.

JSON
{

"MyRepo": {
"Type": "AWS::CodeStar::GitHubRepository",
"Properties": {
"Code": {
"S3": {
"Bucket": "my-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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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sourcecode.zip",
"ObjectVersion": "1"

}
},
"EnableIssues": true,
"IsPrivate": true,
"RepositoryAccessToken": "{{resolve:secretsmanager:your-secret-managername:SecretString:your-secret-manager-key}}",
"RepositoryDescription": "a description",
"RepositoryName": "my-github-repo",
"RepositoryOwner": "my-github-account"
}
}
}

YAML
MyRepo:
Type: AWS::CodeStar::GitHubRepository
Properties:
Code:
S3:
Bucket: "my-bucket"
Key: "sourcecode.zip"
ObjectVersion: "1"
EnableIssues: true
IsPrivate: true
RepositoryAccessToken: '{{resolve:secretsmanager:your-secret-managername:SecretString:your-secret-manager-key}}'
RepositoryDescription: a description
RepositoryName: my-github-repo
RepositoryOwner: my-github-account

AWS::CodeStar::GitHubRepository Code
Code 속성 유형은 커밋될 코드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Code는 AWS::CodeStar::GitHubRepository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 : S3 (p. 1865)

YAML
S3:
S3 (p. 1865)

Properties
S3
리포지토리에 커밋될 코드의 ZIP 파일이 포함된 Amazon S3 버킷에 대한 정보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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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S3 (p. 1865)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AWS::CodeStar::GitHubRepository S3
S3 속성 유형은 새 리포지토리에 커밋될 코드가 포함된 Amazon S3 버킷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S3는 AWS::CodeStar::GitHubRepository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 : String,
"Key" : String,
"ObjectVersion" : String

YAML
Bucket: String
Key: String
ObjectVersion: String

Properties
Bucket
새 리포지토리에 커밋될 콘텐츠의 ZIP 파일이 포함된 Amazon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Key
ZIP 파일의 S3 객체 키 또는 파일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ObjectVersion
Amazon S3 버킷에 버전 관리가 활성화된 경우 ZIP 파일의 객체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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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AWS CodeStar Connections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odeStarConnections::Connection (p. 1866)

AWS::CodeStarConnections::Connection
AWS::CodeStarConnections::Connec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외부 소스 공급자를 AWS CodePipeline 같은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AWS CloudFormation를 통해 생성된 연결은 기본적으로 PENDING 상태입니다. 콘솔에서 연결을 업데
이트하여 AVAILABLE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deStarConnections::Connection",
"Properties" : {
"ConnectionName" : String,
"HostArn" : String,
"ProviderTyp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CodeStarConnections::Connection
Properties:
ConnectionName: String
HostArn: String
ProviderTyp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ConnectionName
연결의 이름입니다. 연결 이름은 AWS 사용자 계정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
Pattern: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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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HostArn
연결과 관련된 호스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arn:aws(-[\w]+)*:codestar-connections:.+:[0-9]{12}:hos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viderType
타사 코드 리포지토리가 구성된 외부 공급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itbucket | GitHub | GitHubEnterpriseServer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리소스에 적용되는 태그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연결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
다.합니다. ARN은 AWS 서비스 간에 연결이 공유될 때 연결 참조로 사용됩니다. 예:
arn:aws:codestar-connections:us-west-2:123456789012:connection/39e4c34de13a-4e94-a886-ea67651bf042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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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Arn
연결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RN은 AWS 서비스 간에 연결이 공
유될 때 연결 참조로 사용됩니다. 예: arn:aws:codestar-connections:uswest-2:123456789012:connection/39e4c34d-e13a-4e94-a886-ea67651bf042.
ConnectionStatus
연결의 현재 상태입니다. 예: PENDING, AVAILABLE 또는 ERROR.
OwnerAccountId
연결 소유자의 AWS 계정 ID입니다. Bitbucket의 경우 Bitbucket 리포지토리 소유자의 계정 ID입니다. 예:
123456789012.

예제
Bitbucket 연결 구성
다음 예제에서는 Bitbucket과의 연결을 생성합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ampleConnection": {
"Type": "AWS::CodeStarConnections::Connection",
"Properties": {
"ConnectionName": "MyConnection",
"ProviderType": "Bitbucket",
"Tags": [
{
"Key": "Project",
"Value": "ProjectB"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ampleConnection:
Type: 'AWS::CodeStarConnections::Connection'
Properties:
ConnectionName: MyConnection
ProviderType: Bitbucket
Tags:
- Key: Project
Value: ProjectB

GitHub Enterprise Server 연결 구성
다음 예제에서는 GitHub Enterprise Server와의 연결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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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ampleConnection": {
"Type": "AWS::CodeStarConnections::Connection",
"Properties": {
"ConnectionName": "MyConnection",
"ProviderType": "GitHubEnterpriseServer",
"HostArn": "arn:aws:codestar-connections:us-west-2:123456789123:host/
abc123-example",
"Tags": [
{
"Key": "Project",
"Value": "ProjectB"
}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ampleConnection:
Type: 'AWS::CodeStarConnections::Connection'
Properties:
ConnectionName: MyConnection
ProviderType: GitHubEnterpriseServer
HostArn: 'arn:aws:codestar-connections:us-west-2:123456789123:host/abc123-example'
Tags:
- Key: Project
Value: ProjectB

AWS CodeStar 알림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odeStarNotifications::NotificationRule (p. 1869)

AWS::CodeStarNotifications::NotificationRule
리소스에 대한 알림 규칙을 생성합니다. 규칙은 알림을 발행할 이벤트와 알림을 받게 될 대상(예: AWS
Chatbot 주제 또는 Slack용으로 구성된 AWS Chatbot 클라이언트)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CodeStarNotifications::NotificationRule",
"Proper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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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tailType" : String,
"EventTypeIds" : [ String, ... ],
"Name" : String,
"Resource" : String,
"Status" : String,
"Tags" : Json,
"Targets" : [ Target (p. 1872), ... ]

YAML
Type: AWS::CodeStarNotifications::NotificationRule
Properties:
DetailType: String
EventTypeIds:
- String
Name: String
Resource: String
Status: String
Tags: Json
Targets:
- Target (p. 1872)

Properties
DetailType
이 리소스에 대한 알림에 포함할 상세 정보 수준입니다. BASIC은 Amazon CloudWatch에 표시되는 이
벤트 콘텐츠만 포함합니다. FULL은 AWS CodeStar Notifications 및 알림이 생성된 리소스의 서비스에
서 제공하는 모든 추가 정보를 포함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ASIC | FUL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TypeIds
이 알림 규칙과 연결된 이벤트 유형의 목록입니다. 이벤트 유형 및 ID의 전체 목록은 개발자 도구 콘솔
사용 설명서의 알림 개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알림 규칙의 이름입니다. 알림 규칙 이름은 AWS 계정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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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A-Za-z0-9\-_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
알림 규칙과 연결할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지원되는 리소스로는 AWS
CodePipeline의 파이프라인, AWS CodeCommit의 리포지토리 및 AWS CodeBuild의 빌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arn:aws[^:\s]*:[^:\s]*:[^:\s]*:[0-9]{12}:[^\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tus
알림 규칙의 상태입니다. 기본 값은 ENABLED입니다. 상태가 DISABLED로 설정된 경우 알림 규칙에 대
한 알림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알림 규칙에 적용할 태그의 목록입니다. 키 이름은 ‘aws’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rgets
알림 규칙에 연결할 AWS Chatbot 주제 및 AWS Chatbot 클라이언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목록
입니다.
Required: 예
Type: 대상 (p. 1872) 목록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가 제공되면 Ref는 알림 규칙 ARN을 반환합니다.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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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다음 예제에서는 “My Notification Rule for Comments on Commits(커밋 설명을 위한 내 알림 규칙)”이라는 이
름의 알림 규칙을 생성합니다. 알림 규칙에는 규칙을 소유한 팀을 나타내는 키-값 페어로 태그가 지정됩니다.

JSON
{

}

"Type": "AWS::CodeStarNotifications::NotificationRule",
"Properties": {
"Name": "My Notification Rule for Comments on Commits",
"DetailType": "FULL",
"Resource": "arn:aws:codecommit:us-east-2:123456789012:MyDemoRepo",
"EventTypeIds": [
"codecommit-repository-comments-on-commits"
],
"Targets": [
{
"TargetType": "SNS",
"TargetAddress": "arn:aws:sns:us-east-2:123456789012:MyNotificationTopic"
}
],
"Tags": {
"Team": "Saanvi"
}
}

YAML
Type: 'AWS::CodeStarNotifications::NotificationRule'
Properties:
Name: 'My Notification Rule for Comments on Commits'
DetailType: FULL
Resource: 'arn:aws:codecommit:us-east-2:123456789012:MyDemoRepo'
EventTypeIds:
- codecommit-repository-comments-on-commits
Targets:
- TargetType: SNS
TargetAddress: 'arn:aws:sns:us-east-2:123456789012:MyNotificationTopic'
Tags:
Team: Saanvi

AWS::CodeStarNotifications::NotificationRule Target
알림 규칙에 연결된 AWS Chatbot 주제 또는 AWS Chatbot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argetAddress" : String,
"TargetType" : String

YAML
TargetAddress: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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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Type: String

Properties
TargetAddress
AWS Chatbot 주제 또는 AWS Chatbot 클라이언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Type
대상 유형입니다.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주제 또는 AWS Chatbot 클라이언트일 수 있습니
다.
•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주제는 SNS로 지정됩니다.
• AWS Chatbot 클라이언트는 AWSChatbotSlack으로 지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Za-z]+$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Cognito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ognito::IdentityPool (p. 1873)
• AWS::Cognito::IdentityPoolRoleAttachment (p. 1879)
• AWS::Cognito::UserPool (p. 1885)
• AWS::Cognito::UserPoolClient (p. 1914)
• AWS::Cognito::UserPoolDomain (p. 1923)
• AWS::Cognito::UserPoolGroup (p. 1926)
• AWS::Cognito::UserPoolIdentityProvider (p. 1928)
• AWS::Cognito::UserPoolResourceServer (p. 1935)
• AWS::Cognito::UserPoolRiskConfigurationAttachment (p. 1938)
• AWS::Cognito::UserPoolUICustomizationAttachment (p. 1950)
• AWS::Cognito::UserPoolUser (p. 1952)
• AWS::Cognito::UserPoolUserToGroupAttachment (p. 1956)

AWS::Cognito::IdentityPool
AWS::Cognito::IdentityPool 리소스는 Amazon Cognito 자격 증명 풀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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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에서 실수로 리소스를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DeletionPolicy 속성 및
UpdateReplacePolicy 속성을 사용하여 삭제 또는 교체 시 리소스를 보관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gnito::IdentityPool",
"Properties" : {
"AllowClassicFlow" : Boolean,
"AllowUnauthenticatedIdentities" : Boolean,
"CognitoEvents" : Json,
"CognitoIdentityProviders" : [ CognitoIdentityProvider (p. 1877), ... ],
"CognitoStreams" : CognitoStreams (p. 1878),
"DeveloperProviderName" : String,
"IdentityPoolName" : String,
"OpenIdConnectProviderARNs" : [ String, ... ],
"PushSync" : PushSync (p. 1879),
"SamlProviderARNs" : [ String, ... ],
"SupportedLoginProviders" : Json
}

YAML
Type: AWS::Cognito::IdentityPool
Properties:
AllowClassicFlow: Boolean
AllowUnauthenticatedIdentities: Boolean
CognitoEvents: Json
CognitoIdentityProviders:
- CognitoIdentityProvider (p. 1877)
CognitoStreams:
CognitoStreams (p. 1878)
DeveloperProviderName: String
IdentityPoolName: String
OpenIdConnectProviderARNs:
- String
PushSync:
PushSync (p. 1879)
SamlProviderARNs:
- String
SupportedLoginProviders: Json

Properties
AllowClassicFlow
기본(클래식) 인증 흐름을 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lowUnauthenticatedIdentities
자격 증명 풀에서 미인증 로그인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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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gnitoEvents
구성할 이벤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gnitoIdentityProviders
Amazon Cognito 사용자 풀 및 클라이언트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gnitoIdentityProvider (p. 187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gnitoStreams
Amazon Cognito 스트림 구성을 위한 구성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gnitoStreams (p. 18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eloperProviderName
Amazon Cognito가 사용자를 참조할 때 사용하는 “도메인”입니다. 이 이름은 백엔드 및 Amazon
Cognito 서비스에서 개발자 공급자에 대해 통신하도록 허용하는 자리 표시자 역할을 합니다.
DeveloperProviderName의 경우 문자와 마침표(.), 밑줄(_) 및 대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길이: 1
최대 길이: 100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entityPoolName
Amazon Cognito 자격 증명 풀의 이름입니다.
최소 길이: 1
최대 길이: 128
패턴: [\w\s+=,.@-]+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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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penIdConnectProviderARNs
OpenID 연결 공급자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ushSync
자격 증명 풀에 적용할 구성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ushSync (p. 187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mlProviderARNs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공급자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pportedLoginProviders
공급자 이름을 공급자 앱 ID에 매핑하는 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IdentityPoolId(예: useast-2:0d01f4d7-1305-4408-b437-12345EXAMPLE)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Name
문자열로 반환되는 Amazon Cognito 자격 증명 풀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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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ognito::IdentityPool CognitoIdentityProvider
CognitoIdentityProvider는 Amazon Cognito 사용자 풀과 해당 클라이언트 ID를 나타내는
AWS::Cognito::IdentityPool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ientId" : String,
"ProviderName" : String,
"ServerSideTokenCheck" : Boolean

YAML
ClientId: String
ProviderName: String
ServerSideTokenCheck: Boolean

Properties
ClientId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의 클라이언트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viderName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의 공급자 이름입니다. 예: cognito-idp.us-east-2.amazonaws.com/
us-east-2_123456789.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erSideTokenCheck
자격 증명 공급자의 토큰에 대해 서버 측 토큰 확인을 활성화한 경우 TRUE입니다.
자격 증명 풀에 대해 ServerSideTokenCheck를 TRUE로 설정하면 자격 증명 풀이 사용자에게 OIDC
토큰 또는 AWS 자격 증명을 제공하기 전에 자격 증명 풀은 통합된 사용자 풀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글로
벌로 로그아웃 또는 삭제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가 로그아웃 또는 삭제된 경우 자격 증명 풀은 400 권한 없음 오류를 반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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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IdentityPool CognitoStreams
CognitoStreams는 Amazon Cognito 스트림의 구성 옵션을 정의하는 AWS::Cognito::IdentityPool 리소스
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oleArn" : String,
"StreamingStatus" : String,
"StreamName" : String

YAML
RoleArn: String
StreamingStatus: String
StreamName: String

Properties
RoleArn
Amazon Cognito에서 스트림에 게시하기 위해 수임할 수 있는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
니다. 이 역할은 Amazon Cognito 스트림에서 PutRecord를 호출하기 위해 Amazon Cognito(cognitosync)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ingStatus
Amazon Cognito 스트림의 상태입니다. 유효한 값은 ENABLED 또는 DISABLE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Name
업데이트를 수신할 Amazon Cognito 스트림의 이름입니다. 이 스트림은 자격 증명 풀과 동일한 리전 및
개발자 계정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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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ognito::IdentityPool PushSync
PushSync는 Amazon Cognito ID 풀에 적용할 구성 옵션을 정의하는 AWS::Cognito::IdentityPool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plicationArns" : [ String, ... ],
"RoleArn" : String

YAML
ApplicationArns:
-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ApplicationArns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Amazon SNS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mazon Cognito가 개발자를 대신해 Amazon SNS를 호출하도록 구성된 IAM 역할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IdentityPoolRoleAttachment
AWS::Cognito::IdentityPoolRoleAttachment 리소스는 Amazon Cognito 자격 증명 풀에 대한 역할
구성을 관리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Cognito::IdentityPoolRole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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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
"IdentityPoolId" : String,
"RoleMappings" : Json,
"Roles" : Json
}

YAML
Type: AWS::Cognito::IdentityPoolRoleAttachment
Properties:
IdentityPoolId: String
RoleMappings: Json
Roles: Json

Properties
IdentityPoolId
자격 증명 풀 ID는 REGION:GUID 형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Mappings
특정 ID 공급자의 사용자가 역할로 매핑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RoleMapping 객체 맵에 대한 문자
열입니다. 문자열은 ID 공급자를 식별합니다. 예: graph.facebook.com 또는 cognito-idp.useast-1.amazonaws.com/us-east-1_abcdefghi:app_client_id.
이 객체에 IdentityProvider 필드가 제공되지 않으면 문자열이 ID 공급자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RoleMapping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s
이 풀과 연결된 역할의 맵입니다. 주어진 역할에 대해 키는 “인증” 또는 “인증되지 않음”입니다. 이 값은
역할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생성된 ID(예:
IdentityPoolRoleAttachment-EXAMPLEwnOR3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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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자격 증명 풀을 위한 역할 설정
다음 예제에서는 자격 증명 풀의 역할을 설정합니다. “인증”및 “인증되지 않음”으로 역할을 설정하고 여기에
두 개의 ID 공급자를 매핑합니다. 첫 번째 ID 공급자는 “graph.facebook.com”입니다. 두 번째는 참조를 사용
하여 ID 공급자 이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JSON
{

"IdentityPoolRoleAttachment":{
"Type":"AWS::Cognito::IdentityPoolRoleAttachment",
"Properties":{
"IdentityPoolId":{
"Ref":"IdentityPool"
},
"Roles":{
"authenticated":{
"Fn::GetAtt":[
"AuthenticatedRole",
"Arn"
]
},
"unauthenticated":{
"Fn::GetAtt":[
"UnAuthenticatedRole",
"Arn"
]
}
},
"RoleMappings":{
"graph.facebook.com":{
"IdentityProvider":"graph.facebook.com",
"AmbiguousRoleResolution":"Deny",
"Type":"Rules",
"RulesConfiguration":{
"Rules":[
{
"Claim":"sub",
"MatchType":"Equals",
"RoleARN":{
"Fn::GetAtt":[
"AuthenticatedRole",
"Arn"
]
},
"Value":"goodvalue"
}
]
}
},
"userpool1":{
"IdentityProvider":{
"Ref":"CognitoUserPool"
},
"AmbiguousRoleResolution":"Deny",
"Type":"Rules",
"RulesConfiguration":{
"Ru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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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Claim":"sub",
"MatchType":"Equals",
"RoleARN":{
"Fn::GetAtt":[
"AuthenticatedRole",
"Arn"
]
},
"Value":"goodvalue"

YAML
IdentityPoolRoleAttachment:
Type: AWS::Cognito::IdentityPoolRoleAttachment
Properties:
IdentityPoolId: !Ref IdentityPool
Roles:
"authenticated": !GetAtt AuthenticatedRole.Arn
"unauthenticated": !GetAtt UnAuthenticatedRole.Arn
RoleMappings:
"graph.facebook.com":
IdentityProvider: "graph.facebook.com"
AmbiguousRoleResolution: Deny
Type: Rules
RulesConfiguration:
Rules:
- Claim: "sub"
MatchType: "Equals"
RoleARN: !GetAtt AuthenticatedRole.Arn
Value: "goodvalue"
"userpool1":
IdentityProvider: !Ref CognitoUserPool
AmbiguousRoleResolution: Deny
Type: Rules
RulesConfiguration:
Rules:
- Claim: "sub"
MatchType: "Equals"
RoleARN: !GetAtt AuthenticatedRole.Arn
Value: "goodvalue"

AWS::Cognito::IdentityPoolRoleAttachment MappingRule
역할 ARN에 클레임을 매핑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laim" : String,
"MatchTyp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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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ARN" : String,
"Value" : String

YAML
Claim: String
MatchType: String
RoleARN: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Claim
토큰에 있어야 하는 클레임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isAdmin" 또는 "pa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tchType
IdP 토큰의 클레임 값이 Value와 일치하는 정도를 지정하는 일치 조건입니다.
유효한 값은 Equals, Contains, StartsWith 및 NotEqual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클레임이 일치해야 하는 간단한 문자열입니다. 예를 들면 "paid" 또는 "yes"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IdentityPoolRoleAttachment RoleMapping
RoleMapping은 Amazon Cognito 자격 증명 풀의 역할 매핑 속성을 정의하는
AWS::Cognito::IdentityPoolRoleAttachment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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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mbiguousRoleResolution" : String,
"IdentityProvider" : String,
"RulesConfiguration" : RulesConfigurationType (p. 1885),
"Type" : String

YAML
AmbiguousRoleResolution: String
IdentityProvider: String
RulesConfiguration:
RulesConfigurationType (p. 1885)
Type: String

Properties
AmbiguousRoleResolution
Rules 유형의 클레임 값과 일치하는 규칙이 없는 경우 또는 cognito:preferred_role 클레임이
없고 Token 유형에 대한 cognito:roles 일치 항목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수행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Token 또는 Rules를 Type으로 지정할 경우 AmbiguousRoleResolution이 필요합니다.
유효한 값은 AuthenticatedRole 또는 Deny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entityProvider
역할이 매핑된 자격 증명 공급자의 식별자입니다. 예: graph.facebook.com 또는 cognitoidp.us-east-1.amazonaws.com/us-east-1_abcdefghi:app_client_id (http://
cognito-idp.us-east-1.amazonaws.com/us-east-1_abcdefghi:app_client_id). 사용자
가 인증에 사용하는 자격 증명 공급자입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 속성이 제공되지 않으면 RoleMappings 맵에 있는 항목의 키가 자격 증명 공급자로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sConfiguration
사용자와 역할 간 매핑에 사용될 규칙입니다. “Rules”를 역할 매핑 유형으로 지정할 경우
RulesConfiguration이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ulesConfigurationType (p.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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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역할 매핑 유형입니다. Token은 Amazon Cognito 자격 증명 공급자 토큰의 cognito:roles 및
cognito:preferred_role 클레임을 사용하여 그룹을 역할로 매핑합니다. Rules는 토큰의 클레임
과 일치하도록 한 후 역할에 매핑합니다.
유효한 값은 Token 또는 Rules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IdentityPoolRoleAttachment RulesConfigurationType
RulesConfigurationType은 사용자를 역할에 매핑하는 데 사용할 규칙을 정의하는 RoleMapping 속성의
하위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ules" : [ MappingRule (p. 1882), ... ]

YAML
Rules:
- MappingRule (p. 1882)

Properties
Rules
규칙입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당 최대 25개의 규칙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MappingRule (p. 188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
AWS::Cognito::UserPool 리소스는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을 생성합니다. Amazon Cognito 사용자
풀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ognito 사용자 풀 및 CreateUserPool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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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Cognito::UserPool",
"Properties" : {
"AccountRecoverySetting" : AccountRecoverySetting (p. 1892),
"AdminCreateUserConfig" : AdminCreateUserConfig (p. 1892),
"AliasAttributes" : [ String, ... ],
"AutoVerifiedAttributes" : [ String, ... ],
"DeviceConfiguration" : DeviceConfiguration (p. 1895),
"EmailConfiguration" : EmailConfiguration (p. 1896),
"EmailVerificationMessage" : String,
"EmailVerificationSubject" : String,
"EnabledMfas" : [ String, ... ],
"LambdaConfig" : LambdaConfig (p. 1899),
"MfaConfiguration" : String,
"Policies" : Policies (p. 1906),
"Schema" : [ SchemaAttribute (p. 1907), ... ],
"SmsAuthenticationMessage" : String,
"SmsConfiguration" : SmsConfiguration (p. 1909),
"SmsVerificationMessage" : String,
"UsernameAttributes" : [ String, ... ],
"UsernameConfiguration" : UsernameConfiguration (p. 1911),
"UserPoolAddOns" : UserPoolAddOns (p. 1911),
"UserPoolName" : String,
"UserPoolTags" : Json,
"VerificationMessageTemplate" : VerificationMessageTemplate (p. 1912)
}

YAML
Type: AWS::Cognito::UserPool
Properties:
AccountRecoverySetting:
AccountRecoverySetting (p. 1892)
AdminCreateUserConfig:
AdminCreateUserConfig (p. 1892)
AliasAttributes:
- String
AutoVerifiedAttributes:
- String
DeviceConfiguration:
DeviceConfiguration (p. 1895)
EmailConfiguration:
EmailConfiguration (p. 1896)
EmailVerificationMessage: String
EmailVerificationSubject: String
EnabledMfas:
- String
LambdaConfig:
LambdaConfig (p. 1899)
MfaConfiguration: String
Policies:
Policies (p. 1906)
Schema:
- SchemaAttribute (p. 1907)
SmsAuthenticationMessage: String
SmsConfiguration:
SmsConfiguration (p. 1909)
SmsVerificationMessage: String
UsernameAttributes:
- String
Username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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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nameConfiguration (p. 1911)
UserPoolAddOns:
UserPoolAddOns (p. 1911)
UserPoolName: String
UserPoolTags: Json
VerificationMessageTemplate:
VerificationMessageTemplate (p. 1912)

Properties
AccountRecoverySetting
이 설정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ForgotPassword를 호출할 때 암호를 복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검증
된 방법을 정의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일 때 선호하는 방법을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사용자도 SMS MFA를 활성화한 경우 SMS는 유효한 암호 복구 메
커니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설정이 없는 경우 Cognito는 레거시 동작을 사용하여 이메일보다 SMS
가 선호되는 복구 방법을 결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countRecoverySetting (p. 18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dminCreateUserConfig
새 사용자 프로필을 생성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dminCreateUserConfig (p. 18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iasAttributes
사용자 풀에 대한 별칭으로 지원되는 속성입니다. 가능한 값: phone_number, email 또는
preferred_username.

Note
이 사용자 풀 속성은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oVerifiedAttributes
자동으로 확인되는 속성입니다. 가능한 값: email, phone_number.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iceConfiguration
디바이스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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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viceConfiguration (p. 18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mailConfiguration
이메일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mailConfiguration (p. 18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mailVerificationMessage
이메일 확인 메시지를 나타내는 문자열입니다. EmailVerificationMessage는 EmailSendingAccount가
DEVELOPER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6
Maximum: 20000
Pattern: [\p{L}\p{M}\p{S}\p{N}\p{P}\s*]*\{####\}
[\p{L}\p{M}\p{S}\p{N}\p{P}\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mailVerificationSubject
이메일 확인 제목을 나타내는 문자열입니다. EmailVerificationSubject는 EmailSendingAccount가
DEVELOPER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40
Pattern: [\p{L}\p{M}\p{S}\p{N}\p{P}\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Mfas
지정된 사용자 풀의 MFA를 활성화합니다. 모든 MFA를 활성화된 후 비활성화하려면 MfaConfiguration
을 “OFF”로 설정하고 EnabledMfas를 제거합니다. MfaConfiguration이 OFF인 경우에만 모든 MFA를 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SMS_MFA가 활성화되면 MfaConfiguration를 “OFF”로 설정해야만 SMS_MFA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값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SMS_MFA - 사용자 풀에 대한 SMS MFA를 활성화합니다. SMS 구성이 제공된 경우에만 SMS_MFA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SOFTWARE_TOKEN_MFA - 사용자 풀에 대한 소프트웨어 토큰 MFA를 활성화합니다.
허용된 값: SMS_MFA | SOFTWARE_TOKEN_MFA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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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mbdaConfig
새로운 사용자 풀에 대한 Lambda 트리거 구성 정보입니다.

Note
푸시 모델에서는 이벤트 소스(예: Amazon S3 및 사용자 지정 애플리케이션)가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Lambda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 이러한 이벤트 소스에 대
한 권한을 추가하기 위해 또 다른 호출을 해야 합니다.
Lambda API를 사용하여 권한을 추가하는 방법은 AddPermission 을 참조하십시오.
AWS CLI를 사용하여 권한을 추가하는 방법은 add-permission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LambdaConfig (p. 18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faConfiguration
멀티 팩터 (MFA) 구성입니다. 유효한 값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OFF MFA는 어떤 사용자에게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사용자의 로그인에 ON MFA가 필요합니다.
• OPTIONAL MFA는 MFA 계수가 활성화된 개별 사용자에게만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FF | ON | OPTIONA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ies
사용자 풀과 연결된 정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olicies (p. 190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ma
새 사용자 풀에 대한 스키마 속성입니다. 이러한 속성은 표준 속성이거나 사용자 지정 속성일 수 있습니
다.

Note
사용자 풀을 업데이트하는 동안 새 스키마 속성을 추가할 수 있지만 기존 스키마 속성을 수정하
거나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hemaAttribute (p. 1907)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msAuthenticationMessage
SMS 인증 메시지를 나타내는 문자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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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6
Maximum: 140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msConfiguration
SMS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msConfiguration (p. 19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msVerificationMessage
SMS 확인 메시지를 나타내는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6
Maximum: 140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Attributes
사용자가 가입할 때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사용자 이름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능한 값: phone_number 또는 email.
이 사용자 풀 속성은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Configuration
선택한 로그인 옵션에 대한 사용자 이름 입력에 대/소문자 구분을 설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alse로 설정되면 사용자는 “username” 또는 “Username”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은 일단 설정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UsernameConfiguration (p. 19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PoolAddOns
고급 보안 위험 탐지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키 AdvancedSecurityMode를 값 "AUDIT"으로 설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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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UserPoolAddOns (p. 19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PoolName
사용자 풀의 이름을 지정하는 데 사용하는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PoolTags
사용자 풀에 할당할 태그 키와 값입니다. 태그는 용도, 소유자, 환경 또는 기타 기준과 같은 다양한 방법
으로 사용자 풀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레이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ificationMessageTemplate
앱이 사용자 정보에 액세스할 권한을 요청할 때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확인 메시지 템플릿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erificationMessageTemplate (p. 19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생성된 ID(예: useast-2_zgaEXAMPLE)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사용자 풀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예: arn:aws:cognito-idp:useast-1:123412341234:userpool/us-east-1_12341234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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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Name
String으로 지정된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의 공급자 이름입니다.
ProviderURL
String으로 지정된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의 공급자 URL입니다.

AWS::Cognito::UserPool AccountRecoverySetting
이 설정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ForgotPassword를 호출할 때 암호를 복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검증된 방
법을 정의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일 때 선호하는 방법을 정의할 수 있
습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사용자도 SMS MFA를 활성화한 경우 SMS는 유효한 암호 복구 메커니즘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이 설정이 없는 경우 Cognito는 레거시 동작을 사용하여 이메일보다 SMS가 선호되는 복구
방법을 결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coveryMechanisms" : [ RecoveryOption (p. 1906), ... ]

YAML
RecoveryMechanisms:
- RecoveryOption (p. 1906)

Properties
RecoveryMechanisms
RecoveryOptionTypes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coveryOption (p. 1906) 목록
Maximum: 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 AdminCreateUserConfig
AdminCreateUser 요청에 대한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llowAdminCreateUserOnly" :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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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iteMessageTemplate" : InviteMessageTemplate (p. 1898),
"UnusedAccountValidityDays" : Integer

YAML
AllowAdminCreateUserOnly: Boolean
InviteMessageTemplate:
InviteMessageTemplate (p. 1898)
UnusedAccountValidityDays: Integer

Properties
AllowAdminCreateUserOnly
관리자만 사용자 프로파일을 생성하도록 허용된 경우 True로 설정합니다. 사용자가 앱을 통해 직접 서
명할 수 있는 경우 False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viteMessageTemplate
신규 사용자에 대한 환경 메시지로 사용할 메시지 템플릿입니다.
사용자 초대 메시지 사용자 지정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InviteMessageTemplate (p. 189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usedAccountValidityDays
계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용자 계정 만료 제한(일)입니다. 해당 시간 제한 이후에 계정을 재
설정하려면 AdminCreateUser를 다시 호출하여 MessageAction 파라미터에 대한 "RESEND"를 지
정해야 합니다. 이 파라미터의 기본값은 7입니다.

Note
PasswordPolicy에서 TemporaryPasswordValidityDays에 대해 값을 설정하면 해당 값
이 사용되며 해당 사용자 풀에 대해 UnusedAccountValidityDays 사용이 중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36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 CustomEmailSender
CustomEmailSender 속성 유형은 AWS::Cognito::UserPool (p. 1885)에 대한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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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ambdaArn" : String,
"LambdaVersion" : String

YAML
LambdaArn: String
LambdaVersion: String

Properties
Lambda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mbdaVersio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 CustomSMSSender
CustomSMSSender 속성 유형은 AWS::Cognito::UserPool (p. 1885)에 대한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ambdaArn" : String,
"LambdaVersion" : String

YAML
LambdaArn: String
LambdaVersio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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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Lambda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mbdaVersio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 DeviceConfiguration
사용자 풀의 디바이스 추적을 위한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hallengeRequiredOnNewDevice" : Boolean,
"DeviceOnlyRememberedOnUserPrompt" : Boolean

YAML
ChallengeRequiredOnNewDevice: Boolean
DeviceOnlyRememberedOnUserPrompt: Boolean

Properties
ChallengeRequiredOnNewDevice
새 디바이스에 챌린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새 디바이스에만 해당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iceOnlyRememberedOnUserPrompt
true이면 사용자 프롬프트에서만 디바이스가 기억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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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 EmailConfiguration
이메일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figurationSet" : String,
"EmailSendingAccount" : String,
"From" : String,
"ReplyToEmailAddress" : String,
"SourceArn" : String

YAML
ConfigurationSet: String
EmailSendingAccount: String
From: String
ReplyToEmailAddress: String
SourceArn: String

Properties
ConfigurationSet
Amazon SES를 사용하여 전송된 이메일에 적용할 수 있는 구성 규칙 집합입니다. 이메일 헤더에 구성
세트에 대한 참조를 포함시켜서 구성 세트를 이메일에 적용합니다. 일단 적용이 되면 해당 구성 세트의
모든 규칙이 이메일에 적용됩니다. 구성 세트는 이메일에 다음과 같은 유형의 규칙을 적용하는 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게시 - Amazon SES는 전송되는 각 이메일에 대한 전송, 배달, 확인, 클릭, 반송 및 불만 제
기 이벤트 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게시를 사용하여 이러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SNS 및
CloudWatch와 같은 다른 AWS 서비스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 IP 풀 관리 — Amazon SES에서 전용 IP 주소를 임대할 때 전용 IP 풀이라고 하는 IP 주소 그룹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전용 IP 풀을 구성 세트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mailSendingAccount
Amazon Cognito가 내장된 이메일 기능과 Amazon SES 이메일 구성 중 무엇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이
메일을 보낼지 지정합니다. 다음 값 중 하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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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O_DEFAULT
Amazon Cognito가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내장된 전자 메일 기능을 사용합니다. 기본 옵션
을 사용하면 Amazon Cognito는 사용자 풀에 대해 매일 제한된 수의 이메일만 허용합니다. 일반적
인 프로덕션 환경의 경우 기본 이메일 제한은 필수 전송 볼륨보다 적습니다. 더 많은 전송량을 활성
화하려면 Amazon SES 이메일 구성을 사용할 DEVELOPER를 지정하십시오.
기본 옵션의 이메일 전송 제한을 찾아보려면 Amazon Cognito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Cognito의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발신 주소는 no-reply@verificationemail.com입니다. 발신 주소를 사용자 지정하려면
SourceArn 파라미터에 Amazon SES에서 확인한 이메일 주소의 ARN을 제공하십시오.
EmailSendingAccount가 COGNITO_DEFAULT인 경우, 다음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mailVerificationMessage
• EmailVerificationSubject
• InviteMessageTemplate.EmailMessage
• InviteMessageTemplate.EmailSubject
• VerificationMessageTemplate.EmailMessage
• VerificationMessageTemplate.EmailMessageByLink
• VerificationMessageTemplate.EmailSubject,
• VerificationMessageTemplate.EmailSubjectByLink

Note
DEVELOPER EmailSendingAccount가 필요합니다.
개발자
Amazon Cognito가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Amazon SES 구성을 사용합니다. 확인된 이메일
주소에서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Amazon Cognito가 Amazon SES를 호출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
는 경우 이메일 전송 제한은 AWS 계정의 Amazon SES 확인 이메일 주소에 적용되는 제한과 동일
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SourceArn 파라미터에 Amazon SES에서 확인한 이메일 주소의 ARN을 제
공해야 합니다.
Amazon Cognito가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려면 Amazon SES를 호출할 추가 권한이 필요합니
다. 이 옵션으로 사용자 풀을 업데이트하면 Amazon Cognito가 AWS 계정에서 IAM 역할 유형인 서
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합니다. 이 역할에는 Amazon Cognito에서 Amazon SES에 액세스하여 귀하
의 주소로 이메일 메시지 전송을 허용하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mazon Cognito가 생성하는
서비스 연결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ognito 개발자 안내서에서 Amazon Cognito 서비
스 연결 역할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GNITO_DEFAULT | DEVELOPER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om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나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발신자의 이름을 식별합니다. 예:
testuser@example.com 또는 Test User <testuser@example.com>. 이 주소는 이메일 본문 앞
에 나타납니다.
Required: 아니요
API 버전 2010-05-15
189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Cognito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lyToEmailAddress
이메일의 수신자가 회신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p{L}\p{M}\p{S}\p{N}\p{P}]+@[\p{L}\p{M}\p{S}\p{N}\p{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Arn
Amazon SES에서 확인된 이메일 주소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 이메일 주소는
EmailSendingAccount 파라미터에 지정한 값에 따라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 COGNITO_DEFAULT 지정 시, Amazon Cognito는 내장된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이메일
을 보낼 때 이 주소를 사용자 지정 발신 주소로 사용합니다.
• DEVELOPER 지정 시, Amazon Cognito는 Amazon SES를 호출하여 이 주소로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보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w+=/,.@-]+:[\w+=/,.@-]+:([\w+=/,.@-]*)?:[0-9]+:[\w+=/,.@-]+(:
[\w+=/,.@-]+)?(:[\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 InviteMessageTemplate
신규 사용자에 대한 환경 메시지로 사용할 메시지 템플릿입니다.
사용자 초대 메시지 사용자 지정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mailMessage" : String,
"EmailSubject" : String,
"SMSMessage" : String

YAML
EmailMessage: String
EmailSubject: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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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Message: String

Properties
EmailMessage
이메일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템플릿입니다. EmailMessage는 EmailSendingAccount가 DEVELOPER
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6
Maximum: 20000
Pattern: [\p{L}\p{M}\p{S}\p{N}\p{P}\s*]*\{####\}
[\p{L}\p{M}\p{S}\p{N}\p{P}\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mailSubject
이메일 메시지의 제목 줄입니다. EmailSubject는 EmailSendingAccount가 DEVELOPER인 경우에만 허
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40
Pattern: [\p{L}\p{M}\p{S}\p{N}\p{P}\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MSMessage
SMS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템플릿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6
Maximum: 140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 LambdaConfig
AWS Lambda 트리거에 대한 구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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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reateAuthChallenge" : String,
"CustomEmailSender" : CustomEmailSender (p. 1893),
"CustomMessage" : String,
"CustomSMSSender" : CustomSMSSender (p. 1894),
"DefineAuthChallenge" : String,
"KMSKeyID" : String,
"PostAuthentication" : String,
"PostConfirmation" : String,
"PreAuthentication" : String,
"PreSignUp" : String,
"PreTokenGeneration" : String,
"UserMigration" : String,
"VerifyAuthChallengeResponse" : String

YAML
CreateAuthChallenge: String
CustomEmailSender:
CustomEmailSender (p. 1893)
CustomMessage: String
CustomSMSSender:
CustomSMSSender (p. 1894)
DefineAuthChallenge: String
KMSKeyID: String
PostAuthentication: String
PostConfirmation: String
PreAuthentication: String
PreSignUp: String
PreTokenGeneration: String
UserMigration: String
VerifyAuthChallengeResponse: String

Properties
CreateAuthChallenge
인증 문제를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w+=/,.@-]+:[\w+=/,.@-]+:([\w+=/,.@-]*)?:[0-9]+:[\w+=/,.@-]+(:
[\w+=/,.@-]+)?(:[\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EmailSender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CustomEmailSender (p.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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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Message
사용자 지정 메시지 AWS Lambda 트리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w+=/,.@-]+:[\w+=/,.@-]+:([\w+=/,.@-]*)?:[0-9]+:[\w+=/,.@-]+(:
[\w+=/,.@-]+)?(:[\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SMSSender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CustomSMSSender (p. 189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ineAuthChallenge
인증 문제를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w+=/,.@-]+:[\w+=/,.@-]+:([\w+=/,.@-]*)?:[0-9]+:[\w+=/,.@-]+(:
[\w+=/,.@-]+)?(:[\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Key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stAuthentication
사후 인증 AWS Lambda 트리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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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048
Pattern: arn:[\w+=/,.@-]+:[\w+=/,.@-]+:([\w+=/,.@-]*)?:[0-9]+:[\w+=/,.@-]+(:
[\w+=/,.@-]+)?(:[\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stConfirmation
사후 확인 AWS Lambda 트리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w+=/,.@-]+:[\w+=/,.@-]+:([\w+=/,.@-]*)?:[0-9]+:[\w+=/,.@-]+(:
[\w+=/,.@-]+)?(:[\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Authentication
사전 인증 AWS Lambda 트리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w+=/,.@-]+:[\w+=/,.@-]+:([\w+=/,.@-]*)?:[0-9]+:[\w+=/,.@-]+(:
[\w+=/,.@-]+)?(:[\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SignUp
사전 등록 AWS Lambda 트리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w+=/,.@-]+:[\w+=/,.@-]+:([\w+=/,.@-]*)?:[0-9]+:[\w+=/,.@-]+(:
[\w+=/,.@-]+)?(:[\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TokenGeneration
토큰 생성 전에 호출되는 Lambda 트리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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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w+=/,.@-]+:[\w+=/,.@-]+:([\w+=/,.@-]*)?:[0-9]+:[\w+=/,.@-]+(:
[\w+=/,.@-]+)?(:[\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Migration
사용자 마이그레이션 Lambda config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w+=/,.@-]+:[\w+=/,.@-]+:([\w+=/,.@-]*)?:[0-9]+:[\w+=/,.@-]+(:
[\w+=/,.@-]+)?(:[\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ifyAuthChallengeResponse
인증 문제 응답을 확인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w+=/,.@-]+:[\w+=/,.@-]+:([\w+=/,.@-]*)?:[0-9]+:[\w+=/,.@-]+(:
[\w+=/,.@-]+)?(:[\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 NumberAttributeConstraints
숫자 데이터 유형인 속성의 최소 및 최대 값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Value" : String,
"MinValue" : String

YAML
MaxValu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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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Value: String

Properties
MaxValue
숫자 데이터 유형인 속성의 최대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Value
숫자 데이터 유형인 속성의 최소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 PasswordPolicy
암호 정책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inimumLength" : Integer,
"RequireLowercase" : Boolean,
"RequireNumbers" : Boolean,
"RequireSymbols" : Boolean,
"RequireUppercase" : Boolean,
"TemporaryPasswordValidityDays" : Integer

YAML
MinimumLength: Integer
RequireLowercase: Boolean
RequireNumbers: Boolean
RequireSymbols: Boolean
RequireUppercase: Boolean
TemporaryPasswordValidityDays: Integer

Properties
MinimumLength
설정한 암호 정책의 최소 길이입니다. 이 값은 6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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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최소: 6
Maximum: 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ireLowercase
설정한 암호 정책에서 사용자가 암호에 소문자를 한 개 이상 사용하도록 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ireNumbers
설정한 암호 정책에서 사용자가 암호에 숫자를 한 개 이상 사용하도록 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ireSymbols
설정한 암호 정책에서 사용자가 암호에 기호를 한 개 이상 사용하도록 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ireUppercase
설정한 암호 정책에서 사용자가 암호에 대문자를 한 개 이상 사용하도록 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oraryPasswordValidityDays
설정한 암호 정책에서 임시 암호가 유효한 일수를 나타냅니다. 사용자가 이 시간 동안 로그인하지 않으
면 관리자가 암호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Note
사용자 풀에 대해 TemporaryPasswordValidityDays를 설정하면 해당 사용자 풀에 대해
사용되지 않는 UnusedAccountValidityDays 값을 더 이상 설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36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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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ognito::UserPool Policies
사용자 풀과 연결된 정책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sswordPolicy" : PasswordPolicy (p. 1904)

YAML
PasswordPolicy:
PasswordPolicy (p. 1904)

Properties
PasswordPolicy
암호 정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asswordPolicy (p. 190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 RecoveryOption
우선 순위를 키로, 복구 방법 이름을 값으로 포함하는 맵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Priority" : Integer

YAML
Name: String
Priority: Integer

Properties
Name
사용자의 복구 방법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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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dmin_only | verified_email | verified_phone_number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ority
1을 가장 높은 우선 순위로 하여 방법의 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양의 정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 SchemaAttribute
스키마 속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DataType" : String,
"DeveloperOnlyAttribute" : Boolean,
"Mutable" : Boolean,
"Name" : String,
"NumberAttributeConstraints" : NumberAttributeConstraints (p. 1903),
"Required" : Boolean,
"StringAttributeConstraints" : StringAttributeConstraints (p. 1910)

YAML
AttributeDataType: String
DeveloperOnlyAttribute: Boolean
Mutable: Boolean
Name: String
NumberAttributeConstraints:
NumberAttributeConstraints (p. 1903)
Required: Boolean
StringAttributeConstraints:
StringAttributeConstraints (p. 1910)

Properties
AttributeDataType
속성 데이터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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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oolean | DateTime | Number | String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eloperOnlyAttribute

Note
DeveloperOnlyAttribute를 사용하는 대신 사용자 풀 클라이언트에서 WriteAttributes를 사
용하여 새 사용 사례의 속성을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성 유형이 개발자 전용인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속성은 관리자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액
세스 토큰을 사용하여 이 속성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utable
속성 값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 속성에 매핑된 사용자 풀 속성의 경우 이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용자
가 자격 증명 공급자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면 Amazon Cognito가 매핑된 속성을 업데이트합
니다. 속성이 변경 불가능한 경우 Amazon Cognito가 속성 업데이트를 시도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사용자 풀에 대해 자격 증명 공급자 속성 매핑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이름 유형의 스키마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
Pattern: [\p{L}\p{M}\p{S}\p{N}\p{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berAttributeConstraints
숫자 유형의 속성에 대한 제약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umberAttributeConstraints (p. 19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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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사용자 풀 속성이 필수인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속성이 필수이고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
록 또는 로그인에 실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ingAttributeConstraints
문자열 유형의 속성에 대한 제약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AttributeConstraints (p. 19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 SmsConfiguration
Amazon SNS 서비스가 AWS account에서 SMS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Cognito 사용자 풀이 호출해야 하는
설정이 포함된 SMS 구성 유형입니다. Cognito 사용자 풀은 AWS account에 제공하는 IAM 역할을 사용하여
Amazon SNS 서비스에 요청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ternalId" : String,
"SnsCallerArn" : String

YAML
ExternalId: String
SnsCallerArn: String

Properties
ExternalId
외부 ID는 값입니다. ExternalId를 사용하여 IAM 역할에 보안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할은
Amazon SNS를 호출하여 사용자 풀에 대한 SMS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ExternalId를 제
공하는 경우 Cognito 사용자 풀은 IAM 역할을 수임하려고 할 때 이를 사용합니다. , ExternalID을 요
구하도록 역할 트러스트 정책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Cognito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SMS MFA에 대한
역할을 생성하는 경우, Cognito는 필요한 권한과 ExternalId를 사용하는 트러스트 정책을 포함한 역
할을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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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CallerArn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SNS) 호출자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 속성은
Cognito가 SMS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할 AWS 계정 내 IAM 역할의 ARN입니다. SMS 메시지에는 지
출 한도가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w+=/,.@-]+:[\w+=/,.@-]+:([\w+=/,.@-]*)?:[0-9]+:[\w+=/,.@-]+(:
[\w+=/,.@-]+)?(:[\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 StringAttributeConstraints
StringAttributeConstraints 속성 유형은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의 문자열 속성 제약을 정의합니
다. StringAttributeConstraints는 SchemaAttribute 속성 유형의 하위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Length" : String,
"MinLength" : String

YAML
MaxLength: String
MinLength: String

Properties
MaxLength
최대 길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Length
최소 길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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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 UsernameConfiguration
UsernameConfiguration 속성 유형은 선택한 로그인 옵션에 대한 사용자 이름 입력에 대/소문자 구분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seSensitive" : Boolean

YAML
CaseSensitive: Boolean

Properties
CaseSensitive
Cognito API를 통해 사용자 풀의 모든 사용자에게 사용자 이름 대/소문자 구분을 적용할지 여부를 지정
합니다.
유효한 값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True : 모든 사용자 이름 입력에 대해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이 옵션을 True로 설정하면 사용자는
지정된 사용자 이름의 대/소문자를 정확히 구분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예: “UserName”. 이것이 기본
값입니다.
• False : 모든 사용자 이름 입력에 대해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옵션이
False로 설정되면 사용자는 “username” 또는 “Username”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옵
션을 활성화하면 username 속성 외에도 preferred_username 및 email 별칭이 모두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 UserPoolAddOns
사용자 풀 추가 기능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dvancedSecurityMod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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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AdvancedSecurityMode: String

Properties
AdvancedSecurityMode
고급 보안 모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UDIT | ENFORCED | OFF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 VerificationMessageTemplate
확인 메시지에 대한 템플릿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faultEmailOption" : String,
"EmailMessage" : String,
"EmailMessageByLink" : String,
"EmailSubject" : String,
"EmailSubjectByLink" : String,
"SmsMessage" : String

YAML
DefaultEmailOption: String
EmailMessage: String
EmailMessageByLink: String
EmailSubject: String
EmailSubjectByLink: String
SmsMessage: String

Properties
DefaultEmailOption
기본 이메일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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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CONFIRM_WITH_CODE | CONFIRM_WITH_LINK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mailMessage
이메일 메시지 템플릿입니다. EmailMessage는 EmailSendingAccount가 DEVELOPER인 경우에만 허
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6
Maximum: 20000
Pattern: [\p{L}\p{M}\p{S}\p{N}\p{P}\s*]*\{####\}
[\p{L}\p{M}\p{S}\p{N}\p{P}\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mailMessageByLink
사용자에게 확인 링크를 보내기 위한 이메일 메시지 템플릿입니다. EmailMessageByLink는
EmailSendingAccount가 DEVELOPER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6
Maximum: 20000
Pattern: [\p{L}\p{M}\p{S}\p{N}\p{P}\s*]*\{##[\p{L}\p{M}\p{S}\p{N}\p{P}\s*]*##
\}[\p{L}\p{M}\p{S}\p{N}\p{P}\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mailSubject
이메일 메시지 템플릿의 제목입니다. EmailSubject는 EmailSendingAccount가 DEVELOPER인 경우에
만 허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40
Pattern: [\p{L}\p{M}\p{S}\p{N}\p{P}\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mailSubjectByLink
사용자에게 확인 링크를 보내기 위한 이메일 메시지 템플릿의 제목입니다. EmailSubjectByLink는
EmailSendingAccount가 DEVELOPER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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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40
Pattern: [\p{L}\p{M}\p{S}\p{N}\p{P}\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msMessage
SMS 메시지 템플릿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6
Maximum: 140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Client
AWS::Cognito::UserPoolClient 리소스는 Amazon Cognito 사용자 풀 클라이언트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gnito::UserPoolClient",
"Properties" : {
"AccessTokenValidity" : Integer,
"AllowedOAuthFlows" : [ String, ... ],
"AllowedOAuthFlowsUserPoolClient" : Boolean,
"AllowedOAuthScopes" : [ String, ... ],
"AnalyticsConfiguration" : AnalyticsConfiguration (p. 1920),
"CallbackURLs" : [ String, ... ],
"ClientName" : String,
"DefaultRedirectURI" : String,
"EnableTokenRevocation" : Boolean,
"ExplicitAuthFlows" : [ String, ... ],
"GenerateSecret" : Boolean,
"IdTokenValidity" : Integer,
"LogoutURLs" : [ String, ... ],
"PreventUserExistenceErrors" : String,
"ReadAttributes" : [ String, ... ],
"RefreshTokenValidity" : Integer,
"SupportedIdentityProviders" : [ String, ... ],
"TokenValidityUnits" : TokenValidityUnits (p. 1922),
"UserPoolId" : String,
"WriteAttributes" : [ Str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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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Cognito::UserPoolClient
Properties:
AccessTokenValidity: Integer
AllowedOAuthFlows:
- String
AllowedOAuthFlowsUserPoolClient: Boolean
AllowedOAuthScopes:
- String
AnalyticsConfiguration:
AnalyticsConfiguration (p. 1920)
CallbackURLs:
- String
ClientName: String
DefaultRedirectURI: String
EnableTokenRevocation: Boolean
ExplicitAuthFlows:
- String
GenerateSecret: Boolean
IdTokenValidity: Integer
LogoutURLs:
- String
PreventUserExistenceErrors: String
ReadAttributes:
- String
RefreshTokenValidity: Integer
SupportedIdentityProviders:
- String
TokenValidityUnits:
TokenValidityUnits (p. 1922)
UserPoolId: String
WriteAttributes:
- String

Properties
AccessTokenValidity
액세스 토큰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간 제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lowedOAuthFlows
허용된 OAuth 흐름입니다.
응답으로 승인 코드를 제공하는 코드 부여 흐름을 시작하려면 code로 설정합니다. 이 코드는 토큰 엔드
포인트를 통해 액세스 토큰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액세스 토큰(및 선택적으로 범위를 기반으로 한 ID 토큰)을 직접 가져오도록 지정하려면
implicit으로 설정합니다.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와 client_secret을 조합하여 토큰 엔드포인트에서 액세스 토큰(및 선택적으로
범위 기반 ID 토큰)을 가져오도록 지정하려면 client_credentials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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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lowedOAuthFlowsUserPoolClient
클라이언트가 Cognito 사용자 풀과 상호 작용할 때 OAuth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허용되는 경우 true로 설
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lowedOAuthScopes
허용된 OAuth 범위입니다. OAuth에서 제공하는 가능한 값은 phone, email, openid, 및 profile입니
다. AWS에서 제공하는 가능한 값은 aws.cognito.signin.user.admin입니다. 리소스 서버에서 만
든 사용자 지정 범위도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nalyticsConfiguration
이 사용자 풀에 대한 지표를 수집하기 위한 Amazon Pinpoint 분석 구성입니다.

Note
Pinpoint를 사용할 수 없는 리전에서는 Cognito 사용자 풀에서 us-east-1의 Amazon Pinpoint 프
로젝트로의 이벤트 전송만 지원합니다. Pinpoint를 사용할 수 있는 리전에서는 Cognito 사용자
풀에서 동일한 지역 내의 Amazon Pinpoint 프로젝트로의 이벤트 전송을 지원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ticsConfiguration (p. 19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llbackURLs
자격 증명 공급자에 대해 허용된 리디렉션(콜백) URL의 목록입니다.
리디렉션 URI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절대 URI이어야 합니다.
• 인증 서버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조각 구성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OAuth 2.0 - Redirection Endpoint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Cognito는 테스트 전용 http://localhost를 제외하고 HTTP보다 HTTPS를 요구합니다.
myapp://example과 같은 앱 콜백 URL도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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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Name
생성하려는 사용자 풀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RedirectURI
기본 리디렉션 URI입니다. CallbackURLs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리디렉션 URI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절대 URI이어야 합니다.
• 인증 서버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조각 구성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OAuth 2.0 - Redirection Endpoint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Cognito는 테스트 전용 http://localhost를 제외하고 HTTP보다 HTTPS를 요구합니다.
myapp://example과 같은 앱 콜백 URL도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Pattern: [\p{L}\p{M}\p{S}\p{N}\p{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TokenRevocation
토큰 해지를 사용하거나 사용 중지합니다. 토큰 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vokeToken을 참조하세
요.
이 파라미터를 포함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용자 풀 클라이언트에 대해 토큰 해지가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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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icitAuthFlows
사용자 풀 클라이언트에서 지원하는 인증 흐름입니다. ALLOW_ 접두사가 없는 흐름 이름은 더 이상 사용
되지 않고, 대신에 ALLOW_ 접두사가 있는 새 이름이 사용됩니다. ALLOW_ 접두사가 있는 값은 ALLOW_
접두사가 없는 값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값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LLOW_ADMIN_USER_PASSWORD_AUTH: 관리자 기반 사용자 암호 인증 흐름
ADMIN_USER_PASSWORD_AUTH를 활성화합니다. 이 설정은 ADMIN_NO_SRP_AUTH 설정을 대체합니
다. 이 인증 흐름에서 Cognito는 SRP(Secure Remote Password protocol)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암호
를 확인하는 대신 요청에서 암호를 수신합니다.
• ALLOW_CUSTOM_AUTH: Lambda 트리거 기반 인증을 활성화합니다.
• ALLOW_USER_PASSWORD_AUTH: 사용자 암호 기반 인증을 활성화합니다. 이 흐름에서 Cognito는
SR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암호를 확인하는 대신 요청에서 암호를 수신합니다.
• ALLOW_USER_SRP_AUTH: SRP 기반 인증을 활성화합니다.
• ALLOW_REFRESH_TOKEN_AUTH: 토큰을 새로 고침 하려면 인증 흐름을 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enerateSecret
생성 중인 사용자 풀 클라이언트에 대해 비밀번호를 생성할지 여부를 지정하는 부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dTokenValidity
ID 토큰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간 제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outURLs
자격 증명 공급자에 대해 허용된 로그아웃 URL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ventUserExistenceErrors
이 설정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풀에 존재하지 않을 때 인증, 계정 확인 및 암호 복구 중에 Cognito
API에서 반환되는 오류 및 응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NABLED로 설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인증은 사용자 이름 또는 암호가 잘못되었음을 나타내는 오류를 반환하고, 계정 확인 및 암호 복
구는 코드가 시뮬레이션된 대상으로 전송되었음을 나타내는 응답을 반환합니다. LEGACY로 설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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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이러한 API는 사용자가 사용자 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UserNotFoundException 예외를 반환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NABLED | LEGAC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adAttributes
읽기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freshTokenValidity
새로 고침 토큰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간 제한(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315360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pportedIdentityProviders
이 클라이언트에서 지원되는 자격 증명 공급자의 공급자 이름 목록입니다. 지원되는 값은 COGNITO,
Facebook, SignInWithApple, Google 및 LoginWithAmazo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kenValidityUnits
유효성 시간이 표시되는 단위입니다. RefreshToken의 기본값은 일이며 ID 및 액세스 토큰의 기본값은
시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okenValidityUnits (p. 192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PoolId
사용자 풀 클라이언트를 생성하려는 사용자 풀의 사용자 풀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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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55
Pattern: [\w-]+_[0-9a-zA-Z]+
Update requires: Replacement
WriteAttributes
앱 클라이언트가 쓸 수 있는 사용자 풀 속성입니다.
앱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자격 증명 공급자를 통해 로그인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이 배열에 자격 증
명 공급자 속성에 매핑된 모든 속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자격 증명 공급자를 통해 애플리케
이션에 로그인하면 Amazon Cognito가 매핑된 속성을 업데이트합니다. 앱 클라이언트에 매칭된 속성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으면 Amazon Cognito가 속성 업데이트를 시도할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풀에 대해 자격 증명 공급자 속성 매핑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Amazon Cognito 사용자 풀 클라이
언트 ID(예: 1h57kf5cpq17m0eml12EXAMPLE)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Cognito::UserPoolClient AnalyticsConfiguration
이 사용자 풀에 대한 지표를 수집하기 위한 Amazon Pinpoint 분석 구성입니다.

Note
Pinpoint를 사용할 수 없는 리전에서는 Cognito 사용자 풀에서 us-east-1의 Amazon Pinpoint 프로젝
트로만 이벤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Pinpoint를 사용할 수 있는 리전에서는 Cognito 사용자 풀에서
동일한 리전의 Amazon Pinpoint 프로젝트로 이벤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plicationArn" : String,
"ApplicationId" : String,
"ExternalId" : String,
"RoleArn" : String,
"UserDataShared" : Boolean

YAML
Application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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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Id: String
ExternalId: String
RoleArn: String
UserDataShared: Boolean

Properties
Application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plicationId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0-9a-fA-F]+$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ternalId
외부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mazon Cognito가 Amazon Pinpoint 분석에 이벤트를 게시할 권한을 부여하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w+=/,.@-]+:[\w+=/,.@-]+:([\w+=/,.@-]*)?:[0-9]+:[\w+=/,.@-]+(:
[\w+=/,.@-]+)?(:[\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DataShared
UserDataShared가 true일 경우 Amazon Cognito는 Amazon Pinpoint 분석에 게시하는 이벤트에 사
용자 데이터를 포함시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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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Client TokenValidityUnits
유효성 시간이 표시되는 단위입니다. RefreshToken의 기본값은 일이며 ID 및 액세스 토큰의 기본값은 시간
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essToken" : String,
"IdToken" : String,
"RefreshToken" : String

YAML
AccessToken: String
IdToken: String
RefreshToken: String

Properties
AccessToken
AccessTokenValidity의 값에 대해 “초”, “분”, “시간” 또는 “일”으로 표시된 시간 단위이며 기본값은 시간
으로 설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Token
IdTokenValidity의 값에 대해 “초”, “분”, “시간” 또는 “일”으로 표시된 시간 단위이며 기본값은 시간으로 설
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freshToken
RefreshTokenValidity의 값에 대해 “초”, “분”, “시간” 또는 “일”으로 표시된 시간 단위이며 기본값은 일로
설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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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ognito::UserPoolDomain
AWS::Cognito::UserPoolDomain 리소스는 사용자 풀에 대한 새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gnito::UserPoolDomain",
"Properties" : {
"CustomDomainConfig" : CustomDomainConfigType (p. 1925),
"Domain" : String,
"UserPoolId" : String
}

YAML
Type: AWS::Cognito::UserPoolDomain
Properties:
CustomDomainConfig:
CustomDomainConfigType (p. 1925)
Domain: String
UserPoolId: String

Properties
CustomDomainConfig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입 및 로그인 페이지를 호스팅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에 대한 구성입니다. 이
객체를 사용하여 ACM에서 관리하는 SSL 인증서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ustomDomainConfigType (p. 19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입 및 로그인 페이지를 호스팅하는 도메인에 대한 도메인 이름
입니다. 예: auth.example.com. 접두사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이 필드는 .auth.
[region].amazoncognito.com 이전 도메인의 첫 번째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 문자열에는 소문자, 숫자, 하이픈(-)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나 마지막 자리에 하이픈을 사용하
지 마십시오. 마침표로 하위 도메인 이름을 구분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3
Pattern: ^[a-z0-9](?:[a-z0-9\-]{0,61}[a-z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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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rPoolId
사용자 풀 도메인을 연결할 사용자 풀의 사용자 풀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5
Pattern: [\w-]+_[0-9a-zA-Z]+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Domain"인 physicalResourceId.
예:
{ "Ref": "your-test-domain" }
Amazon Cognito 사용자 풀 도메인 your-test-domain의 경우 Ref는 사용자 풀 도메인의 이름을 반환합니
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사용자 풀에 대한 새 사용자 지정 도메인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참조된 사용자 풀에서 사용자 지정 도메인 "my-test-user-pool-domain"을 생성합니다.

JSON
{

}

"UserPoolDomain":{
"Type":"AWS::Cognito::UserPoolDomain",
"Properties":{
"UserPoolId":{
"Ref":"UserPool"
},
"Domain":"my-test-user-pool-domain.myapplication.com",
"CustomDomainConfig":{
"CertificateArn":{
"Ref":"CertificateArn"
}
}
}
}

YAML
UserPool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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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Cognito::UserPoolDomain
Properties:
UserPoolId: !Ref UserPool
Domain: "my-test-user-pool-domain.myapplication.com"
CustomDomainConfig:
CertificateArn: !Ref CertificateArn

사용자 풀에 대한 새 기본 도메인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참조된 사용자 풀에서 새 기본 도메인 "my-test-user-pool-domain"을 생성합니다.

JSON
{

}

"UserPoolDomain":{
"Type":"AWS::Cognito::UserPoolDomain",
"Properties":{
"UserPoolId":{
"Ref":"UserPool"
},
"Domain":"my-test-user-pool-domain"
}
}

YAML
UserPoolDomain:
Type: AWS::Cognito::UserPoolDomain
Properties:
UserPoolId: !Ref UserPool
Domain: "my-test-user-pool-domain"

AWS::Cognito::UserPoolDomain CustomDomainConfigType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입 및 로그인 웹 페이지를 호스팅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에 대한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Arn" : String

YAML
CertificateArn: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Arn
AWS Certificate Manager SSL 인증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사용자 지정 도메인의 하위
도메인에 이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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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w+=/,.@-]+:[\w+=/,.@-]+:([\w+=/,.@-]*)?:[0-9]+:[\w+=/,.@-]+(:
[\w+=/,.@-]+)?(:[\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Group
식별된 사용자 풀에 새 그룹을 지정합니다.
이 작업을 호출하려면 개발자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gnito::UserPoolGroup",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GroupName" : String,
"Precedence" : Double,
"RoleArn" : String,
"UserPoolId" : String
}

YAML
Type: AWS::Cognito::UserPoolGroup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GroupName: String
Precedence: Double
RoleArn: String
UserPoolId: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그룹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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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Name
그룹 이름입니다.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p{L}\p{M}\p{S}\p{N}\p{P}]+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ecedence
사용자 풀에서 사용자가 속할 수 있는 다른 그룹에 상대적으로 이 그룹의 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음수가
아닌 정수 값입니다. 0은 가장 높은 우선 순위 값입니다. Precedence 값이 낮은 그룹은 Precedence
값이 높거나 null인 그룹보다 우선합니다. 사용자가 둘 이상의 그룹에 속할 경우 가장 낮은 우선 순위 값
이 있는 그룹의 역할 ARN이 사용자의 토큰에 있는 cognito:roles 및 cognito:preferred_role
클레임에 사용됩니다.
두 개의 그룹에 동일한 Precedence 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두 그룹 모두 우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Precedence가 동일한 두 그룹에 동일한 역할 ARN이 있는 경우 해당 역할은 각 그룹의 사용
자에 대한 토큰의 cognito:preferred_role 클레임에 사용됩니다. 두 그룹의 역할 ARN이 서로 다른
경우 cognito:preferred_role 클레임은 사용자의 토큰에서 설정되지 않습니다.
기본 Precedence 값은 nul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그룹의 역할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w+=/,.@-]+:[\w+=/,.@-]+:([\w+=/,.@-]*)?:[0-9]+:[\w+=/,.@-]+(:
[\w+=/,.@-]+)?(:[\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PoolId
사용자 풀의 사용자 풀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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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55
Pattern: [\w-]+_[0-9a-zA-Z]+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사용자 풀 그룹의 이름입니다. 예:
Admins.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Cognito::UserPoolIdentityProvider
AWS::Cognito::UserPoolIdentityProvider 리소스에서 사용자 풀의 자격 증명 공급자를 생성합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gnito::UserPoolIdentityProvider",
"Properties" : {
"AttributeMapping" : Json,
"IdpIdentifiers" : [ String, ... ],
"ProviderDetails" : Json,
"ProviderName" : String,
"ProviderType" : String,
"UserPoolId" : String
}

YAML
Type: AWS::Cognito::UserPoolIdentityProvider
Properties:
AttributeMapping: Json
IdpIdentifiers:
- String
ProviderDetails: Json
ProviderName: String
ProviderType: String
UserPoolId: String

Properties
AttributeMapping
표준 및 사용자 지정 사용자 풀 속성에 대한 자격 증명 공급자 속성의 매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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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pIdentifiers
자격 증명 공급자 식별자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viderDetails
자격 증명 공급자 세부 정보입니다. 다음 목록에서는 각 자격 증명 공급자 유형에 대한 공급자 세부 정보
키를 설명합니다.
• Google 및 Login with Amazon의 경우:
• client_id
• client_secret
• authorize_scopes
• Facebook의 경우:
• client_id
• client_secret
• authorize_scopes
• api_version
• Apple로 로그인:
• client_id
• team_id
• key_id
• private_key
• authorize_scopes
• OIDC 공급자의 경우:
• client_id
• client_secret
• attributes_request_method
• oidc_issuer
•
•
•
•

authorize_scopes
authorize_url oidc_issuer 키로 지정된 검색 URL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token_url oidc_issuer 키로 지정된 검색 URL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attributes_url oidc_issuer 키로 지정된 검색 URL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jwks_url oidc_issuer 키로 지정된 검색 URL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SAML 공급자의 경우:
• MetadataFile 또는 MetadataURL
• IDPSignout 선택 사항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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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viderName
자격 증명 공급자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
Pattern: [^_][\p{L}\p{M}\p{S}\p{N}\p{P}][^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viderType
자격 증명 공급자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acebook | Google | LoginWithAmazon | OIDC | SAML | SignInWithAppl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rPoolId
사용자 풀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5
Pattern: [\w-]+_[0-9a-zA-Z]+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ProviderName"인
physicalResourceId. 예:
{ "Ref": "testProvider" }
Amazon Cognito 자격 증명 공급자 testProvider의 경우 Ref는 자격 증명 공급자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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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자격 증명 공급자를 사용하여 새 로그인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참조된 사용자 풀에서 Login with Amazon 자격 증명 공급자를 생성합니다.

JSON
{

}

"UserPoolIdentityProvider": {
"Type": "AWS::Cognito::UserPoolIdentityProvider",
"Properties": {
"UserPoolId": {
"Ref": "UserPool"
},
"ProviderName": "LoginWithAmazon",
"ProviderDetails": {
"client_id": "YourLoginWithAmazonAppId",
"client_secret": "YourLoginWithAmazonAppSecret",
"authorize_scopes": "profile postal_code"
},
"ProviderType": "LoginWithAmazon",
"AttributeMapping": {
"email": "email"
}
}
}

YAML
UserPoolIdentityProvider:
Type: AWS::Cognito::UserPoolIdentityProvider
Properties:
UserPoolId: !Ref UserPool
ProviderName: "LoginWithAmazon"
ProviderDetails:
client_id: "YourLoginWithAmazonAppId"
client_secret: "YourLoginWithAmazonAppSecret"
authorize_scopes: "profile postal_code"
ProviderType: "LoginWithAmazon"
AttributeMapping:
email: "email"

새로운 Google 자격 증명 공급자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참조된 사용자 풀에서 Google 자격 증명 공급자를 생성합니다.

JSON
{

"UserPoolIdentityProvider": {
"Type": "AWS::Cognito::UserPoolIdentityProvider",
"Properties": {
"UserPoolId": {
"Ref": "UserPool"
},
"ProviderName": "Google",
"ProviderDetails": {
"client_id": "YourGoogleAppId",
"client_secret": "YourGoogleAppSecret",
"authorize_scopes": "profile email openid"
},
"ProviderTyp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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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ttributeMapping": {
"email": "email"
}

YAML
UserPoolIdentityProvider:
Type: AWS::Cognito::UserPoolIdentityProvider
Properties:
UserPoolId: !Ref UserPool
ProviderName: "Google"
ProviderDetails:
client_id: "YourGoogleAppId"
client_secret: "YourGoogleAppSecret"
authorize_scopes: "profile email openid"
ProviderType: "Google"
AttributeMapping:
email: "email"

새로운 Facebook 자격 증명 공급자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참조된 사용자 풀에서 Facebook 자격 증명 공급자를 생성합니다.

JSON
{

}

"UserPoolIdentityProvider": {
"Type": "AWS::Cognito::UserPoolIdentityProvider",
"Properties": {
"UserPoolId": {
"Ref": "UserPool"
},
"ProviderName": "Facebook",
"ProviderDetails": {
"client_id": "YourFacebookAppId",
"client_secret": "YourFacebookAppSecret",
"authorize_scopes": "public_profile,email"
},
"ProviderType": "Facebook",
"AttributeMapping": {
"email": "email"
}
}
}

YAML
UserPoolIdentityProvider:
Type: AWS::Cognito::UserPoolIdentityProvider
Properties:
UserPoolId: !Ref UserPool
ProviderName: "Facebook"
ProviderDetails:
client_id: "YourFacebookAppId"
client_secret: "YourFacebookAppSecret"
authorize_scopes: "public_profile,email"
ProviderType: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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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Mapping:
email: "email"

Apple 자격 증명 공급자를 사용하여 새 로그인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참조된 사용자 풀에서 Sign in with Apple 자격 증명 공급자를 생성합니다.

JSON
{

}

"UserPoolIdentityProvider": {
"Type": "AWS::Cognito::UserPoolIdentityProvider",
"Properties": {
"UserPoolId": {
"Ref": "UserPool"
},
"ProviderName": "SignInWithApple",
"ProviderDetails": {
"client_id": "YourAppleServicesId",
"team_id": "YourAppleTeamId",
"key_id": "YourApplePrivateKeyID",
"private_key": "YourApplePrivateKey",
"authorize_scopes": "public_profile,email"
},
"ProviderType": "SignInWithApple",
"AttributeMapping": {
"email": "email"
}
}
}

YAML
UserPoolIdentityProvider:
Type: AWS::Cognito::UserPoolIdentityProvider
Properties:
UserPoolId: !Ref UserPool
ProviderName: "SignInWithApple"
ProviderDetails:
client_id: "YourSign"
team_id: "YourAppleTeamId",
key_id: "YourApplePrivateKeyID",
private_key: "YourApplePrivateKey",
authorize_scopes: "public_profile,email"
ProviderType: "SignInWithApple"
AttributeMapping:
email: "email"

새 OIDC 자격 증명 공급자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참조된 사용자 풀에서 OIDC 자격 증명 공급자 "YourOIDCProviderName"을 생성합니다.

JSON
{

"UserPoolIdentityProvider": {
"Type": "AWS::Cognito::UserPoolIdentityProvider",
"Properties": {
"UserPoolId": {
"Ref": "User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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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ProviderName": "YourOIDCProviderName",
"ProviderDetails": {
"client_id": "YourOIDCClientId",
"client_secret": "YourOIDCClientSecret",
"attributes_request_method": "GET",
"oidc_issuer": "YourOIDCIssuerURL",
"authorize_scopes": "email profile openid"
},
"ProviderType": "OIDC",
"AttributeMapping": {
"email": "email"
},
"IdpIdentifiers": [
"IdpIdentifier"
]

YAML
UserPoolIdentityProvider:
Type: AWS::Cognito::UserPoolIdentityProvider
Properties:
UserPoolId: !Ref UserPool
ProviderName: "YourOIDCProviderName"
ProviderDetails:
client_id: "YourOIDCClientId"
client_secret: "YourOIDCClientSecret"
attributes_request_method: "GET"
oidc_issuer: "YourOIDCIssuerURL"
authorize_scopes: "email profile openid"
ProviderType: "OIDC"
AttributeMapping:
email: "email"
IdpIdentifiers:
- "IdpIdentifier"

새 SAML 자격 증명 공급자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참조된 사용자 풀에서 SAML 자격 증명 공급자 "YourProviderName"을 생성합니다.

JSON
{

"UserPoolIdentityProvider": {
"Type": "AWS::Cognito::UserPoolIdentityProvider",
"Properties": {
"UserPoolId": {"Ref": "UserPool"},
"ProviderName": "YourProviderName",
"ProviderDetails": {
"MetadataURL": "YourMetadataURL"
},
"ProviderType": "SAML",
"AttributeMapping": {
"email": "Attribute"
},
"IdpIdentifiers": [
"IdpIdentifi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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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UserPoolIdentityProvider:
Type: AWS::Cognito::UserPoolIdentityProvider
Properties:
UserPoolId: !Ref UserPool
ProviderName: "YourProviderName"
ProviderDetails:
MetadataURL: "YourMetadataURL"
ProviderType: "SAML"
AttributeMapping:
email: "Attribute"
IdpIdentifiers:
- "IdpIdentifier"

AWS::Cognito::UserPoolResourceServer
AWS::Cognito::UserPoolResourceServer 리소스는 새 OAuth2.0 리소스 서버를 생성하고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범위를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gnito::UserPoolResourceServer",
"Properties" : {
"Identifier" : String,
"Name" : String,
"Scopes" : [ ResourceServerScopeType (p. 1937), ... ],
"UserPoolId" : String
}

YAML
Type: AWS::Cognito::UserPoolResourceServer
Properties:
Identifier: String
Name: String
Scopes:
- ResourceServerScopeType (p. 1937)
UserPoolId: String

Properties
Identifier
리소스 서버의 고유 리소스 서버 식별자입니다. 리소스 서버가 위치한 HTTPS 엔드포인트가 될 수 있습
니다. 예: https://my-weather-api.example.com.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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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256
Pattern: [\x21\x23-\x5B\x5D-\x7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리소스 서버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w\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opes
범위 목록입니다. 각 범위는 ScopeName 및 ScopeDescription 키가 포함된 맵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ServerScopeType (p. 1937)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PoolId
사용자 풀의 사용자 풀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5
Pattern: [\w-]+_[0-9a-zA-Z]+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서버 식별자 “Identifier"인
physicalResourceId. 예:
{ "Ref": "yourResourceServerIdentif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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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Cognito 리소스 서버 yourResourceServerIdentifier의 경우 Ref는 리소스 서버의 이름을 반
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사용자 풀에 대한 새 리소스 서버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참조된 사용자 풀에서 식별자가 "Identifier"인 리소스 서버 "Name"을 생성합니다.

JSON
{

"UserPoolResourceServer": {
"Type": "AWS::Cognito::UserPoolResourceServer",
"Properties": {
"UserPoolId": {
"Ref": "UserPool"
},
"Identifier": "Identifier",
"Name": "Name",
"Scopes": [{
"ScopeName": "ScopeName1",
"ScopeDescription": "description"
}, {
"ScopeName": "ScopeName2",
"ScopeDescription": "description"
}]
}
}

}

YAML
UserPoolResourceServer:
Type: AWS::Cognito::UserPoolResourceServer
Properties:
UserPoolId: !Ref UserPool
Identifier: "Identifier"
Name: "Name"
Scopes:
- ScopeName: "ScopeName1"
ScopeDescription: "description"
- ScopeName: "ScopeName2"
ScopeDescription: "description"

AWS::Cognito::UserPoolResourceServer ResourceServerScopeType
리소스 서버 범위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ScopeDescripti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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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eName" : String

YAML
ScopeDescription: String
ScopeName: String

Properties
ScopeDescription
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opeName
범위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x21\x23-\x2E\x30-\x5B\x5D-\x7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RiskConfigurationAttachment
AWS::Cognito::UserPoolRiskConfigurationAttachment 리소스는 Amazon Cognito 고급 보안 기
능에 사용되는 위험 구성을 설정합니다.
단일 클라이언트(특정 clientId 포함) 또는 모든 클라이언트(clientId를 ALL로 설정하여)에 대해 위험
구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LL을 지정하면 이전에 위험 구성이 설정되지 않은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기본
구성이 사용됩니다. 특정 클라이언트에 대한 위험 구성을 지정하면 더 이상 ALL 구성으로 폴백되지 않습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Cognito::UserPoolRiskConfiguration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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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 {
"AccountTakeoverRiskConfiguration" : AccountTakeoverRiskConfigurationType (p. 1944),
"ClientId" : String,
"CompromisedCredentialsRiskConfiguration" : CompromisedCredentialsRiskConfigurationType (p. 1946),
"RiskExceptionConfiguration" : RiskExceptionConfigurationType (p. 1949),
"UserPoolId" : String
}

}

YAML
Type: AWS::Cognito::UserPoolRiskConfigurationAttachment
Properties:
AccountTakeoverRiskConfiguration:
AccountTakeoverRiskConfigurationType (p. 1944)
ClientId: String
CompromisedCredentialsRiskConfiguration:
CompromisedCredentialsRiskConfigurationType (p. 1946)
RiskExceptionConfiguration:
RiskExceptionConfigurationType (p. 1949)
UserPoolId: String

Properties
AccountTakeoverRiskConfiguration
계정 탈취의 경우 수행할 Actions 및 NotifyConfiguration 객체를 포함한 계정 탈취 위험 구성 객
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countTakeoverRiskConfigurationType (p. 194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Id
앱 클라이언트 ID입니다. 단일 클라이언트(특정 ClientId 사용) 또는 모든 클라이언트(ClientId를 ALL로
설정)에 대한 위험 구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mpromisedCredentialsRiskConfiguration
EventFilter 및 EventAction을 포함한 이상 있는 자격 증명 위험 구성 객체
Required: 아니요
Type: CompromisedCredentialsRiskConfigurationType (p. 19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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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ExceptionConfiguration
위험 결정을 재정의하는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iskExceptionConfigurationType (p. 194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PoolId
사용자 풀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5
Pattern: [\w-]+_[0-9a-zA-Z]+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UserPoolRiskConfigurationAttachment-UserPoolId-ClientId"인 physicalResourceId. 예:
{ "Ref": “UserPoolRiskConfigurationAttachment-useast-1_FAKEPOOLID-2asc123fakeclientidajjulj6bh” }
Amazon Cognito 위험 구성 연결 UserPoolRiskConfigurationAttachment-useast-1_FAKEPOOLID-2asc123fakeclientidajjulj6bh의 경우 Ref는 위험 구성 연결의 이름을 반환
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사용자 풀에 대한 새 위험 구성 연결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참조된 사용자 풀 및 클라이언트에서 위험 구성을 설정합니다.

JSON
{

"UserPoolRiskConfiguration":{
"Type":"AWS::Cognito::UserPoolRiskConfigurationAttachment",
"Properties":{
"UserPoolId":{
"Ref":"UserPool"
},
"ClientId":{
"Ref":"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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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TakeoverRiskConfiguration":{
"Actions":{
"HighAction":{
"EventAction":"MFA_REQUIRED",
"Notify":true,
},
"MediumAction":{
"EventAction":"MFA_IF_CONFIGURED",
"Notify":true
},
"LowAction":{
"EventAction":{
"Ref":"EventAction"
},
"Notify":false
}

},
"NotifyConfiguration":{
"BlockEmail":{
"HtmlBody":"html body",
"Subject":"Your account got blocked",
"TextBody":"Your account got blocked"
},
"MfaEmail":{
"HtmlBody":"html body",
"Subject":"Your account needs MFA verification",
"TextBody":"Your account needs MFA verification"
},
"NoActionEmail":{
"HtmlBody":{
"Ref":"HtmlBody"
},
"Subject":{
"Ref":"Subject"
},
"TextBody":{
"Ref":"TextBody"
},
},
"From":"your-from-email@amazon.com",
"SourceArn":{
"Ref":"SourceArn"
},
"ReplyTo":"your-reply-to@amazon.com"

}
},
"CompromisedCredentialsRiskConfiguration":{
"Actions":{
"EventAction":"BLOCKED"
},
"EventFilter":[
{
"Ref":"EventFilter"
},
]
},
"RiskExceptionConfiguration":{
"BlockedIPRangeList":[
"198.0.0.1"
],
"SkippedIPRangeList":[
"19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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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YAML
UserPoolRiskConfiguration:
Type: AWS::Cognito::UserPoolRiskConfigurationAttachment
Properties:
UserPoolId: !Ref UserPool
ClientId: !Ref Client
AccountTakeoverRiskConfiguration:
Actions:
HighAction:
EventAction: "MFA_REQUIRED"
Notify: True
MediumAction:
EventAction: "MFA_IF_CONFIGURED"
Notify: True
LowAction:
EventAction: !Ref LowEventAction
Notify: False
NotifyConfiguration:
BlockEmail:
HtmlBody: "html body"
Subject: "Your account got blocked"
TextBody: "Your account got blocked"
MfaEmail:
HtmlBody: "html body"
Subject: "Your account needs MFA verification"
TextBody: "Your account needs MFA verification"
NoActionEmail:
HtmlBody: !Ref HtmlBody
Subject: !Ref Subject
TextBody: !Ref TextBody
From: "your-from-email@amazon.com"
SourceArn: !Ref SourceArn
ReplyTo: "your-reply-to@amazon.com"
CompromisedCredentialsRiskConfiguration:
Actions:
EventAction: "BLOCKED"
EventFilter: - !Ref EventFilter
RiskExceptionConfiguration:
BlockedIPRangeList:
- "198.0.0.1"
SkippedIPRangeList:
- "198.0.0.1"

AWS::Cognito::UserPoolRiskConfigurationAttachment
AccountTakeoverActionsType
계정 탈취 작업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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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Action" : AccountTakeoverActionType (p. 1943),
"LowAction" : AccountTakeoverActionType (p. 1943),
"MediumAction" : AccountTakeoverActionType (p. 1943)

YAML
HighAction:
AccountTakeoverActionType (p. 1943)
LowAction:
AccountTakeoverActionType (p. 1943)
MediumAction:
AccountTakeoverActionType (p. 1943)

Properties
HighAction
높은 위험에 대해 수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countTakeoverActionType (p. 194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wAction
낮은 위험에 대해 수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countTakeoverActionType (p. 194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diumAction
중간 위험에 대해 수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countTakeoverActionType (p. 194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RiskConfigurationAttachment
AccountTakeoverActionType
계정 탈취 작업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ventActi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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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fy" : Boolean

YAML
EventAction: String
Notify: Boolean

Properties
EventAction
이벤트 작업입니다.
• BLOCK 이 작업을 선택하면 요청이 차단됩니다.
• MFA_IF_CONFIGURED 사용자가 구성한 경우 MFA 챌린지를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청을 허용합
니다.
• MFA_REQUIRED 사용자가 구성한 경우 MFA 챌린지를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청을 차단합니다.
• NO_ACTION 사용자 로그인을 허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LOCK | MFA_IF_CONFIGURED | MFA_REQUIRED | NO_ACTI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y
알림을 보낼지 여부를 지정하는 플래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RiskConfigurationAttachment
AccountTakeoverRiskConfigurationType
잠재적 계정 탈취에 대해 감지된 서로 다른 레벨의 위험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작업 및 알림의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s" : AccountTakeoverActionsType (p. 1942),
"NotifyConfiguration" : NotifyConfigurationType (p. 1946)

YAML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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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TakeoverActionsType (p. 1942)
NotifyConfiguration:
NotifyConfigurationType (p. 1946)

Properties
Actions
계정 탈취 위험 구성 작업
Required: 예
Type: AccountTakeoverActionsType (p. 194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yConfiguration
이메일 알림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알림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otifyConfigurationType (p. 19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RiskConfigurationAttachment
CompromisedCredentialsActionsType
이상 있는 자격 증명 작업 유형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ventAction" : String

YAML
EventAction: String

Properties
EventAction
이벤트 작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LOCK | NO_ACTI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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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ognito::UserPoolRiskConfigurationAttachment
CompromisedCredentialsRiskConfigurationType
이상 있는 자격 증명 위험 구성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s" : CompromisedCredentialsActionsType (p. 1945),
"EventFilter" : [ String, ... ]

YAML
Actions:
CompromisedCredentialsActionsType (p. 1945)
EventFilter:
- String

Properties
Actions
이상 있는 자격 증명 위험 구성 작업입니다.
Required: 예
Type: CompromisedCredentialsActionsType (p. 194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Filter
이러한 이벤트에 대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기본값은 이벤트 필터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모든 이벤트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RiskConfigurationAttachment NotifyConfigurationType
알림 구성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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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Email" : NotifyEmailType (p. 1948),
"From" : String,
"MfaEmail" : NotifyEmailType (p. 1948),
"NoActionEmail" : NotifyEmailType (p. 1948),
"ReplyTo" : String,
"SourceArn" : String

YAML
BlockEmail:
NotifyEmailType (p. 1948)
From: String
MfaEmail:
NotifyEmailType (p. 1948)
NoActionEmail:
NotifyEmailType (p. 1948)
ReplyTo: String
SourceArn: String

Properties
BlockEmail
감지된 위험 이벤트가 차단되었을 때 사용되는 이메일 템플릿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otifyEmailType (p. 19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om
이메일을 전송 중인 이메일 주소입니다. Amazon SES로 개별적으로 확인되거나 Amazon SES로 확인
된 도메인에서 가져온 것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faEmail
MFA가 감지된 위험의 일부로 챌린지된 경우 사용되는 MFA 이메일 템플릿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otifyEmailType (p. 19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ActionEmail
감지된 위험 이벤트가 허용될 때 사용되는 이메일 템플릿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otifyEmailType (p. 19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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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To
이메일의 수신자가 회신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Arn
전송 권한 부여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자격 증명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mazon Cognito
가 From 파라미터에 지정된 이메일 주소에 대해 보내도록 허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w+=/,.@-]+:[\w+=/,.@-]+:([\w+=/,.@-]*)?:[0-9]+:[\w+=/,.@-]+(:
[\w+=/,.@-]+)?(:[\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RiskConfigurationAttachment NotifyEmailType
알림 이메일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tmlBody" : String,
"Subject" : String,
"TextBody" : String

YAML
HtmlBody: String
Subject: String
TextBody: String

Properties
HtmlBody
HTML 본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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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0000
Pattern: [\p{L}\p{M}\p{S}\p{N}\p{P}\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ject
제목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40
Pattern: [\p{L}\p{M}\p{S}\p{N}\p{P}\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xtBody
텍스트 본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6
Maximum: 20000
Pattern: [\p{L}\p{M}\p{S}\p{N}\p{P}\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RiskConfigurationAttachment
RiskExceptionConfigurationType
위험 결정을 재정의하는 구성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lockedIPRangeList" : [ String, ... ],
"SkippedIPRangeList" : [ String, ... ]

YAML
BlockedIPRangeList:
- String
SkippedIPRangeList: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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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BlockedIPRangeList
사전 인증 요청을 항상 차단하도록 위험 결정을 재정의합니다. IP 범위는 IP 주소와 해당 주소에 연결된
라우팅 접두사의 간단한 표현인 CIDR 표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kippedIPRangeList
범위 목록의 IP 주소에서 위험 감지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IP 범위가 CIDR 표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UICustomizationAttachment
AWS::Cognito::UserPoolUICustomizationAttachment 리소스는 사용자 풀의 내장 앱 UI에 대한 UI
사용자 지정 정보를 설정합니다.
단일 클라이언트(특정 clientId를 가진) 또는 모든 클라이언트(clientId를 ALL로 설정)에서 앱 UI 사용
자 지정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LL을 지정하면 이전에 UI 사용자 지정이 설정되지 않은 모든 클라이언
트에 대해 기본 구성이 사용됩니다. 특정 클라이언트에 대해 UI 사용자 지정 설정을 지정한 경우에는 더 이상
ALL 구성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Note
이 리소스를 생성하려면 먼저 사용자 풀에 연결된 도메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용자 풀에서 먼저
AWS::Cognito::UserPoolDomain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로고 이미지 설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Amazon Cognito SetUICustomization
API 작업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설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gnito::UserPoolUICustomizationAttachment",
"Properties" : {
"ClientId" : String,
"CSS" : String,
"UserPoolId" :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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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Cognito::UserPoolUICustomizationAttachment
Properties:
ClientId: String
CSS: String
UserPoolId: String

Properties
ClientId
클라이언트 앱의 클라이언트 ID입니다. 단일 클라이언트(특정 clientId 사용) 또는 모든 클라이언트
(clientId를 ALL로 설정)에 대한 UI 사용자 지정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SS
UI 사용자 지정의 CSS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PoolId
사용자 풀의 사용자 풀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5
Pattern: [\w-]+_[0-9a-zA-Z]+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UserPoolUICustomizationAttachment-UserPoolId-ClientId"인 physicalResourceId. 예:
{ "Ref": "UserPoolUICustomizationAttachment-useast-1_FAKEPOOLID-2asc123fakeclientidajjulj6b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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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Cognito 사용자 풀 도메인 UserPoolUICustomizationAttachment-useast-1_FAKEPOOLID-2asc123fakeclientidajjulj6bh의 경우 Ref는 UI 사용자 지정 연결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사용자 풀에 대한 새 UI 사용자 지정 연결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참조된 사용자 풀 및 클라이언트에서 UI 사용자 지정 설정을 설정합니다.

JSON
{

}

"UserPoolUICustomization":{
"Type":"AWS::Cognito::UserPoolUICustomizationAttachment",
"Properties":{
"UserPoolId":{
"Ref":"UserPool"
},
"ClientId":{
"Ref":"Client"
},
"CSS":".banner-customizable {\nbackground:
linear-gradient(#9940B8, #C27BDB)\n}"
}
}

YAML
UserPoolUICustomization:
Type: AWS::Cognito::UserPoolUICustomizationAttachment
Properties:
UserPoolId: !Ref UserPool
ClientId: !Ref Client
CSS: ".banner-customizable {
background: linear-gradient(#9940B8, #C27BDB)
}"

AWS::Cognito::UserPoolUser
AWS::Cognito::UserPoolUser 리소스는 Amazon Cognito 사용자 풀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Cognito::UserPoolUser",
"Properties" : {
"ClientMetadata" : Json,
"DesiredDeliveryMediums" : [ String, ... ],
"ForceAliasCreation" : Boolean,
"MessageAction" : String,
"UserAttributes" : [ AttributeType (p. 19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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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name" : String,
"UserPoolId" : String,
"ValidationData" : [ AttributeType (p. 1956), ... ]

YAML
Type: AWS::Cognito::UserPoolUser
Properties:
ClientMetadata: Json
DesiredDeliveryMediums:
- String
ForceAliasCreation: Boolean
MessageAction: String
UserAttributes:
- AttributeType (p. 1956)
Username: String
UserPoolId: String
ValidationData:
- AttributeType (p. 1956)

Properties
ClientMetadata
사전 가입 트리거에 의해 호출되는 사용자 지정 워크플로에 대한 입력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키-값 페어의 맵입니다.
사용자 풀 트리거에 AWS Lambda 함수를 할당하여 사용자 지정 워크플로를 생성합니다.
UserPoolUser 리소스를 생성하고 ClientMetadata 속성을 포함시키면 Amazon Cognito는 사전 가
입 트리거에 할당된 함수를 호출합니다. Amazon Cognito가 이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가 입력으로 수신
하는 JSON 페이로드를 전달합니다. 이 페이로드에는 ClientMetadata 속성에 할당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clientMetadata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Lambda의 함수 코드에서 clientMetadata 값을
처리하여 특정 요구에 맞게 워크플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ognito 개발자 안내서의 Lambda 트리거를 사용하여 사용자 풀 워크플로 사용
자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Note
ClientMetadata 파라미터를 사용할 때 다음 제한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Amazon Cognito는 ClientMetadata 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사용자 지정 워크
플로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 풀에 할당된 AWS Lambda 트리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
용자 풀 구성에 트리거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ClientMetaData 파라미터는 아무 용도로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 Amazon Cognito는 ClientMetadata 값의 유효성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 Amazon Cognito는 ClientMetadata 값을 암호화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iredDeliveryMediums
환영 메시지를 보내는 데 이메일이 사용될 경우 "EMAIL"를 지정합니다. 전화 번호가 사용될 경우
"SMS"를 지정합니다. 기본 값은 "SMS"입니다. 2개 이상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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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orceAliasCreation
phone_number_verified 또는 email_verified 속성이 True로 설정되는 경우에만 이 파라미터가
사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시됩니다.
이 파라미터가 True로 설정되고 UserAttributes 파라미터에 지정된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다른
사용자의 별칭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API 호출은 이전 사용자에서 새로 생성된 사용자로 별칭을 마이
그레이션합니다. 이전 사용자는 더 이상 해당 별칭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이 파라미터가 False로 설정되고 별칭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API에서 AliasExistsException 오류
가 발생합니다. 기본 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essageAction
이미 존재하는 사용자에게 초대 메시지를 다시 전송하고 사용자 계정에서 만료 제한을 재설정하려면
"RESEND"로 설정합니다. 메시지 전송을 억제하려면 "SUPPRESS"로 설정합니다. 1개의 값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RESEND | SUPPRES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rAttributes
생성될 사용자에 대해 설정할 사용자 속성 및 속성 값입니다. 이는 이름-값 페어입니다. Username 이
외의 다른 속성을 지정하지 않고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로 지정하는 속성(https://
docs.aws.amazon.com/cognito-user-identity-pools/latest/APIReference/API_CreateUserPool.html에서
또는 콘솔의 속성 탭에서)은 직접 제공하거나(AdminCreateUser에 대한 호출에서) 사용자가 제공해야
합니다(환영 메시지에 응답하여 가입할 때).
사용자 지정 속성의 경우 속성 이름에 custom: 접두사를 붙여야 합니다.
사용자 가입을 초대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려면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나 전화 번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는 AdminCreateUser로 호출에서 또는 사용자 풀을 관리하기 위한 Amazon Cognito 콘솔의 사용자 탭에
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AdminCreateUser로 호출에서 email_verified 속성을 True로 설정할 수 있고
phone_number_verified 속성을 True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https://docs.aws.amazon.com/
cognito-user-identity-pools/latest/APIReference/API_AdminUpdateUserAttributes.html을 호출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email: 코드와 사용자 이름이 포함된 메시지가 전송되는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email_verified 속성이 True로 설정되거나 DesiredDeliveryMediums 파라미터에서
"EMAIL"가 지정되는 경우 필요합니다.
• phone_number: 코드와 사용자 이름이 포함된 메시지가 전송되는 사용자의 전화 번호입니다.
phone_number_verified 속성이 True로 설정되거나 DesiredDeliveryMediums 파라미터에서
"SMS"가 지정되는 경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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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AttributeType (p. 1956)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rname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사용자 풀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이 값은 1 ~ 128자 사이의 UTF-8 문자
열이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생성된 후에는 사용자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p{L}\p{M}\p{S}\p{N}\p{P}]+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rPoolId
사용자가 생성될 사용자 풀의 사용자 풀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5
Pattern: [\w-]+_[0-9a-zA-Z]+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idationData
사용자의 확인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사용자 지정 확인(예: 등록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의 유형을
제한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속성 및 속성 값이 포함된 이름-값 페어의 어레이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도메인을 기준으로 사용자 가입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확인을 구성하려면 Amazon Cognito 개발자 안내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사용자 풀에 대
한 사전 가입 Lambda 트리거를 생성해야 합니다. Lambda 트리거는 확인 데이터를 수신하여 확인 프로
세스에 이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사용자의 확인 데이터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ttributeType (p. 1956)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예: admin.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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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ognito::UserPoolUser AttributeType
속성이 표준인지 또는 사용자 지정인지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 : String

YAML
Nam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Name
속성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
Pattern: [\p{L}\p{M}\p{S}\p{N}\p{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속성의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gnito::UserPoolUserToGroupAttachment
지정된 사용자를 지정된 그룹에 추가합니다.
이 작업을 호출하려면 개발자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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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Cognito::UserPoolUserToGroupAttachment",
"Properties" : {
"GroupName" : String,
"Username" : String,
"UserPoolId" : String
}

YAML
Type: AWS::Cognito::UserPoolUserToGroupAttachment
Properties:
GroupName: String
Username: String
UserPoolId: String

Properties
GroupName
그룹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p{L}\p{M}\p{S}\p{N}\p{P}]+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rname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p{L}\p{M}\p{S}\p{N}\p{P}]+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rPoolId
사용자 풀의 사용자 풀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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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55
Pattern: [\w-]+_[0-9a-zA-Z]+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생성된 ID(예:
UserToGroupAttachment-YejJvzrEXAMPLE)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 Config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onfig::AggregationAuthorization (p. 1958)
• AWS::Config::ConfigRule (p. 1967)
• AWS::Config::ConfigurationAggregator (p. 1980)
• AWS::Config::ConfigurationRecorder (p. 1985)
• AWS::Config::ConformancePack (p. 1989)
• AWS::Config::DeliveryChannel (p. 1992)
• AWS::Config::OrganizationConfigRule (p. 1996)
• AWS::Config::OrganizationConformancePack (p. 2004)
• AWS::Config::RemediationConfiguration (p. 2008)
• AWS::Config::StoredQuery (p. 2015)

AWS::Config::AggregationAuthorization
집계자 계정과 리전에 부여된 권한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nfig::AggregationAuthorization",
"Properties" : {
"AuthorizedAccountId" : String,
"AuthorizedAwsRegion"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Config::AggregationAuthorization
Properties:
AuthorizedAccountI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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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zedAwsRegio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uthorizedAccountId
데이터 집계 권한이 부여된 계정의 12자리 계정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d{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uthorizedAwsRegion
집계된 데이터 수집 권한이 있는 리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태그 객체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AggregationAuthorization
의 ARN(예: arn:aws:config:us-east-1:123456789012:aggregationauthorization/987654321012/us-west-2)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다른 계정에 권한 부여
다음 예제에서는 다른 계정에 자신의 AWS Config 데이터를 특정 리전으로 집계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AggregationAuthorization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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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AggregationAuthorization": {
"Type": "AWS::Config::AggregationAuthorization",
"Properties": {
"AuthorizedAccountId": 123456789012,
"AuthorizedAwsRegion": "us-west-2"
}
}

YAML
AggregationAuthorization:
Type: "AWS::Config::AggregationAuthorization"
Properties:
AuthorizedAccountId: 123456789012
AuthorizedAwsRegion: us-west-2

집계 권한 부여
다음 예제에서는 AWS Config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AWS Config 규칙, 집계자 및 권한 부여를 생성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Enable Config",
"Metadata": {
"AWS::CloudFormation::Interface": {
"ParameterGroups": [
{
"Label": {
"default": "Configuration Recorder Configuration"
},
"Parameters": [
"GlobalResourceTypesRegion"
]
},
{
"Label": {
"default": "Configuration Aggregator Configuration"
},
"Parameters": [
"AggregatorAccount",
"AggregatorRegion",
"SourceAccounts",
"SourceRegions"
]
}
],
"ParameterLabels": {
"GlobalResourceTypesRegion": {
"default": "Global resource types region"
},
"AggregatorAccount": {
"default": "Aggregator account"
},
"AggregatorRegion": {
"default": "Aggregator region"
},
"SourceAccounts": {
"default": "Source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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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ourceRegions": {
"default": "Source regions"
}

},
"Parameters": {
"GlobalResourceTypesRegion": {
"Type": "String",
"Default": "us-east-1",
"Description": "AWS region used to record global resources types"
},
"AggregatorAccount": {
"Type": "String",
"Description": "Account ID of the aggregator"
},
"AggregatorRegion": {
"Type": "String",
"Default": "us-east-1",
"Description": "AWS region of the aggregator"
},
"SourceAccounts": {
"Type": "CommaDelimitedList",
"Description": "List of source accounts to aggregate"
},
"SourceRegions": {
"Type": "CommaDelimitedList",
"Description": "List of regions to aggregate"
}
},
"Conditions": {
"IncludeGlobalResourceTypes": {
"Fn::Equals": [
{
"Ref": "GlobalResourceTypesRegion"
},
{
"Ref": "AWS::Region"
}
]
},
"CreateAggregator": {
"Fn::And": [
{
"Fn::Equals": [
{
"Ref": "AggregatorAccount"
},
{
"Ref": "AWS::AccountId"
}
]
},
{
"Fn::Equals": [
{
"Ref": "AggregatorRegion"
},
{
"Ref": "AWS::Region"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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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Authorization": {
"Fn::Not": [
{
"Fn::Equals": [
{
"Ref": "AggregatorAccount"
},
{
"Ref": "AWS::AccountId"
}
]
}
]
}

},
"Resources": {
"ConfigBucket": {
"DeletionPolicy": "Retain",
"Type": "AWS::S3::Bucket"
},
"ConfigBucketPolicy": {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
"Bucket": {
"Ref": "ConfigBucket"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WSConfigBucketPermissionsCheck",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config.amazonaws.com"
]
},
"Action": "s3:GetBucketAcl",
"Resource": [
{
"Fn::Sub": "arn:aws:s3:::${ConfigBucket}"
}
]
},
{
"Sid": "AWSConfigBucketDelivery",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config.amazonaws.com"
]
},
"Action": "s3:PutObject",
"Resource": [
{
"Fn::Sub": "arn:aws:s3:::${ConfigBucket}/AWSLogs/
${AWS::AccountId}/*"
}
]
}
]
}
}
},
"ConfigRecorderRole": {
"Type": "AWS::IAM::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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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config.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AWSConfigRole"
]
}

},
"ConfigRecorder": {
"Type": "AWS::Config::ConfigurationRecorder",
"DependsOn": [
"ConfigRecorderRole",
"ConfigBucketPolicy"
],
"Properties": {
"RoleARN": {
"Fn::GetAtt": [
"ConfigRecorderRole",
"Arn"
]
},
"RecordingGroup": {
"AllSupported": true,
"IncludeGlobalResourceTypes": {
"Fn::If": [
"IncludeGlobalResourceTypes",
true,
false
]
}
}
}
},
"DeliveryChannel": {
"Type": "AWS::Config::DeliveryChannel",
"DependsOn": [
"ConfigBucketPolicy"
],
"Properties": {
"Name": "default",
"S3BucketName": {
"Ref": "ConfigBucket"
}
}
},
"S3BucketPublicReadRule": {
"Type": "AWS::Config::ConfigRule",
"DependsOn": [
"ConfigRecorder"
],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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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RuleName": "stackset-s3-bucket-public-read-prohibited",
"Description": "s3-bucket-public-read-prohibited from stackset",
"Scope": {
"ComplianceResourceTypes": [
"AWS::S3::Bucket"
]
},
"Source": {
"Owner": "AWS",
"SourceIdentifier": "S3_BUCKET_PUBLIC_READ_PROHIBITED"
}

}

}

}
},
"ConfigAggregator": {
"Type": "AWS::Config::ConfigurationAggregator",
"Condition": "CreateAggregator",
"Properties": {
"Name": "name",
"AccountAggregationSources": [
{
"AccountIds": {
"Ref": "SourceAccounts"
},
"AwsRegions": {
"Ref": "SourceRegions"
}
}
]
}
},
"AggregationAuthorization": {
"Type": "AWS::Config::AggregationAuthorization",
"Condition": "CreateAuthorization",
"Properties": {
"AuthorizedAccountId": {
"Ref": "AggregatorAccount"
},
"AuthorizedAwsRegion": {
"Ref": "AggregatorRegion"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Enable Config
Metadata:
AWS::CloudFormation::Interface:
ParameterGroups:
- Label:
default: Configuration Recorder Configuration
Parameters:
- GlobalResourceTypesRegion
- Label:
default: Configuration Aggregator Configuration
Parameters:
- AggregatorAccount
- AggregatorRegion
- SourceAccounts
- Source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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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Labels:
GlobalResourceTypesRegion:
default: Global resource types region
AggregatorAccount:
default: Aggregator account
AggregatorRegion:
default: Aggregator region
SourceAccounts:
default: Source accounts
SourceRegions:
default: Source regions
Parameters:
GlobalResourceTypesRegion:
Type: String
Default: us-east-1
Description: AWS region used to record global resources types
AggregatorAccount:
Type: String
Description: Account ID of the aggregator
AggregatorRegion:
Type: String
Default: us-east-1
Description: AWS region of the aggregator
SourceAccounts:
Type: CommaDelimitedList
Description: List of source accounts to aggregate
SourceRegions:
Type: CommaDelimitedList
Description: List of regions to aggregate
Conditions:
IncludeGlobalResourceTypes: !Equals
- !Ref GlobalResourceTypesRegion
- !Ref AWS::Region
CreateAggregator: !And
- !Equals
- !Ref AggregatorAccount
- !Ref AWS::AccountId
- !Equals
- !Ref AggregatorRegion
- !Ref AWS::Region
CreateAuthorization: !Not
- !Equals
- !Ref AggregatorAccount
- !Ref AWS::AccountId
Resources:
ConfigBucket:
DeletionPolicy: Retain
Type: AWS::S3::Bucket
Config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ConfigBucke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Sid: AWSConfigBucketPermissionsCheck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config.amazonaws.com
Action: s3:GetBucket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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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 !Sub "arn:aws:s3:::${ConfigBucket}"
- Sid: AWSConfigBucketDelivery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config.amazonaws.com
Action: s3:PutObject
Resource:
- !Sub "arn:aws:s3:::${ConfigBucket}/AWSLogs/${AWS::AccountId}/*"
ConfigRecorder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config.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AWSConfigRole
ConfigRecorder:
Type: AWS::Config::ConfigurationRecorder
DependsOn:
- ConfigRecorderRole
- ConfigBucketPolicy
Properties:
RoleARN: !GetAtt ConfigRecorderRole.Arn
RecordingGroup:
AllSupported: True
IncludeGlobalResourceTypes: !If
- IncludeGlobalResourceTypes
- True
- False
DeliveryChannel:
Type: AWS::Config::DeliveryChannel
DependsOn:
- ConfigBucketPolicy
Properties:
Name: default
S3BucketName: !Ref ConfigBucket
S3BucketPublicReadRule:
Type: AWS::Config::ConfigRule
DependsOn:
- ConfigRecorder
Properties:
ConfigRuleName: stackset-s3-bucket-public-read-prohibited
Description: s3-bucket-public-read-prohibited from stackset
Scop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S3::Bucket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S3_BUCKET_PUBLIC_READ_PROHIBITED
ConfigAggregator:
Type: AWS::Config::ConfigurationAggregator
Condition: CreateAggre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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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onfigurationAggregatorName: name
AccountAggregationSources:
- AccountIds: !Ref SourceAccounts
AwsRegions: !Ref SourceRegions
AggregationAuthorization:
Type: AWS::Config::AggregationAuthorization
Condition: CreateAuthorization
Properties:
AuthorizedAccountId: !Ref AggregatorAccount
AuthorizedAwsRegion: !Ref AggregatorRegion

AWS::Config::ConfigRule
AWS 리소스가 원하는 구성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AWS Config 규칙을 지정합니다.
사용자 지정 AWS Config 규칙 및 AWS 관리형 Config 규칙에 이 작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AWS Config 규칙은 사용자가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는 규칙입니다. AWS 관리형 Config 규칙은 AWS Config
가 제공하며 사용자 지정이 가능한 사전 정의된 규칙입니다.
새로운 사용자 지정 AWS Config 규칙을 추가할 경우 규칙이 리소스를 평가하기 위해 호출하는 AWS
Lambda 함수를 먼저 생성해야 합니다. PutConfigRule 작업을 사용하여 AWS Config에 규칙을 추가할 경
우, AWS Lambda가 함수에 할당할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해야 합니다. SourceIdentifier 키
에 대한 ARN을 지정합니다. 이 키는 Source 객체에 포함되며, 이 객체는 ConfigRule 객체에 포함됩니다.
AWS 관리형 Config 규칙을 추가할 경우 SourceIdentifier 키를 위한 규칙의 식별자를 지정합니다.
AWS 관리형 Config 규칙 식별자를 참조하려면 AWS 관리형 Config 규칙 정보를 참조하세요.
추가하는 새 규칙에 대해 ConfigRule 객체에 ConfigRuleName 을 지정합니다. ConfigRuleArn 또는
ConfigRuleId는 지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값은 새 규칙에 대해 AWS Config가 생성합니다.
이전에 추가한 규칙을 업데이트하려면 이 요청에 사용하는 ConfigRule 데이터 형식에 ConfigRuleName,
ConfigRuleId 또는 ConfigRuleArn을 사용하여 규칙을 지정합니다.
AWS Config에서 지원하는 최대 규칙 수는 150개입니다.
규칙 한도 증가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일반 참조 가이드에서 AWS Config Config 제한을 참조하세
요.
AWS Config 규칙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nfig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Config를 사용
하여 AWS 리소스 구성 평가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 {
"ConfigRuleNam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InputParameters" : Json,
"MaximumExecutionFrequency" : String,
"Scope" : Scope (p. 1976),
"Source" : Source (p. 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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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tring
Description: String
InputParameters: Json
MaximumExecutionFrequency: String
Scope:
Scope (p. 1976)
Source:
Source (p. 1977)

Properties
ConfigRuleName
AWS Config 규칙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에서 고유의 물리적 ID를 생성하여 규칙 이름
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AWS Config 규칙에 대해 제공하는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Parameters
AWS Config 규칙 Lambda 함수로 전달되는 JSON 형식의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imumExecutionFrequency
AWS Config에서 규칙에 대해 평가를 실행하는 최대 빈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MaximumExecutionFrequency에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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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으로 트리거되는 AWS 관리형 규칙을 사용합니다.
• AWS Config에서 구성 스냅샷을 전송하면 사용자 지정 규칙이 트리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onfigSnapshotDeliveryProperties를 참조하십시오.

Note
기본적으로 주기적 트리거가 있는 규칙은 24시간마다 평가됩니다. 빈도를 변경하려면
MaximumExecutionFrequency 파라미터에 유효한 값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ne_Hour | Six_Hours | Three_Hours | Twelve_Hours | TwentyFour_Hour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ope
규칙에 대해 평가를 트리거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범위에는 하나 이상의 리소스 유형, 하나의
리소스 유형과 하나의 리소스 ID의 조합 또는 태그 키와 값의 조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규칙에 대한
평가를 트리거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제약하기 위한 범위를 지정합니다. 범위를 지정하지 않으면 레코딩
그룹의 리소스가 변경될 때 평가가 트리거됩니다.

Note
범위는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ope (p. 19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
규칙 소유자(AWS 또는 고객), 규칙 식별자 그리고 함수가 AWS 리소스를 평가하게 만드는 알림을 제공
합니다.
Required: 예
Type: Source (p. 197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규칙 이름(예: mystackMyConfigRule-12ABCFPXHV4OV)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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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
AWS Config 규칙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예: arn:aws:config:useast-1:123456789012:config-rule/config-rule-a1bzhi)입니다.
Compliance.Type
AWS Config 규칙의 규정 준수 상태(예: COMPLIANT 또는 NON_COMPLIANT)입니다.
ConfigRuleId
AWS Config 규칙의 ID(예: config-rule-a1bzhi)입니다.

예제
Config 규칙
다음 예제에서는 EC2 볼륨 리소스 유형에 CostCenter 태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AWS 관리형 규칙이
사용됩니다.

JSON
"ConfigRuleForVolumeTags": {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
"InputParameters": {"tag1Key": "CostCenter"},
"Scope": {
"ComplianceResourceTypes": ["AWS::EC2::Volume"]
},
"Source": {
"Owner": "AWS",
"SourceIdentifier": "REQUIRED_TAGS"
}
}
}

YAML
ConfigRuleForVolumeTags: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InputParameters:
tag1Key: CostCenter
Scop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EC2::Volume"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REQUIRED_TAGS"

Lambda 함수 사용 규칙 만들기
다음 예제에서는 Lambda 함수를 사용하는 사용자 지정 구성 규칙을 생성합니다. 이 함수는 EC2 볼륨의
AutoEnableIO 속성이 true로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성 규칙은 Lambda 정책에 종속되므로 이
규칙은 호출이 허용된 후에만 함수를 호출합니다.
Lambda를 사용하여 규칙을 생성한 후에는 특정 규칙 ARN만 Lambda 함수를 호출하도록 제한하는
SourceArn 기반 권한 예제와 함께 Lambda 함수를 사용한 업데이트 규칙에 따라 권한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API 버전 2010-05-15
197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Config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AWS Lambda가 예상된 사용자 및 시나리오만 대신하여 리소스에 액세스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JSON
"ConfigPermissionToCallLambda": {
"Type": "AWS::Lambda::Permission",
"Properties": {
"FunctionName": {"Fn::GetAtt": ["VolumeAutoEnableIOComplianceCheck", "Arn"]},
"Action": "lambda:InvokeFunction",
"Principal": "config.amazonaws.com",
"SourceAccount": {"Ref": "AWS::AccountId" }
}
},
"VolumeAutoEnableIOComplianceCheck": {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
"Code": {
"ZipFile": {"Fn::Join": ["\n", [
"var aws = require('aws-sdk');",
"var config = new aws.ConfigService();",
"var ec2 = new aws.EC2();",
"exports.handler = function(event, context) {",
"
compliance = evaluateCompliance(event, function(compliance, event) {",
"
var configurationItem =
JSON.parse(event.invokingEvent).configurationItem;",
"
var putEvaluationsRequest = {",
"
Evaluations: [{",
"
ComplianceResourceType: configurationItem.resourceType,",
"
ComplianceResourceId: configurationItem.resourceId,",
"
ComplianceType: compliance,",
"
OrderingTimestamp:
configurationItem.configurationItemCaptureTime",
"
}],",
"
ResultToken: event.resultToken",
"
};",
"
config.putEvaluations(putEvaluationsRequest, function(err, data) {",
"
if (err) context.fail(err);",
"
else context.succeed(data);",
"
});",
"
});",
"};",
"function evaluateCompliance(event, doReturn) {",
"
var configurationItem = JSON.parse(event.invokingEvent).configurationItem;",
"
var status = configurationItem.configurationItemStatus;",
"
if (configurationItem.resourceType !== 'AWS::EC2::Volume' ||
event.eventLeftScope || (status !== 'OK' && status !== 'ResourceDiscovered'))",
"
doReturn('NOT_APPLICABLE', event);",
"
else ec2.describeVolumeAttribute({VolumeId: configurationItem.resourceId,
Attribute: 'autoEnableIO'}, function(err, data) {",
"
if (err) context.fail(err);",
"
else if (data.AutoEnableIO.Value) doReturn('COMPLIANT', event);",
"
else doReturn('NON_COMPLIANT', event);",
"
});",
"}"
]]}
},
"Handler": "index.handler",
"Runtime": "nodejs12.x",
"Timeout": "30",
"Role": {"Fn::GetAtt": ["LambdaExecutionRole", "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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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figRuleForVolumeAutoEnableIO": {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
"ConfigRuleName": "ConfigRuleForVolumeAutoEnableIO",
"Scope": {
"ComplianceResourceId": {"Ref": "Ec2Volume"},
"ComplianceResourceTypes": ["AWS::EC2::Volume"]
},
"Source": {
"Owner": "CUSTOM_LAMBDA",
"SourceDetails": [{
"EventSource": "aws.config",
"MessageType": "ConfigurationItemChangeNotification"
}],
"SourceIdentifier": {"Fn::GetAtt": ["VolumeAutoEnableIOComplianceCheck", "Arn"]}
}
},
"DependsOn": "ConfigPermissionToCallLambda"
}

YAML
ConfigPermissionToCallLambda:
Type: AWS::Lambda::Permission
Properties:
FunctionName:
Fn::GetAtt:
- VolumeAutoEnableIOComplianceCheck
- Arn
Action: "lambda:InvokeFunction"
Principal: "config.amazonaws.com"
SourceAccount: !Ref 'AWS::AccountId'
VolumeAutoEnableIOComplianceCheck: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Code:
ZipFile:
!Sub |
var aws = require('aws-sdk');
var config = new aws.ConfigService();
var ec2 = new aws.EC2();
exports.handler = function(event, context) {
compliance = evaluateCompliance(event, function(compliance, event) {
var configurationItem =
JSON.parse(event.invokingEvent).configurationItem;
var putEvaluationsRequest = {
Evaluations: [{
ComplianceResourceType: configurationItem.resourceType,
ComplianceResourceId: configurationItem.resourceId,
ComplianceType: compliance,
OrderingTimestamp:
configurationItem.configurationItemCaptureTime
}],
ResultToken: event.resultToken
};
config.putEvaluations(putEvaluationsRequest, function(err, data) {
if (err) context.fail(err);
else context.succeed(data);
});
});
};
function evaluateCompliance(event, doRetu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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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configurationItem = JSON.parse(event.invokingEvent).configurationItem;
var status = configurationItem.configurationItemStatus;
if (configurationItem.resourceType !== 'AWS::EC2::Volume' ||
event.eventLeftScope || (status !== 'OK' && status !== 'ResourceDiscovered'))
doReturn('NOT_APPLICABLE', event);
else ec2.describeVolumeAttribute({VolumeId: configurationItem.resourceId,
Attribute: 'autoEnableIO'}, function(err, data) {
if (err) context.fail(err);
else if (data.AutoEnableIO.Value) doReturn('COMPLIANT', event);
else doReturn('NON_COMPLIANT', event);
});
}
Handler: "index.handler"
Runtime: nodejs12.x
Timeout: 30
Role:
Fn::GetAtt:
- LambdaExecutionRole
- Arn
ConfigRuleForVolumeAutoEnableIO: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ConfigRuleForVolumeAutoEnableIO
Scope:
ComplianceResourceId:
Ref: Ec2Volum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EC2::Volume"
Source:
Owner: "CUSTOM_LAMBDA"
SourceDetails:
EventSource: "aws.config"
MessageType: "ConfigurationItemChangeNotification"
SourceIdentifier:
Fn::GetAtt:
- VolumeAutoEnableIOComplianceCheck
- Arn
DependsOn: ConfigPermissionToCallLambda

SourceArn 기반 권한으로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규칙 업데이트
AWS Config 규칙이 생성된 후에는 Lambda 함수를 호출하는 AWS Config 규칙의 ARN인 sourceARN이 있
습니다. 다음 예제에는 Lambda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 특정 규칙 ARN만 제한하는 sourceARN 기반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Lambda가 예상된 사용자 및 시나리오만 대신하여 리소스에 액세스하는지 확인하
기 위해 이러한 보다 제한적인 사용 권한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JSON
"ConfigPermissionToCallLambda": {
"Type": "AWS::Lambda::Permission",
"Properties": {
"FunctionName": {"Fn::GetAtt": ["VolumeAutoEnableIOComplianceCheck", "Arn"]},
"Action": "lambda:InvokeFunction",
"Principal": "config.amazonaws.com",
"SourceAccount": {"Ref": "AWS::AccountId" },
"SourceArn": {"Fn::GetAtt": [ "ConfigRuleForVolumeAutoEnableIO", "Arn" ] }
}
},
"VolumeAutoEnableIOComplianceCheck": {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
"Code": {
"ZipFile": {"Fn::Join":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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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aws = require('aws-sdk');",
"var config = new aws.ConfigService();",
"var ec2 = new aws.EC2();",
"exports.handler = function(event, context) {",
"
compliance = evaluateCompliance(event, function(compliance, event) {",
"
var configurationItem =
JSON.parse(event.invokingEvent).configurationItem;",
"
var putEvaluationsRequest = {",
"
Evaluations: [{",
"
ComplianceResourceType: configurationItem.resourceType,",
"
ComplianceResourceId: configurationItem.resourceId,",
"
ComplianceType: compliance,",
"
OrderingTimestamp:
configurationItem.configurationItemCaptureTime",
"
}],",
"
ResultToken: event.resultToken",
"
};",
{",

"

config.putEvaluations(putEvaluationsRequest, function(err, data)

"
if (err) context.fail(err);",
"
else context.succeed(data);",
"
});",
"
});",
"};",

"function evaluateCompliance(event, doReturn) {",
"
var configurationItem =
JSON.parse(event.invokingEvent).configurationItem;",
"
var status = configurationItem.configurationItemStatus;",
"
if (configurationItem.resourceType !== 'AWS::EC2::Volume' ||
event.eventLeftScope || (status !== 'OK' && status !== 'ResourceDiscovered'))",
"
doReturn('NOT_APPLICABLE', event);",
"
else ec2.describeVolumeAttribute({VolumeId:
configurationItem.resourceId, Attribute: 'autoEnableIO'}, function(err, data) {",
"
if (err) context.fail(err);",
"
else if (data.AutoEnableIO.Value) doReturn('COMPLIANT', event);",
"
else doReturn('NON_COMPLIANT', event);",
"
});",
"}"
]]}
},
"Handler": "index.handler",
"Runtime": "nodejs12.x",
"Timeout": "30",
"Role": {"Fn::GetAtt": ["LambdaExecutionRole", "Arn"]}
}
},
"ConfigRuleForVolumeAutoEnableIO": {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
"ConfigRuleName": "ConfigRuleForVolumeAutoEnableIO",
"Scope": {
"ComplianceResourceId": {"Ref": "Ec2Volume"},
"ComplianceResourceTypes": ["AWS::EC2::Volume"]
},
"Source": {
"Owner": "CUSTOM_LAMBDA",
"SourceDetails": [{
"EventSource": "aws.config",
"MessageType": "ConfigurationItemChangeNotification"
}],
"SourceIdentifier": {"Fn::GetAtt": ["VolumeAutoEnableIOComplianceCheck",
"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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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ependsOn": "ConfigPermissionToCallLambda"

YAML
ConfigPermissionToCallLambda:
Type: AWS::Lambda::Permission
Properties:
FunctionName:
Fn::GetAtt:
- VolumeAutoEnableIOComplianceCheck
- Arn
Action: "lambda:InvokeFunction"
Principal: "config.amazonaws.com"
SourceAccount: !Ref 'AWS::AccountId'
SourceArn:
Fn::GetAtt:
- VolumeAutoEnableIOComplianceCheck
- Arn
VolumeAutoEnableIOComplianceCheck: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Code:
ZipFile:
!Sub |
var aws = require('aws-sdk');
var config = new aws.ConfigService();
var ec2 = new aws.EC2();
exports.handler = function(event, context) {
compliance = evaluateCompliance(event, function(compliance, event) {
var configurationItem =
JSON.parse(event.invokingEvent).configurationItem;
var putEvaluationsRequest = {
Evaluations: [{
ComplianceResourceType: configurationItem.resourceType,
ComplianceResourceId: configurationItem.resourceId,
ComplianceType: compliance,
OrderingTimestamp:
configurationItem.configurationItemCaptureTime
}],
ResultToken: event.resultToken
};
config.putEvaluations(putEvaluationsRequest, function(err, data) {
if (err) context.fail(err);
else context.succeed(data);
});
});
};
function evaluateCompliance(event, doReturn) {
var configurationItem =
JSON.parse(event.invokingEvent).configurationItem;
var status = configurationItem.configurationItemStatus;
if (configurationItem.resourceType !== 'AWS::EC2::Volume' ||
event.eventLeftScope || (status !== 'OK' && status !== 'ResourceDiscovered'))
doReturn('NOT_APPLICABLE', event);
else ec2.describeVolumeAttribute({VolumeId: configurationItem.resourceId,
Attribute: 'autoEnableIO'}, function(err, data) {
if (err) context.fail(err);
else if (data.AutoEnableIO.Value) doReturn('COMPLIANT', event);
else doReturn('NON_COMPLIANT', ev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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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ler: "index.handler"
Runtime: nodejs12.x
Timeout: 30
Role:
Fn::GetAtt:
- LambdaExecutionRole
- Arn
ConfigRuleForVolumeAutoEnableIO: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ConfigRuleForVolumeAutoEnableIO
Scope:
ComplianceResourceId:
Ref: Ec2Volum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EC2::Volume"
Source:
Owner: "CUSTOM_LAMBDA"
SourceDetails:
EventSource: "aws.config"
MessageType: "ConfigurationItemChangeNotification"
SourceIdentifier:
Fn::GetAtt:
- VolumeAutoEnableIOComplianceCheck
- Arn
DependsOn: ConfigPermissionToCallLambda

AWS::Config::ConfigRule Scope
AWS Config 규칙에 대한 평가를 트리거하는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범위에는 하나 이상의 리소스 유형, 태그
키 및 값의 조합 또는 리소스 유형 하나 및 리소스 ID 하나의 조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규칙에 대한 평가를
트리거하는 리소스를 제한하는 범위를 지정하십시오. 지정하지 않으면 기록 그룹의 리소스가 구성에서 변경
될 때 규칙에 대한 평가가 트리거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plianceResourceId" : String,
"ComplianceResourceTypes" : [ String, ... ],
"TagKey" : String,
"TagValue" : String

YAML
ComplianceResourceId: String
ComplianceResourceTypes:
- String
TagKey: String
TagValue: String

Properties
ComplianceResourceId
규칙에 대한 평가를 트리거하려는 AWS 리소스의 ID입니다. 리소스 ID를 지정할 경우
ComplianceResourceTypes에 하나의 리소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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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7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plianceResourceTypes
규칙에 대한 평가를 트리거하려는 AWS 리소스의 리소스 유형입니다. ComplianceResourceId에 대
한 리소스 ID도 지정할 경우, 한 유형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Key
규칙에 대한 평가를 트리거하려는 AWS 리소스에만 적용되는 태그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Value
규칙에 대한 평가를 트리거하려는 AWS 리소스에만 적용되는 태그 값입니다. TagValue의 값을 지정하
면 TagKey에 대한 값도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nfig::ConfigRule Source
AWS Config 규칙 소유자(AWS 또는 고객), 규칙 식별자, AWS 리소스의 평가를 트리거하는 이벤트를 제공합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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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Owner" : String,
"SourceDetails" : [ SourceDetail (p. 1979), ... ],
"SourceIdentifier" : String

YAML
Owner: String
SourceDetails:
- SourceDetail (p. 1979)
SourceIdentifier: String

Properties
Owner
AWS Config 규칙을 AWS가 소유하고 관리할지 또는 고객이 소유하고 관리할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WS | CUSTOM_LAMBDA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Details
AWS Config에서 AWS 리소스를 평가하도록 하는 이벤트의 소스 및 유형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ourceDetail (p. 1979) 목록
Maximum: 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Identifier
AWS Config 관리형 규칙의 경우 목록의 사전 정의 식별자입니다. 예를 들어
IAM_PASSWORD_POLICY는 관리형 규칙입니다. 관리형 규칙을 참조하려면 AWS Config 관리형 규칙 사
용을 참조하세요.
사용자 지정 규칙의 경우 이 식별자는 AWS Lambda 함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lambda:us-east-2:123456789012:function:custom_rule_nam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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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onfig::ConfigRule SourceDetail
AWS Config가 규칙에 대해 AWS 리소스를 평가하도록 트리거하는 소스 및 메시지 형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트리거 유형이 주기적인 경우 AWS Config에서 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행하려는 빈도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지정 규칙에는 SourceDetail에 대해서만 파라미터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ventSource" : String,
"MaximumExecutionFrequency" : String,
"MessageType" : String

YAML
EventSource: String
MaximumExecutionFrequency: String
MessageType: String

Properties
EventSource
AWS Config에서 AWS 리소스 평가를 트리거하는 이벤트의 소스입니다(예: AWS 서비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ws.config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imumExecutionFrequency
AWS Config에서 주기적 트리거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행하도록 하
려는 빈도입니다. MaximumExecutionFrequency에 대한 값을 지정하면 MessageType은
ScheduledNotification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Note
기본적으로 주기적 트리거가 있는 규칙은 24시간마다 평가됩니다. 빈도를 변경하려면
MaximumExecutionFrequency 파라미터에 유효한 값을 지정합니다.
선택한 유효한 값에 따라 AWS Config는 각각의 유효한 값에 대해 평가를 한 번 실행합니다. 예
를 들어 Three_Hours를 선택하면 AWS Config는 3시간 간격으로 평가를 실행합니다. 이 경우
Three_Hours는 이 규칙의 빈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ne_Hour | Six_Hours | Three_Hours | Twelve_Hours | TwentyFour_Hour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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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Type
AWS Config가 규칙에 대한 평가 실행을 트리거하는 알림의 유형입니다. 다음과 같은 알림 유형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 ConfigurationItemChangeNotification - AWS Config가 리소스 변경의 결과로 구성 항목을
제공할 때 평가를 트리거합니다.
• OversizedConfigurationItemChangeNotification - AWS Config가 크기를 초과한 구성 항
목을 제공할 때 평가를 트리거합니다. AWS Config는 리소스가 변경되고 알림이 Amazon SNS에서 허
용하는 최대 크기를 초과할 때 이 알림 유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ScheduledNotification - MaximumExecutionFrequency에 지정된 빈도로 정기 평가를 트리
거합니다.
• ConfigurationSnapshotDeliveryCompleted - AWS Config가 구성 스냅샷을 제공할 때 정기
평가를 트리거합니다.
구성 변경 시 사용자 지정 규칙을 트리거하려면 두 개의 SourceDetail 객
체(하나는 ConfigurationItemChangeNotification용, 하나는
OversizedConfigurationItemChangeNotification용)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nfigurationItemChangeNotification
| ConfigurationSnapshotDeliveryCompleted |
OversizedConfigurationItemChangeNotification | ScheduledNotificati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nfig::ConfigurationAggregator
구성 집계자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집계자의 소스 계정, 리전,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보 등).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nfig::ConfigurationAggregator",
"Properties" : {
"AccountAggregationSources" : [ AccountAggregationSource (p. 1983), ... ],
"ConfigurationAggregatorName" : String,
"OrganizationAggregationSource" : OrganizationAggregationSource (p. 1984),
"Tags" : [ Tag, ... ]
}

YAML
Type: AWS::Config::ConfigurationAggregator
Properties:
AccountAggregationSources:
- AccountAggregationSource (p. 1983)
ConfigurationAggregatorName: String
OrganizationAggregationSource:
OrganizationAggregationSource (p.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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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Tag

Properties
AccountAggregationSources
집계할 소스 계정 및 리전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countAggregationSource (p. 1983)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figurationAggregatorName
집계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rganizationAggregationSource
집계할 리전의 목록과 조직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rganizationAggregationSource (p. 198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태그 객체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ConfigurationAggregatorName(예:
myConfigurationAggregato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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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ConfigurationAggregator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예제
여러 계정과 여러 리전을 포함한 Configuration Aggregator입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ConfigurationAggregator를 생성합니다.

JSON
"ConfigurationAggregator": {
"Type": "AWS::Config::ConfigurationAggregator",
"Properties": {
"AccountAggregationSources": [
{
"AccountIds": [
"123456789012",
"987654321012"
],
"AwsRegions": [
"us-west-2",
"us-east-1"
],
"AllAwsRegions": false
}
],
"ConfigurationAggregatorName": "MyConfigurationAggregator"
}
}

YAML
ConfigurationAggregator:
Type: 'AWS::Config::ConfigurationAggregator'
Properties:
AccountAggregationSources:
- AccountIds:
- '123456789012'
- '987654321012'
AwsRegions:
- us-west-2
- us-east-1
AllAwsRegions: false
ConfigurationAggregatorName: MyConfigurationAggregator

조직을 위한 구성 집계자
다음 예제에서는 조직을 위한 ConfigurationAggregator를 생성합니다.

JSON
"ConfigurationAggregator": {

API 버전 2010-05-15
198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Config
"Type": "AWS::Config::ConfigurationAggregator",
"Properties": {
"OrganizationAggregationSource": {
"RoleArn": "arn:aws:iam::012345678912:role/aws-service-role/
organizations.amazonaws.com/AWSServiceRoleForOrganizations",
"AwsRegions": [
"us-west-2",
"us-east-1"
],
"AllAwsRegions": false
}
"ConfigurationAggregatorName": "MyConfigurationAggregator"
}
}

YAML
ConfigurationAggregator:
Type: 'AWS::Config::ConfigurationAggregator'
Properties:
OrganizationAggregationSource:
RoleArn: >arn:aws:iam::012345678912:role/aws-service-role/organizations.amazonaws.com/
AWSServiceRoleForOrganizations
AwsRegions:
- us-west-2
- us-east-1
AllAwsRegions: false
ConfigurationAggregatorName: MyConfigurationAggregator

AWS::Config::ConfigurationAggregator AccountAggregationSource
계정 및 리전 모음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ountIds" : [ String, ... ],
"AllAwsRegions" : Boolean,
"AwsRegions" : [ String, ... ]

YAML
AccountIds:
- String
AllAwsRegions: Boolean
AwsRegions:
- String

Properties
AccountIds
집계되는 계정의 12자리 계정 ID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198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Config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lAwsRegions
True인 경우 기존 AWS Config 리전과 향후 리전을 집계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egions
소스 리전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nfig::ConfigurationAggregator OrganizationAggregationSource
이 객체는 집계자를 설정할 리전과, 조직 세부 정보를 검색할 IAM 역할을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AwsRegions" : Boolean,
"AwsRegions" : [ String, ... ],
"RoleArn" : String

YAML
AllAwsRegions: Boolean
AwsRegions:
-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AllAwsRegions
True인 경우 기존 AWS Config 리전과 향후 리전을 집계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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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Regions
소스 리전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집계자 계정에 연결된 AWS Organizations 세부 정보를 검색하는 데 사용되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nfig::ConfigurationRecorder
AWS::Config::ConfigurationRecorder 리소스는 AWS Config에서 구성 변경 사항을 기록할 AWS 리소스 유형
을 설명합니다. 구성 레코더는 지원되는 리소스의 구성을 계정에 구성 항목으로 저장합니다.

Note
AWS Config를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구성 레코더 및 전송 채널을 생성해야 합니다. AWS Config에
서는 전송 채널을 사용하여 구성 변경 사항을 Amazon S3 버킷 또는 Amazon SNS 주제로 전송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AWS::Config::DeliveryChannel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전송 채널이 사용 가능한 경우 바로 레코더를 시작합니다.
레코더를 중지하고 삭제하려면 스택에서 구성 레코더를 삭제합니다. 레코더를 삭제하지 않고 중지하려면
AWS Config API의 StopConfigurationRecorder 작업을 직접 호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nfig 개발자 안내서에서 구성 레코더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nfig::ConfigurationRecorder",
"Properties" : {
"Name" : String,
"RecordingGroup" : RecordingGroup (p. 1987),
"RoleARN" : String
}

YAML
Type: AWS::Config::ConfigurationRecorder
Properties:
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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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ingGroup:
RecordingGroup (p. 1987)
RoleARN: String

Properties
Name
구성 레코더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AWS CloudFormation CloudFormation에서는 고
유한 물리적 ID를 생성한 후 구성 레코더 이름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형을 참조
하십시오.

Note
구성 레코더를 생성한 후에는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생성한 이름
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속성의 값을 지정하십시오.
업데이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cordingGroup
지원되는 모든 리소스에 대해 또는 리소스 유형의 목록에 대해 구성을 기록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나
열한 리소스 유형은 AWS Config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cordingGroup (p. 198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지정한 전송 채널에 대한 읽기 또는 쓰기 요청을 실행하고, 지원되는 AWS 리소스에 대한 구성 세부 정
보를 가져오는 데 사용되는 IAM(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nfig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Config에 할당된 IAM 역할에 대한 권한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구성 레코더 이름(예: default)입니
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PI 버전 2010-05-15
198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Config

예제
구성 레코더
다음 예에서는 EC2 볼륨에 대한 구성 레코더를 생성합니다.

JSON
"ConfigRecorder": {
"Type": "AWS::Config::ConfigurationRecorder",
"Properties": {
"Name": "default",
"RecordingGroup": {
"ResourceTypes": ["AWS::EC2::Volume"]
},
"RoleARN": {"Fn::GetAtt": ["ConfigRole", "Arn"]}
}
}

YAML
ConfigRecorder:
Type: AWS::Config::ConfigurationRecorder
Properties:
Name: default
RecordingGroup:
ResourceTypes:
- "AWS::EC2::Volume"
RoleARN:
Fn::GetAtt:
- ConfigRole
- Arn

AWS::Config::ConfigurationRecorder RecordingGroup
AWS Config에서 구성 변경을 기록할 AWS 리소스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기록 그룹에서 지원되는 모든 유형의 리소스를 기록할지, 특정 유형의 리소스만 기록할지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AWS Config는 AWS Config가 실행되는 리전에서 발견한 지원되는 모든 유형의 리전 리소스에
대한 구성 변경을 기록합니다. 리전 리소스는 한 리전에 한정되어 있으며 해당 리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리전 리소스의 예는 EC2 인스턴스와 EBS 볼륨입니다.
지원되는 글로벌 리소스 유형(예: IAM 리소스)에 대한 구성 변경 사항을 기록하도록 AWS Config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역 리소스는 개별 리전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모든 전역 리소스의 구성 세부 정보는 모든 리전에서 동일합니다. 글로벌 리소스를 기록하도록 여러
리전에서 AWS Config를 사용자 지정하면, 글로벌 리소스가 변경될 때마다 여러 구성 항목을 만듭
니다(리전당 구성 항목 한 개). 이러한 구성 항목에는 동일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구성 항목 중복
을 방지하려면 구성 항목을 여러 리전에서 사용하려는 경우 외에는, 한 리전에서만 글로벌 리소스를
기록하도록 AWS Config를 사용자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AWS Config가 모든 리소스를 기록하게 하지 않으려면 기록한 리소스 유형을 resourceTypes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지정합니다.
지원되는 리소스 유형 목록은 지원되는 리소스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WS Config가 기록할 리소스 선택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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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Supported" : Boolean,
"IncludeGlobalResourceTypes" : Boolean,
"ResourceTypes" : [ String, ... ]

YAML
AllSupported: Boolean
IncludeGlobalResourceTypes: Boolean
ResourceTypes:
- String

Properties
AllSupported
AWS Config에서 지원되는 모든 유형의 리전 리소스에 대한 구성 변경을 기록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옵션을 true로 설정하면 AWS Config에서 새로운 유형의 리전 리소스에 대한 지원을 추가할 경우 해
당 유형의 리소스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 옵션을 true로 설정하면 resourceTypes 목록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GlobalResourceTypes
AWS Config가 기록하는 리소스와 함께 지원되는 모든 유형의 글로벌 리소스(예: IAM 리소스)를 포함할
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옵션을 true로 설정하기 전에 AllSupported 옵션을 true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옵션을 true로 설정하면 AWS Config에서 새로운 유형의 리전 리소스에 대한 지원을 추가할 경우 해
당 유형의 리소스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전역 리소스의 구성 세부 정보는 모든 리전에서 동일합니다. 구성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해, 한 리전에서만 AWS Config를 사용자 지정하여 글로벌 리소스를 기록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Types
AWS Config가 구성 변경을 기록하는 AWS 리소스의 유형을 지정하는 쉼표로 구분된 목록(예:
AWS::EC2::Instance 또는 AWS::CloudTrail::Trail)입니다.
모든 구성 변경 내용을 기록하려면 AllSupported 옵션을 false로 설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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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옵션을 true로 설정할 경우, AWS Config는 기록 그룹에 해당 유형을 직접 추가하지 않을 경우 새로
운 유형의 리소스에 대한 지원을 추가할 때 해당 유형의 리소스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유효한 resourceTypes 값의 목록을 보려면 지원되는 AWS 리소스 유형에서 resourceType 값 열을 참
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nfig::ConformancePack
적합성 팩은 계정 및 리전에 쉽게 배포할 수 있는 AWS Config 규칙 및 문제 해결 작업의 모음입니다.
ConformancePack은 계정에 서비스 연결 역할을 만듭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은 계정에 해당 역할이 없는 경
우에만 생성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nfig::ConformancePack",
"Properties" : {
"ConformancePackInputParameters" : [ ConformancePackInputParameter (p. 1991), ... ],
"ConformancePackName" : String,
"DeliveryS3Bucket" : String,
"DeliveryS3KeyPrefix" : String,
"TemplateBody" : String,
"TemplateS3Uri" : String
}

YAML
Type: AWS::Config::ConformancePack
Properties:
ConformancePackInputParameters:
- ConformancePackInputParameter (p. 1991)
ConformancePackName: String
DeliveryS3Bucket: String
DeliveryS3KeyPrefix: String
TemplateBody: String
TemplateS3Uri: String

Properties
ConformancePackInputParameters
ConformancePackInputParameter 객체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formancePackInputParameter (p. 199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198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Config

ConformancePackName
생성하려는 적합성 팩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liveryS3Bucket
AWS Config가 적합성 팩 템플릿을 저장하는 Amazon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liveryS3KeyPrefix
Amazon S3 버킷의 접두사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Body
전체 적합성 팩 템플릿 본문을 포함하는 문자열입니다. 최소 길이가 1바이트이고 최대 길이가 51,200바
이트인 템플릿 본문이 포함된 구조.

Note
하나의 리소스 유형, 즉 구성 규칙과 문제 해결 작업이 있는 YAML 템플릿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S3Uri
템플릿 본문이 포함된 파일의 위치(s3://bucketname/prefix)입니다. 이 uri는 Amazon S3 버킷에 있는 적
합성 팩 템플릿(최대 크기: 300KB)을 가리켜야 합니다.

Note
Amazon S3 버킷을 읽을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적합성 팩의 이름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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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적합성 팩
다음 예제에서는 적합성 팩을 만듭니다.

JSON
{

}

"Resources": {
"ConformancePack": {
"Type": "AWS::Config::ConformancePack",
"Properties": {
"ConformancePackName": "ConformancePackName",
"DeliveryS3Bucket": "DeliveryS3Bucket",
"TemplateS3Uri": "s3://bucketname/prefix"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CloudFormationCanaryPack:
Type: AWS::Config::ConformancePack
Properties:
ConformancePackName: ConformancePackName
DeliveryS3Bucket: DeliveryS3Bucket
TemplateS3Uri: s3://bucketname/prefix

AWS::Config::ConformancePack ConformancePackInputParameter
적합성 팩에 키-값 페어의 형태로 파라미터를 입력합니다. 둘 다 직접 정의합니다. 키의 문자 길이는 최대
255자일 수 있으며 값의 길이는 최대 4096자일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rameterName" : String,
"ParameterValue" : String

YAML
Parameter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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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Value: String

Properties
ParameterName
키-값 페어의 한 부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Value
키 - 값 쌍의 다른 부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4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nfig::DeliveryChannel
전송 채널 객체를 지정하여 구성 정보를 Amazon S3 버킷 및 Amazon SNS 주제로 전송합니다.
전송 채널을 생성하려면 먼저 구성 레코더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사용하여 기존 전송 채널의
Amazon S3 버킷 또는 Amazon SNS 주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 버킷 또는 Amazon SNS 주제
를 변경하려면 이 작업을 호출하고 S3 버킷 및 SNS 주제에 변경된 값을 지정합니다. S3 버킷 또는 SNS 주제
에 다른 값을 지정할 경우 이 작업은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 값을 유지합니다.
AWS 계정마다 리전당 전송 채널 하나만 사용할 수 있으며, AWS Config를 사용하려면 전송 채널이 필요합니
다.

Note
AWS Config는 객체 잠금이 사용된 Amazon S3 버킷 버킷에 대한 전송 채널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3 객체 잠금 작동 방식을 참조하세요.
전송 채널 생성 시 AWS Config가 Amazon S3 버킷에 구성 스냅샷을 전송하는 빈도(예: 24시간), AWS
Config가 S3 버킷에 구성 스냅샷과 구성 기록 파일을 전송하는 빈도, AWS Config가 Amazon SNS 주제에 구
성 변경(예: 업데이트된 리소스)에 대한 알림을 전송하는 빈도, AWS Config 규칙 평가, AWS Config에서 S3
버킷에 구성 스냅샷을 전송하는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nfig 개발자 안내서에서
구성 항목 전달을 참조하세요.

Note
AWS Config를 활성화하려면 구성 레코더 및 전송 채널을 생성해야 합니다. 리소스를 별
도로 생성하려면 구성 레코더를 생성한 후 전송 채널을 생성해야 합니다. AWS Config에
API 버전 2010-05-15
199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Config

서 구성 레코더를 사용하여 리소스에 대한 구성 변경 사항을 캡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Config::ConfigurationRecorder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WS Config 개발자 안내서에서 전송 채널 관리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nfig::DeliveryChannel",
"Properties" : {
"ConfigSnapshotDeliveryProperties" : ConfigSnapshotDeliveryProperties (p. 1995),
"Name" : String,
"S3BucketName" : String,
"S3KeyPrefix" : String,
"S3KmsKeyArn" : String,
"SnsTopicARN" : String
}

YAML
Type: AWS::Config::DeliveryChannel
Properties:
ConfigSnapshotDeliveryProperties:
ConfigSnapshotDeliveryProperties (p. 1995)
Name: String
S3BucketName: String
S3KeyPrefix: String
S3KmsKeyArn: String
SnsTopicARN: String

Properties
ConfigSnapshotDeliveryProperties
AWS Config가 Amazon S3 버킷에 구성 스냅샷을 전송하는 빈도를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figSnapshotDeliveryProperties (p. 19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전송 채널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고유한 물리적 ID를
생성한 후 전송 채널 이름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업데이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변경하려면 두 개의 개별 업데이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에서, 이 리소스를 삭제한 다음 두 번째 업데이트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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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5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BucketName
AWS Config가 구성 스냅샷 및 구성 기록 파일을 전달할 Amazon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다른 AWS 계정에 속하는 버킷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버킷에 AWS Config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정
책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nfig 개발자 안내서에서 Amazon S3 버킷에 대한 권한을 참
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KeyPrefix
지정한 Amazon S3 버킷의 접두사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KmsKeyArn
AWS Config에서 제공하는 객체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AWS KMS key(KMS 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대상 S3 버킷과 동일한 리전에 속해
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sTopicARN
AWS Config가 구성 변경에 대해 알림을 보낼 Amazon SNS 주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다른 계정에서 주제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주제에 AWS Config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이 있어
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nfig 개발자 안내서에서 Amazon SNS 주제에 대한 권한을 참조하세
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전송 채널 이름(예: default)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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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전송 채널
다음 예제에서는 지정된 Amazon SNS 주제에 알림을 전송하는 전송 채널을 생성합니다. 또한 전송 채널은
지정된 S3 버킷에 구성 채널과 스냅샷도 전송합니다.

JSON
"DeliveryChannel": {
"Type": "AWS::Config::DeliveryChannel",
"Properties": {
"ConfigSnapshotDeliveryProperties": {
"DeliveryFrequency": "Six_Hours"
},
"S3BucketName": {"Ref": "ConfigBucket"},
"SnsTopicARN": {"Ref": "ConfigTopic"}
}
}

YAML
DeliveryChannel:
Type: AWS::Config::DeliveryChannel
Properties:
ConfigSnapshotDeliveryProperties:
DeliveryFrequency: "Six_Hours"
S3BucketName:
Ref: ConfigBucket
SnsTopicARN:
Ref: ConfigTopic

AWS::Config::DeliveryChannel ConfigSnapshotDeliveryProperties
AWS Config가 제공 채널의 Amazon S3 버킷에 구성 스냅샷을 제공하는 빈도에 대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Note
AWS Config가 구성 스냅샷을 제공할 때 리소스에 대해 평가를 트리거하는 규칙을 만들려면 다음을
참조하세요.
AWS Config가 구성 스냅샷을 제공할 때 리소스에 대한 평가를 트리거하는 규칙의 빈도는 다음 두 값 중 빈도
가 낮은 값으로 설정됩니다.
• 제공 채널 구성 내 deliveryFrequency 파라미터의 값입니다. 이 값은 AWS Config가 구성 스냅샷을 제
공하는 빈도를 설정합니다. 이 값은 AWS Config에서 AWS Config 규칙에 대한 평가를 호출하는 빈도도 설
정합니다.
• MaximumExecutionFrequency 파라미터의 값입니다. 이 값은 AWS Config가 규칙에 대해 평가를 호출
하는 최대 빈도를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onfigRule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deliveryFrequency 값이 규칙의 MaximumExecutionFrequency 값보다 빈도가 낮을 경우, AWS
Config는 deliveryFrequency 값에 따라서만 규칙을 호출합니다.
1. 예를 들어 AWS Config가 구성 스냅샷을 제공할 때 규칙에서 평가를 실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Six_Hours에 MaximumExecutionFrequency 값을 지정합니다.
3. 그런 다음 TwentyFour_Hours에 제공 채널 deliveryFrequency 값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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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liveryFrequency의 값이 MaximumExecutionFrequency보다 빈도가 낮기 때문에, AWS Config
는 24시간마다 규칙에 대해 평가를 호출합니다.
MaximumExecutionFrequency 값을 적어도 deliveryFrequency 빈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DescribeDeliveryChannnels 작업을 사용하여 deliveryFrequency 값을 볼 수 있습니다.
PutDeliveryChannel가 구성 스냅샷을 제공하는 deliveryFrequency를 업데이트하려면 AWS Config
작업을 사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liveryFrequency" : String

YAML
DeliveryFrequency: String

Properties
DeliveryFrequency
AWS Config에서 구성 스냅샷을 제공하는 빈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ne_Hour | Six_Hours | Three_Hours | Twelve_Hours | TwentyFour_Hour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nfig::OrganizationConfigRule
AWS Config가 멤버 계정에서 생성하는 구성 규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조직 구성 규칙입니다. 마스터 계
정만 조직 구성 규칙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OrganizationConfigRule 리소스는 EnableAWSServiceAccess 작업을 통해 조직 서비스 액세스를
활성화하고 조직 마스터 계정에서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합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은 마스터 계정에 해당
역할이 없는 경우에만 생성됩니다. AWS Config는 GetRole 작업을 통해 역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앙 집중식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조직 구성 규칙을 만드는 경우 하위 계정에 Lambda에 대
한 권한을 허용해야 하며 Lambda 함수에 전달할IAM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AWS 계
정의 AWS Config 규칙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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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Config::OrganizationConfigRule",
"Properties" : {
"ExcludedAccounts" : [ String, ... ],
"OrganizationConfigRuleName" : String,
"OrganizationCustomRuleMetadata" : OrganizationCustomRuleMetadata (p. 1999),
"OrganizationManagedRuleMetadata" : OrganizationManagedRuleMetadata (p. 2002)
}

YAML
Type: AWS::Config::OrganizationConfigRule
Properties:
ExcludedAccounts:
- String
OrganizationConfigRuleName: String
OrganizationCustomRuleMetadata:
OrganizationCustomRuleMetadata (p. 1999)
OrganizationManagedRuleMetadata:
OrganizationManagedRuleMetadata (p. 2002)

Properties
ExcludedAccounts
조직 구성 규칙에서 제외된 계정의 쉼표로 구분된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ganizationConfigRuleName
조직 구성 규칙에 할당할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rganizationCustomRuleMetadata
OrganizationCustomRuleMetadata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rganizationCustomRuleMetadata (p. 19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ganizationManagedRuleMetadata
OrganizationManagedRuleMetadata 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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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OrganizationManagedRuleMetadata (p. 20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OrganizationConfigRuleName.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Managed Rule
다음 예제에서는 관리형 조직 구성 규칙을 생성합니다.

JSON
{

}

"BasicOrganizationConfigRule": {
"Type": "AWS::Config::OrganizationConfigRule",
"Properties": {
"OrganizationConfigRuleName": "OrganizationConfigRuleName",
"OrganizationManagedRuleMetadata": {
"RuleIdentifier": "CLOUD_TRAIL_ENABLED",
"Description": "Cloudtrail enabled rule"
},
"ExcludedAccounts": [
"accountId"
]
}
}

YAML
BasicOrganizationConfigRule:
Type: "AWS::Config::OrganizationConfigRule"
Properties:
OrganizationConfigRuleName: "OrganizationConfigRuleName"
OrganizationManagedRuleMetadata:
RuleIdentifier: "CLOUD_TRAIL_ENABLED"
Description: "Cloudtrail enabled rule"
ExcludedAccounts:
- "accountId"

사용자 지정 규칙
다음 예제에서는 사용자 지정 조직 구성 규칙을 생성합니다.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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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sicOrganizationConfigRule": {
"Type": "AWS::Config::OrganizationConfigRule",
"Properties": {
"OrganizationConfigRuleName": "OrganizationConfigRuleName",
"OrganizationCustomRuleMetadata": {
"LambdaFunctionArn": "CustomRuleLambdaArn",
"OrganizationConfigRuleTriggerTypes": [
"ScheduledNotification"
]
},
"ExcludedAccounts": [
"accountId"
]
}
}

YAML
BasicOrganizationConfigRule:
Type: "AWS::Config::OrganizationConfigRule"
Properties:
OrganizationConfigRuleName: "OrganizationConfigRuleName"
OrganizationCustomRuleMetadata:
LambdaFunctionArn: "CustomRuleLambdaArn"
OrganizationConfigRuleTriggerTypes:
- "ScheduledNotification"
ExcludedAccounts:
- "accountId"

AWS::Config::OrganizationConfigRule OrganizationCustomRuleMetadata
리소스 유형, AWS 리소스의 리소스 ID, Lambda 함수 ARN, AWS Config에서 규칙에 따라 AWS 리소스를 평
가하도록 트리거하는 조직 트리거 유형 등 조직 사용자 지정 규칙 메타데이터를 지정하는 객체입니다. 또한
트리거 유형이 주기적인 경우 AWS Config에서 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행하려는 빈도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cription" : String,
"InputParameters" : String,
"LambdaFunctionArn" : String,
"MaximumExecutionFrequency" : String,
"OrganizationConfigRuleTriggerTypes" : [ String, ... ],
"ResourceIdScope" : String,
"ResourceTypesScope" : [ String, ... ],
"TagKeyScope" : String,
"TagValueScope" : String

YAML
Description: String
InputParameters: String
LambdaFunction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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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ExecutionFrequency: String
OrganizationConfigRuleTriggerTypes:
- String
ResourceIdScope: String
ResourceTypesScope:
- String
TagKeyScope: String
TagValueScope: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조직 config 규칙에 제공하는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Parameters
조직 config 규칙 Lambda 함수로 전달되는 JSON 형식의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mbdaFunctionArn
Lambda 함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imumExecutionFrequency
AWS Config에서 규칙에 대해 평가를 실행하는 최대 빈도입니다. AWS Config에서 구성 스냅샷을 전송
하면 사용자 지정 규칙이 트리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onfigSnapshotDeliveryProperties를 참조하십
시오.

Note
기본적으로 주기적 트리거가 있는 규칙은 24시간마다 평가됩니다. 빈도를 변경하려면
MaximumExecutionFrequency 파라미터에 유효한 값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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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ne_Hour | Six_Hours | Three_Hours | Twelve_Hours | TwentyFour_Hour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ganizationConfigRuleTriggerTypes
AWS Config이(가) 규칙에 대한 평가 실행을 트리거하는 알림의 유형입니다. 다음과 같은 알림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ConfigurationItemChangeNotification - AWS Config이(가) 리소스 변경의 결과로 구성 항목
을 제공할 때 평가를 트리거합니다.
• OversizedConfigurationItemChangeNotification - AWS Config이(가) 크기를 초과한 구성
항목을 제공할 때 평가를 트리거합니다. AWS Config은(는) 리소스가 변경되고 알림이 Amazon SNS
에서 허용하는 최대 크기를 초과할 때 이 알림 유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ScheduledNotification - MaximumExecutionFrequency에 지정된 빈도로 정기 평가를 트리
거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IdScope
평가된 AWS 리소스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7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TypesScope
평가된 AWS 리소스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KeyScope
하나의 태그를 구성하는 키-값 페어의 일부분입니다. 키는 더 구체적인 태그 값에 대해 카테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레이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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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ValueScope
하나의 태그를 구성하는 키-값 페어의 선택적 부분입니다. 하나의 값은 태그 카테고리(키) 내에서 서술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nfig::OrganizationConfigRule OrganizationManagedRuleMetadata
리소스 유형, AWS 리소스의 ID(규칙 식별자 포함) 등 조직 관리형 규칙 메타데이터를 지정하는 객체입니다.
또한 트리거 유형이 주기적인 경우 AWS Config에서 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행하려는 빈도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cription" : String,
"InputParameters" : String,
"MaximumExecutionFrequency" : String,
"ResourceIdScope" : String,
"ResourceTypesScope" : [ String, ... ],
"RuleIdentifier" : String,
"TagKeyScope" : String,
"TagValueScope" : String

YAML
Description: String
InputParameters: String
MaximumExecutionFrequency: String
ResourceIdScope: String
ResourceTypesScope:
- String
RuleIdentifier: String
TagKeyScope: String
TagValueScope: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조직 config 규칙에 제공하는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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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Parameters
조직 config 규칙 Lambda 함수로 전달되는 JSON 형식의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imumExecutionFrequency
AWS Config에서 규칙에 대해 평가를 실행하는 최대 빈도입니다. 정기적으로 트리거되는 AWS Config
관리형 규칙을 사용합니다.

Note
기본적으로 주기적 트리거가 있는 규칙은 24시간마다 평가됩니다. 빈도를 변경하려면
MaximumExecutionFrequency 파라미터에 유효한 값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ne_Hour | Six_Hours | Three_Hours | Twelve_Hours | TwentyFour_Hour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IdScope
평가된 AWS 리소스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7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TypesScope
평가된 AWS 리소스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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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Identifier
조직 config 관리형 규칙의 경우 목록의 사전 정의 식별자입니다. 예를 들어 IAM_PASSWORD_POLICY는
관리형 규칙입니다. 관리형 규칙을 참조하려면 AWS Config 관리형 규칙 사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KeyScope
하나의 태그를 구성하는 키-값 페어의 일부분입니다. 키는 더 구체적인 태그 값에 대해 카테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레이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ValueScope
하나의 태그를 구성하는 키-값 페어의 선택적 부분입니다. 하나의 값은 태그 카테고리(키) 내에서 서술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nfig::OrganizationConformancePack
OrganizationConformancePack은 AWS Organizations의 멤버 계정 전체에 적합성 팩을 배포합니다.
OrganizationConformancePack은 EnableAWSServiceAccess 작업을 통해 조직 서비스의 configmultiaccountsetup.amazonaws.com 액세스를 활성화하고 조직 마스터 계정에서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합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은 마스터 계정에 해당 역할이 없는 경우에만 생성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Config::OrganizationConformancePack",
"Properties" : {
"ConformancePackInputParameters" : [ ConformancePackInputParameter (p. 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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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liveryS3Bucket" : String,
"DeliveryS3KeyPrefix" : String,
"ExcludedAccounts" : [ String, ... ],
"OrganizationConformancePackName" : String,
"TemplateBody" : String,
"TemplateS3Uri" : String

YAML
Type: AWS::Config::OrganizationConformancePack
Properties:
ConformancePackInputParameters:
- ConformancePackInputParameter (p. 2007)
DeliveryS3Bucket: String
DeliveryS3KeyPrefix: String
ExcludedAccounts:
- String
OrganizationConformancePackName: String
TemplateBody: String
TemplateS3Uri: String

Properties
ConformancePackInputParameters
ConformancePackInputParameter 객체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formancePackInputParameter (p. 2007) 목록
Maximum: 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liveryS3Bucket
AWS Config가 적합성 팩 템플릿을 저장하는 Amazon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Note
이 필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liveryS3KeyPrefix
Amazon S3 버킷에 추가하려는 모든 폴더 구조.

Note
이 필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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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ludedAccounts
조직 적합성 팩에서 제외된 계정의 쉼표로 구분된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ganizationConformancePackName
조직 적합성 팩에 할당하는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emplateBody
전체 적합성 팩 템플릿 본문을 포함하는 문자열입니다. 최소 길이가 1바이트이고 최대 길이가 51,200바
이트인 템플릿 본문이 포함된 구조.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S3Uri
템플릿 본문이 포함된 파일의 위치입니다. 이 uri는 적합성 팩 템플릿(최대 크기: 300KB)을 가리켜야 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조직 적합성 팩의 이름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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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조직 적합성 팩
다음 예제에서는 조직 적합성 팩을 만듭니다.

JSON
{

}

"Resources": {
"OrganizationConformancePack": {
"Type": "AWS::Config::OrganizationConformancePack",
"Properties": {
"OrganizationConformancePackName": "OrganizationConformancePackName",
"DeliveryS3Bucket": "DeliveryS3Bucket",
"TemplateS3Uri": "s3://bucketname/prefix"
}
}
}

YAML
--Resources:
OrganizationConformancePack:
Type: AWS::Config::OrganizationConformancePack
Properties:
OrganizationConformancePackName: OrganizationConformancePackName
DeliveryS3Bucket: DeliveryS3Bucket
TemplateS3Uri: s3://bucketname/prefix

AWS::Config::OrganizationConformancePack ConformancePackInputParameter
적합성 팩에 키-값 페어의 형태로 파라미터를 입력합니다. 둘 다 직접 정의합니다. 키의 문자 길이는 최대
255자일 수 있으며 값의 길이는 최대 4096자일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rameterName" : String,
"ParameterValue" : String

YAML
ParameterName: String
ParameterValu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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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ParameterName
키-값 페어의 한 부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Value
키-값 페어의 한 부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nfig::RemediationConfiguration
문제 해결 작업, 파라미터, 작업 실행 데이터를 포함하는 문제 해결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를 나타내는 객체
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nfig::RemediationConfiguration",
"Properties" : {
"Automatic" : Boolean,
"ConfigRuleName" : String,
"ExecutionControls" : ExecutionControls (p. 2012),
"MaximumAutomaticAttempts" : Integer,
"Parameters" : Json,
"ResourceType" : String,
"RetryAttemptSeconds" : Integer,
"TargetId" : String,
"TargetType" : String,
"TargetVersion" : String
}

YAML
Type: AWS::Config::Remediation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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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utomatic: Boolean
ConfigRuleName: String
ExecutionControls:
ExecutionControls (p. 2012)
MaximumAutomaticAttempts: Integer
Parameters: Json
ResourceType: String
RetryAttemptSeconds: Integer
TargetId: String
TargetType: String
TargetVersion: String

Properties
Automatic
문제 해결이 자동으로 트리거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figRuleName
AWS Config 규칙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ecutionControls
ExecutionControls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xecutionControls (p. 20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imumAutomaticAttempts
실패한 자동 문제 해결 시도의 최대 횟수입니다. 값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5입니다.
예를 들어, MaximumAutomaticAttempts를 5로 지정하고 RetryAttemptSeconds를 50초로 지정하
면, AWS Config는 50초 이내에 5번째 시도가 실패한 후 실패 리소스에 대해 사용자를 대신하여
RemediationException을 적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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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RemediationParameterValue의 객체입니다.

Note
이 유형은 RemediationParameterValue의 문자열 맵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Type
리소스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ryAttemptSeconds
AWS Config가 자동 문제 해결을 실행하는 최소 시간(초)입니다. 값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60
초입니다.
예를 들어 RetryAttemptSeconds를 50초로 지정하고 MaximumAutomaticAttempts를 5로 지정할 경우,
AWS Config는 예외를 반환하기 전에 자동 문제 해결을 50초 이내에 5번까지 실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Id
대상 ID는 공문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Type
대상의 유형입니다. 대상은 문제 해결을 실행합니다. 예: SSM 문서.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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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SSM_DOCUME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Version
대상의 버전입니다. 예를 들어 SSM 문서의 버전입니다.

Note
SSM 문서에 대해 이전 버전과 호환되지 않는 변경을 수행한 경우 문제 해결을 실행할 수 있도
록 PutRemediationConfiguration API를 다시 호출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연결된 SSM 문서를 통한 문제 해결
작업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문제 해결 구성
다음 예제에서는 AWS Systems Manager 문서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 구성을 생성합니다.

JSON
{

"BasicRemediationConfiguration": {
"Type": "AWS::Config::RemediationConfiguration",
"Properties": {
"ConfigRuleName": "configRuleName",
"Parameters": {
"AutomationAssumeRole": {
"StaticValue": {
"Values": [
"automationAssumeRole"
]
}
},
"InstanceId": {
"StaticValue": {
"Values": [
"instanceId"
]
}
}
},
"TargetId": "AWS-StartEC2Instance",
"TargetType": "SSM_DOCUMENT",
"TargetVers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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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BasicRemediationConfiguration:
Type: "AWS::Config::RemediationConfiguration"
Properties:
ConfigRuleName: configRuleName
Parameters:
AutomationAssumeRole:
StaticValue:
Values:
- automationAssumeRole
InstanceId:
StaticValue:
Values:
- instanceId
TargetId: "AWS-StartEC2Instance"
TargetType: "SSM_DOCUMENT"
TargetVersion: "1"

AWS::Config::RemediationConfiguration ExecutionControls
ExecutionControls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smControls" : SsmControls (p. 2014)

YAML
SsmControls:
SsmControls (p. 2014)

Properties
SsmControls
SsmControls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smControls (p. 201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nfig::RemediationConfiguration RemediationParameterValue
이 값은 동적 (리소스) 값이거나 정적 값입니다. 동적 값 또는 정적 값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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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ourceValue" : ResourceValue (p. 2013),
"StaticValue" : StaticValue (p. 2015)

YAML
ResourceValue:
ResourceValue (p. 2013)
StaticValue:
StaticValue (p. 2015)

Properties
ResourceValue
이 값은 동적이며 런타임에 변경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Value (p. 20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icValue
이 값은 정적이며 런타임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aticValue (p. 201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nfig::RemediationConfiguration ResourceValue
리소스의 동적 값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alue" : String

YAML
Valu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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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Value
이 값은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RESOURCE_I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nfig::RemediationConfiguration SsmControls
AWS Systems Manager(SSM) 특정 수정 제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currentExecutionRatePercentage" : Integer,
"ErrorPercentage" : Integer

YAML
ConcurrentExecutionRatePercentage: Integer
ErrorPercentage: Integer

Properties
ConcurrentExecutionRatePercentage
특정 규칙에 대한 미준수 리소스에서 병렬로 실행하도록 허용되는 수정 작업의 최대 비율입니다. 백분율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예: 10%). 기본값은 1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rrorPercentage
SSM이 특정 규칙에 대한 미준수 리소스에서 자동화 실행을 중단하기 전에 허용되는 오류 비율입니다.
오류의 백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예: 10%). 백분율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50%입니다. 예
를 들어 10개의 미준수 리소스에 대해 ErrorPercentage를 40%로 설정한 경우 SSM은 5번째 오류가 수
신될 때 자동화 실행을 중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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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nfig::RemediationConfiguration StaticValue
리소스의 정적 값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alues" : [ String, ... ]

YAML
Values:
- String

Properties
Values
값의 목록입니다. 예를 들어 위임된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Maximum: 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nfig::StoredQuery
저장된 쿼리의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Config::StoredQuery",
"Properties" : {
"QueryDescription" : String,
"QueryExpression" : String,
"Query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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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s" : [ Tag, ... ]

YAML
Type: AWS::Config::StoredQuery
Properties:
QueryDescription: String
QueryExpression: String
Query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QueryDescription
쿼리에 대한 고유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Expression
쿼리의 표현식입니다. 예, SELECT resourceId, resourceType,
supplementaryConfiguration.BucketVersioningConfiguration.status
WHERE resourceType = 'AWS::S3::Bucket' AND
supplementaryConfiguration.BucketVersioningConfiguration.status = 'Off'.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Name
쿼리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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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Fn::GetAtt
Query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Query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Amazon Connect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onnect::QuickConnect (p. 2017)

AWS::Connect::QuickConnect
AWS::Connect::QuickConnnect 리소스는 지정된 Amazon Connect 인스턴스에 대한 빠른 연결을 지정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onnect::QuickConnect",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InstanceArn" : String,
"Name" : String,
"QuickConnectConfig" : QuickConnectConfig (p. 2020),
"Tags" : [ Tag, ... ]
}

YAML
Type: AWS::Connect::QuickConnect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InstanceArn: String
Name: String
QuickConnectConfig:
QuickConnectConfig (p. 2020)
Tags:
-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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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scription
빠른 연결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Arn
인스턴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빠른 연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ickConnectConfig
빠른 연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QuickConnectConfig (p. 20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하나 이상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빠른 연결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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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myQuickConnectName"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QuickConnectArn
빠른 연결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WS::Connect::QuickConnect PhoneNumberQuickConnectConfig
빠른 연결을 위한 전화 번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honeNumber" : String

YAML
PhoneNumber: String

Properties
PhoneNumber
E.164 형식의 전화 번호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nnect::QuickConnect QueueQuickConnectConfig
빠른 연결을 위한 대기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고객 응대 흐름의 유형은 대기열로 전송(Transfer to
Queue)이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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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FlowArn" : String,
"QueueArn" : String

YAML
ContactFlowArn: String
QueueArn: String

Properties
ContactFlowArn
고객 응대 흐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ueArn
사용자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nnect::QuickConnect QuickConnectConfig
빠른 연결에 대한 구성 설정이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honeConfig" : PhoneNumberQuickConnectConfig (p. 2019),
"QueueConfig" : QueueQuickConnectConfig (p. 2019),
"QuickConnectType" : String,
"UserConfig" : UserQuickConnectConfig (p. 2021)

YAML
PhoneConfig:
PhoneNumberQuickConnectConfig (p. 2019)
QueueConfig:
QueueQuickConnectConfig (p. 2019)
QuickConnectType: String
User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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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PhoneConfig
전화 구성입니다. QuickConnectType이 PHONE_NUMBER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honeNumberQuickConnectConfig (p. 201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ueConfig
대기열 구성입니다. QuickConnectType이 QUEUE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QueueQuickConnectConfig (p. 201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ickConnectType
빠른 연결의 유형입니다. Amazon Connect 콘솔에서 빠른 연결을 생성하면 상담원(Agent)(USER), 외부
(External)(PHONE_NUMBER) 또는 대기열(Queue)(QUEUE) 유형 중 하나를 할당하라는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PHONE_NUMBER | QUEUE | USER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Config
사용자 구성입니다. QuickConnectType이 USER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UserQuickConnectConfig (p. 202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onnect::QuickConnect UserQuickConnectConfig
사용자의 빠른 연결 구성 설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고객 응대 흐름의 유형은 상담원에게 전송
(Transfer to Agent)이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ontactFlowAr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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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Arn" : String

YAML
ContactFlowArn: String
UserArn: String

Properties
ContactFlowArn
고객 응대 흐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Arn
사용자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Connect Customer Profiles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ustomerProfiles::Domain (p. 2022)
•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p. 2025)
• AWS::CustomerProfiles::ObjectType (p. 2041)

AWS::CustomerProfiles::Domain
AWS::CustomerProfiles::Domain 리소스는 Amazon Connect 고객 프로필 도메인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CustomerProfiles::Domain",
"Properties" : {
"DeadLetterQueueUrl" : String,
"DefaultEncryptionKey" : String,
"DefaultExpirationDays" : Integer,
"Domain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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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s" : [ Tag, ... ]

YAML
Type: AWS::CustomerProfiles::Domain
Properties:
DeadLetterQueueUrl: String
DefaultEncryptionKey: String
DefaultExpirationDays: Integer
Domain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adLetterQueueUrl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오류를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SQS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의 URL입니다. Amazon Connect 고객 프로필에서 DeadLetterQueue로 메시지를 전송하려면
SendMessage 작업의 DeadLetterQueue에서 정책을 설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EncryptionKey
특정 유형의 암호화 키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AWS 관리형 키인 기본 암호화 키가 사용됩니다. 영구 또
는 반영구 스토리지에 배치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ExpirationDays
도메인 내의 데이터가 만료되기 전의 기본 기간(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Name
도메인의 고유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이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구성, 추적 또는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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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도메인의 DomainName을 반환합
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reatedAt
도메인이 생성된 시기의 타임스탬프입니다.
LastUpdatedAt
가장 최근에 도메인이 편집된 시기의 타임스탬프입니다.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YAML
Resources:
Domain:
Type: "AWS::CustomerProfiles::Domain"
Properties:
DomainName: "ExampleDomain"
DefaultEncryptionKey: "arn:aws:kms:us-east-1:123456789012:key/1988472d-6b77-4bb6ae39-efce5EXAMPLE"
DeadLetterQueueUrl: "arn:aws:sqs:us-east-1:123456789012:DLQName"
DefaultExpirationDays: 6

JSON
{

"Resources": {
"Domain": {
"Type": "AWS::CustomerProfiles::Domain",
"Properties": {
"DomainName": "ExampleDomain",
"DefaultEncryptionKey": "arn:aws:kms:us-east-1:123456789012:key/1988472d-6b77-4bb6ae39-efce5EXAMPLE",
"DeadLetterQueueUrl": "arn:aws:sqs:us-east-1:123456789012:DLQ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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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DefaultExpirationDays": 6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리소스는 Amazon Connect 고객 프로필 통합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Properties" : {
"DomainName" : String,
"FlowDefinition" : FlowDefinition (p. 2028),
"ObjectTypeName" : String,
"Tags" : [ Tag, ... ],
"Uri" : String
}

YAML
Type: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Properties:
DomainName: String
FlowDefinition:
FlowDefinition (p. 2028)
ObjectTypeName: String
Tags:
- Tag
Uri: String

Properties
DomainName
도메인의 고유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lowDefinitio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FlowDefinition (p. 20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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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TypeName
사용할 프로파일 객체 유형 매핑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구성, 추적 또는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i
S3 버킷 또는 다른 유형의 데이터 소스의 URI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DomainName과 통합의 URI를 반
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reatedAt
통합이 생성된 시기의 타임스탬프입니다.
LastUpdatedAt
가장 최근에 통합이 편집된 시기의 타임스탬프입니다.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도메인이 있는 경우 통합을 생성합니다.

YAM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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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Type: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Properties:
DomainName: "ExampleDomain"
ObjectTypeName: "CTR"
Uri: "arn:aws:connect:useast-1:123456789012:instance/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JSON
{

"Resources": {
"TestIntegration": {
"Type":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Properties": {
"DomainName": "ExampleDomain",
"ObjectTypeName": "CTR",
"Uri": "arn:aws:connect:useast-1:123456789012:instance/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
}
}
}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ConnectorOperator
ConnectorOperator 속성 유형은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p. 2025)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을(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rketo" : String,
"S3" : String,
"Salesforce" : String,
"ServiceNow" : String,
"Zendesk" : String

YAML
Marketo: String
S3: String
Salesforce: String
ServiceNow: String
Zendesk: String

Properties
Marketo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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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lesforc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Now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Zendesk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FlowDefinition
FlowDefinition 속성 유형은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p. 2025)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을(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Description" : String,
"FlowName" : String,
"KmsArn" : String,
"SourceFlowConfig" : SourceFlowConfig (p. 2036),
"Tasks" : [ Task (p. 2037), ... ],
"TriggerConfig" : TriggerConfig (p.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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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Description: String
FlowName: String
KmsArn: String
SourceFlowConfig:
SourceFlowConfig (p. 2036)
Tasks:
- Task (p. 2037)
TriggerConfig:
TriggerConfig (p. 2039)

Properties
Descriptio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lowNam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FlowConfig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SourceFlowConfig (p. 20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sk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Task (p. 203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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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iggerConfig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TriggerConfig (p. 203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IncrementalPullConfig
IncrementalPullConfig 속성 유형은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p. 2025)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을(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etimeTypeFieldName" : String

YAML
DatetimeTypeFieldName: String

Properties
DatetimeTypeFieldNam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MarketoSourceProperties
MarketoSourceProperties 속성 유형은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p. 2025)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을(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bject"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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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Object: String

Properties
Object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S3SourceProperties
S3SourceProperties 속성 유형은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p. 2025)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을(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Name" : String,
"BucketPrefix" : String

YAML
BucketName: String
BucketPrefix: String

Properties
BucketNam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cketPrefix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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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SalesforceSourceProperties
SalesforceSourceProperties 속성 유형은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p. 2025)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을(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ynamicFieldUpdate" : Boolean,
"IncludeDeletedRecords" : Boolean,
"Object" : String

YAML
EnableDynamicFieldUpdate: Boolean
IncludeDeletedRecords: Boolean
Object: String

Properties
EnableDynamicFieldUpdat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DeletedRecord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bject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ScheduledTriggerProperties
ScheduledTriggerProperties 속성 유형은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p. 2025)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을(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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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PullMode" : String,
"FirstExecutionFrom" : Double,
"ScheduleEndTime" : Double,
"ScheduleExpression" : String,
"ScheduleOffset" : Integer,
"ScheduleStartTime" : Double,
"Timezone" : String

YAML
DataPullMode: String
FirstExecutionFrom: Double
ScheduleEndTime: Double
ScheduleExpression: String
ScheduleOffset: Integer
ScheduleStartTime: Double
Timezone: String

Properties
DataPullMod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rstExecutionFrom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EndTim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Expressio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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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Offset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StartTim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zon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ServiceNowSourceProperties
ServiceNowSourceProperties 속성 유형은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p. 2025)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을(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bject" : String

YAML
Object: String

Properties
Object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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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SourceConnectorProperties
SourceConnectorProperties 속성 유형은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p. 2025)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을(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rketo" : MarketoSourceProperties (p. 2030),
"S3" : S3SourceProperties (p. 2031),
"Salesforce" : SalesforceSourceProperties (p. 2032),
"ServiceNow" : ServiceNowSourceProperties (p. 2034),
"Zendesk" : ZendeskSourceProperties (p. 2040)

YAML
Marketo:
MarketoSourceProperties (p. 2030)
S3:
S3SourceProperties (p. 2031)
Salesforce:
SalesforceSourceProperties (p. 2032)
ServiceNow:
ServiceNowSourceProperties (p. 2034)
Zendesk:
ZendeskSourceProperties (p. 2040)

Properties
Marketo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MarketoSourceProperties (p. 20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S3SourceProperties (p. 203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lesforc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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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alesforceSourceProperties (p. 20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Now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ServiceNowSourceProperties (p. 203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Zendesk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ZendeskSourceProperties (p. 204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SourceFlowConfig
SourceFlowConfig 속성 유형은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p. 2025)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을(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nectorProfileName" : String,
"ConnectorType" : String,
"IncrementalPullConfig" : IncrementalPullConfig (p. 2030),
"SourceConnectorProperties" : SourceConnectorProperties (p. 2035)

YAML
ConnectorProfileName: String
ConnectorType: String
IncrementalPullConfig:
IncrementalPullConfig (p. 2030)
SourceConnectorProperties:
SourceConnectorProperties (p. 2035)

Properties
ConnectorProfileNam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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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orTyp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rementalPullConfig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IncrementalPullConfig (p. 20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ConnectorPropertie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SourceConnectorProperties (p. 20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Task
Task 속성 유형은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p. 2025)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을(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nectorOperator" : ConnectorOperator (p. 2027),
"DestinationField" : String,
"SourceFields" : [ String, ... ],
"TaskProperties" : [ TaskPropertiesMap (p. 2038), ... ],
"TaskType" : String

YAML
ConnectorOperator:
ConnectorOperator (p. 2027)
DestinationField: String
SourceFields:
- String
TaskProperties:
- TaskPropertiesMap (p. 2038)
Task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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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onnectorOperator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ConnectorOperator (p. 20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Fiel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Field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skPropertie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TaskPropertiesMap (p. 203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skTyp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TaskPropertiesMap
TaskPropertiesMap 속성 유형은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p. 2025)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을(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OperatorPropertyKey"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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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 String

YAML
OperatorPropertyKey: String
Property: String

Properties
OperatorPropertyKey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perty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TriggerConfig
TriggerConfig 속성 유형은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p. 2025)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을(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riggerProperties" : TriggerProperties (p. 2040),
"TriggerType" : String

YAML
TriggerProperties:
TriggerProperties (p. 2040)
TriggerType: String

Properties
TriggerPropertie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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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riggerProperties (p. 204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iggerTyp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TriggerProperties
TriggerProperties 속성 유형은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p. 2025)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을(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cheduled" : ScheduledTriggerProperties (p. 2032)

YAML
Scheduled:
ScheduledTriggerProperties (p. 2032)

Properties
Schedule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ScheduledTriggerProperties (p. 20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ZendeskSourceProperties
ZendeskSourceProperties 속성 유형은 AWS::CustomerProfiles::Integration (p. 2025)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을(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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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 : String

YAML
Object: String

Properties
Object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ustomerProfiles::ObjectType
AWS::CustomerProfiles::ObjectType 리소스는 Amazon Connect 고객 프로필 객체 유형 매핑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ustomerProfiles::ObjectType",
"Properties" : {
"AllowProfileCreation" : Boolean,
"Description" : String,
"DomainName" : String,
"EncryptionKey" : String,
"ExpirationDays" : Integer,
"Fields" : [ FieldMap (p. 2045), ... ],
"Keys" : [ KeyMap (p. 2046), ... ],
"ObjectTypeName" : String,
"Tags" : [ Tag, ... ],
"TemplateId" : String
}

YAML
Type: AWS::CustomerProfiles::ObjectType
Properties:
AllowProfileCreation: Boolean
Description: String
DomainName: String
EncryptionKey: String
ExpirationDays: Integer
Fields:
- FieldMap (p. 2045)
Keys:
- KeyMap (p.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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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TypeName: String
Tags:
- Tag
TemplateId: String

Properties
AllowProfileCreation
이 유형의 객체에 대한 프로파일이 없는 경우 데이터를 수신할 때 프로파일을 생성할지 여부를 나타냅니
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AllowProfileCreation 플래그가 FALSE로 설정된 경우 서비스는 표준 프로파
일을 가져와서 이 객체를 프로파일에 연결하려고 합니다. TRUE로 설정되어 있고 일치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서비스는 새 표준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프로파일 객체 유형 매핑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Name
도메인의 고유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cryptionKey
이 프로파일 객체 유형 매핑에서 생성되는 프로파일 객체를 암호화할 고객 제공 키입니다. 지정하지 않
으면 도메인의 암호화 키가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pirationDays
이 유형의 데이터가 만료될 때까지의 기간(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s
객체 유형 매핑에 대한 필드 정의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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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FieldMap (p. 204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s
프로파일에 데이터를 매핑하거나 프로파일을 검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키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eyMap (p. 204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bjectTypeName
프로파일 객체 유형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이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구성, 추적 또는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Id
템플릿 매핑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키 및 필드 속성을 직접 지정하는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DomainName과 객체 유형의
ObjectTypeName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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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At
객체 유형이 생성된 시기의 타임스탬프입니다.
LastUpdatedAt
가장 최근에 객체 유형이 편집된 시기의 타임스탬프입니다.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도메인이 있는 경우 객체 유형을 생성합니다.

YAML
Resources:
ObjectType:
Type: "AWS::CustomerProfiles::ObjectType"
Properties:
DomainName: "ExampleDomain"
ObjectTypeName: "ExampleObjectType"
AllowProfileCreation: false
Description: "Description Example"
ExpirationDays: 1
Fields:
- Name: "email"
ObjectTypeField:
Source: "_source.email"
Target: "_profile.BusinessEmail"
ContentType: "EMAIL_ADDRESS"
Keys:
- Name: "_email"
ObjectTypeKeyList:
- FieldNames:
- "email"
StandardIdentifiers:
- "PROFILE"
- "UNIQUE"

JSON
{

"Resources": {
"ObjectType": {
"Type": "AWS::CustomerProfiles::ObjectType",
"Properties": {
"DomainName": "ExampleDomain",
"ObjectTypeName": "ExampleObjectType",
"AllowProfileCreation": false,
"Description": "Description Example",
"ExpirationDays": 1,
"Fields": [
{
"Name": "email",
"ObjectTypeField": {
"Source": "_source.email",
"Target": "_profile.BusinessEmail",
"ContentType": "EMAIL_ADDRES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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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Keys": [
{
"Name": "_email",
"ObjectTypeKeyList": [
{
"FieldNames": [
"email"
],
"StandardIdentifiers": [
"PROFILE",
"UNIQUE"
]
}
]
}
]

AWS::CustomerProfiles::ObjectType FieldMap
이름 및 ObjectType 필드의 맵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ObjectTypeField" : ObjectTypeField (p. 2046)

YAML
Name: String
ObjectTypeField:
ObjectTypeField (p. 2046)

Properties
Name
필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bjectTypeField
ProfileObjectType 유형의 필드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bjectTypeField (p.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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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ustomerProfiles::ObjectType KeyMap
프로파일에 데이터를 매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키 맵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ObjectTypeKeyList" : [ ObjectTypeKey (p. 2047), ... ]

YAML
Name: String
ObjectTypeKeyList:
- ObjectTypeKey (p. 2047)

Properties
Name
키 이름.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bjectTypeKeyList
ObjectTypeKey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bjectTypeKey (p. 2047)의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ustomerProfiles::ObjectType ObjectTypeField
ProfileObjectType 유형의 필드를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ontentType" : String,
"Source" : String,
"Target"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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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ContentType: String
Source: String
Target: String

Properties
ContentType
필드의 콘텐츠 유형입니다. 검색할 때 같음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
ProfileObject의 필드입니다. 예: _source.FirstName. 여기서 “_source”는 Zendesk 사용자의
ProfileObjectType이고 “FirstName”은 해당 ObjectType의 필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
표준 ProfileObject 모델에서 데이터의 위치입니다. 예: _profile.Address.PostalCod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ustomerProfiles::ObjectType ObjectTypeKey
ProfileObject의 Key 요소를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Key는 고객 프로파일을 검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요소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eldNames" : [ String, ... ],
"StandardIdentifiers" : [ String, ... ]

YAML
FieldN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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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StandardIdentifiers:
- String

Properties
FieldNames
필드 맵의 키 이름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ndardIdentifiers
ProfileObject가 가질 수 있는 키의 유형입니다. 각 ProfileObject는 UNIQUE 키를 하나만 가질 수 있지
만 PROFILE 키는 여러 개 가질 수 있습니다. PROFILE은 이 키를 사용하여 객체를 PROFILE에 연결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UNIQUE는 객체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키가
SECONDARY로 표시된 경우, 다른 모든 PROFILE 키가 검색된 후 프로파일을 검색하는 데 사용됩니다.
LOOKUP_ONLY 키는 프로파일의 일치 조건으로만 사용되고, 프로파일 검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되지는 않습니다. NEW_ONLY 키는 객체가 수집되기 전에 프로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되
며, 그렇지 않으면 프로파일에 객체를 일치시키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Cost Explore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E::AnomalyMonitor (p. 2048)
• AWS::CE::AnomalySubscription (p. 2054)
• AWS::CE::CostCategory (p. 2059)

AWS::CE::AnomalyMonitor
AWS::CE::AnomalyMonitor 리소스는 MonitorType 및 MonitorSpecification을 기준으로 계정의
비용 데이터에서 이상을 지속적으로 검사하는 Cost Explorer 리소스 유형입니다. 콘텐츠는 상세 메타데이터
와 모니터 객체의 현재 상태로 구성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CE::AnomalyMonitor",
"Properties" : {
"MonitorDimension" : String,
"Monitor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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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itorSpecification" : String,
"MonitorType" : String

YAML
Type: AWS::CE::AnomalyMonitor
Properties:
MonitorDimension: String
MonitorName: String
MonitorSpecification: String
MonitorType: String

Properties
MonitorDimension
평가할 차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ERVIC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nitorName
모니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Pattern: [\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nitorSpecification
JSON 배열 형식의 MonitorSpecification 배열입니다. 예를 들어 MonitorSpecification을 사
용하여 사용자 지정 이상 모니터의 태그, 비용 범주 또는 연결 계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이 페이지의 예제 섹션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nitorType
가능한 유형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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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CUSTOM | DIMENSIONAL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MonitorArn. 예:
{ "Ref": "myAnomalySubscriptionLogicalName"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reationDate
모니터가 생성된 날짜입니다.
DimensionalValueCount
평가된 차원의 값입니다.
LastEvaluatedDate
모니터에서 이상을 마지막으로 평가한 날짜입니다.
LastUpdatedDate
모니터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짜입니다.
MonitorArn
모니터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값입니다.

예제
서비스 모니터
다음 예에서는 서비스 이상 모니터를 생성합니다.

JSON
{

}

"Resources": {
"AnomalyServiceMonitor": {
"Type": "AWS::CE::AnomalyMonitor",
"Properties": {
"MonitorName": "MonitorName",
"MonitorType": "DIMENSIONAL",
"MonitorDimension": "SERVI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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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Resources:
AnomalyServiceMonitor:
Type: 'AWS::CE::AnomalyMonitor'
Properties:
MonitorName: 'MonitorName'
MonitorType: 'DIMENSIONAL'
MonitorDimension: 'SERVICE'

태그가 있는 이상 모니터
다음 예에서는 태그가 있는 사용자 지정 이상 모니터를 생성합니다.

JSON
{

"Resources": {
"CustomAnomalyMonitorWithTags": {
"Type": "AWS::CE::AnomalyMonitor",
"Properties": {
"MonitorName": "MonitorName",
"MonitorType": "CUSTOM",
"MonitorSpecification": " { \"Tags\" : { \"Key\" : \"Tag Key\", \"Values\" :
[ \"TagValue1\", \"TagValue2\" ] } }"
}
}
}

}

YAML
Resources:
CustomAnomalyMonitorWithTags:
Type: 'AWS::CE::AnomalyMonitor'
Properties:
MonitorName: "MonitorName"
MonitorType: "CUSTOM"
MonitorSpecification: '
{
"Tags" : {
"Key" : "Tag Key",
"Values" : [ "TagValue1", "TagValue2" ]
}
}'

비용 범주가 있는 이상 모니터
다음 예에서는 비용 범주가 있는 사용자 지정 이상 모니터를 생성합니다.

JSON
{

"Re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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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AnomalyMonitorWithCC": {
"Type": "AWS::CE::AnomalyMonitor",
"Properties": {
"MonitorName": "MonitorName",
"MonitorType": "CUSTOM",
"MonitorSpecification": " { \"CostCategories\" : { \"Key\" : \"CostCategoryKey\",
\"Values\" : [ \"CostCategoryValue\" ] } }"
}
}
}

}

YAML
Resources:
CustomAnomalyMonitorWithCC:
Type: 'AWS::CE::AnomalyMonitor'
Properties:
MonitorName: "MonitorName"
MonitorType: "CUSTOM"
MonitorSpecification: '
{
"CostCategories" : {
"Key" : "CostCategoryKey",
"Values" : [ "CostCategoryValue" ]
}
}'

연결된 계정이 있는 이상 모니터
다음 예에서는 연결된 계정이 있는 사용자 지정 이상 모니터를 생성합니다.

JSON
{

"Resources": {
"CustomAnomalyMonitorWithLinkedAccount": {
"Type": "AWS::CE::AnomalyMonitor",
"Properties": {
"MonitorName": "MonitorName",
"MonitorType": "CUSTOM",
"MonitorSpecification": " { \"Dimensions\" : { \"Key\" : \"LINKED_ACCOUNT\",
\"Values\" : [ \"123456789012\", \"123456789013\" ] } }"
}
}
}

}

YAML
Resources:
CustomAnomalyMonitorWithLinkedAccount:
Type: 'AWS::CE::AnomalyMonitor'
Properties:
MonitorName: "MonitorName"
MonitorType: "CUSTOM"
MonitorSpecification: '
{
"Dimens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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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y" : "LINKED_ACCOUNT",
"Values" : [ "123456789012", "123456789013" ]

모니터에 구독 연결
다음 예는 이상 구독에 연결된 두 가지 예외 항목 모니터를 보여 줍니다.

JSON
{

"Resources": {
"CustomAnomalyMonitorWithLinkedAccount": {
"Type": "AWS::CE::AnomalyMonitor",
"Properties": {
"MonitorName": "MonitorName",
"MonitorType": "CUSTOM",
"MonitorSpecification": " { \"Dimensions\" : { \"Key\" : \"LINKED_ACCOUNT\",
\"Values\" : [ \"123456789012\", \"123456789013\" ] } }"
}
},
"AnomalyServiceMonitor": {
"Type": "AWS::CE::AnomalyMonitor",
"Properties": {
"MonitorName": "MonitorName",
"MonitorType": "DIMENSIONAL",
"MonitorDimension": "SERVICE"
}
},
"AnomalySubscription": {
"Type": "AWS::CE::AnomalySubscription",
"Properties": {
"SubscriptionName": "SubscriptionName",
"Threshold": 100,
"Frequency": "DAILY",
"MonitorArnList": [
"CustomAnomalyMonitorWithLinkedAccount",
"AnomalyServiceMonitor"
],
"Subscribers": [
{
"Type": "EMAIL",
"Address": "abc@def.com"
}
]
}
}
}

}

YAML
Resources:
CustomAnomalyMonitorWithLinkedAccount:
Type: 'AWS::CE::AnomalyMonitor'
Properties:
MonitorName: "MonitorName"
MonitorType: "CUSTOM"
MonitorSpecific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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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 {
"Key" : "LINKED_ACCOUNT",
"Values" : [ "123456789012", "123456789013" ]
}
}'
AnomalyServiceMonitor:
Type: 'AWS::CE::AnomalyMonitor'
Properties:
MonitorName: 'MonitorName'
MonitorType: 'DIMENSIONAL'
MonitorDimension: 'SERVICE'
AnomalySubscription:
Type: 'AWS::CE::AnomalySubscription'
Properties:
SubscriptionName: "SubscriptionName"
Threshold: 100
Frequency: "DAILY"
MonitorArnList: [
!Ref CustomAnomalyMonitorWithLinkedAccount,
!Ref AnomalyServiceMonitor
]
Subscribers: [
{
"Type": "EMAIL",
"Address": "abc@def.com"
}
]

참고 항목
•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API 참조의 AnomalyMonitor.
•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API 참조의 CreateAnomalyMonitor.
•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API 참조의 DeleteAnomalyMonitor.
•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API 참조의 GetAnomalyMonitors.
•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API 참조의 UpdateAnomalyMonitor.

AWS::CE::AnomalySubscription
AWS::CE::AnomalySubscription 리소스는 모니터, 임계값 및 구독자 목록을 연결하는 Cost Explorer
리소스 유형입니다. 모니터에서 감지된, 임계값을 초과하는 이상에 대한 알림을 전송합니다. 콘텐츠는 상세
메타데이터와 AnomalySubscription 객체의 현재 상태로 구성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CE::AnomalySubscription",
"Properties" : {
"Frequency" : String,
"MonitorArnList" : [ String, ... ],
"Subscribers" : [ Subscriber (p. 2058), ... ],
"SubscriptionName" : String,
"Threshold" :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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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Type: AWS::CE::AnomalySubscription
Properties:
Frequency: String
MonitorArnList:
- String
Subscribers:
- Subscriber (p. 2058)
SubscriptionName: String
Threshold: Double

Properties
Frequency
이상 보고서가 이메일을 통해 전송되는 빈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AILY | IMMEDIATE | WEEKL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nitorArnList
비용 이상 모니터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scribers
알림을 보낼 구독자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Subscriber (p. 205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scriptionName
구독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Pattern: [\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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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 알림을 트리거하는 달러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SubscriptionArn. 예:
{ "Ref": "myAnomalyMonitorLogicalName"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ccountId
고유한 계정 식별자입니다.
SubscriptionArn
AnomalySubscription Amazon 리소스 이름(ARN)

예제
모니터에 구독 연결
다음 예는 구독에 연결된 두 가지 모니터를 보여 줍니다.

JSON
{

"Resources": {
"CustomAnomalyMonitorWithLinkedAccount": {
"Type": "AWS::CE::AnomalyMonitor",
"Properties": {
"MonitorName": "MonitorName",
"MonitorType": "CUSTOM",
"MonitorSpecification": " { \"Dimensions\" : { \"Key\" : \"LINKED_ACCOUNT\",
\"Values\" : [ \"123456789012\", \"123456789013\" ] } }"
}
},
"AnomalyServiceMonitor": {
"Type": "AWS::CE::AnomalyMonitor",
"Properties": {
"MonitorName": "MonitorName",
"MonitorType": "DIMEN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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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itorDimension": "SERVICE"
}
},
"AnomalySubscription": {
"Type": "AWS::CE::AnomalySubscription",
"Properties": {
"SubscriptionName": "SubscriptionName",
"Threshold": 100,
"Frequency": "DAILY",
"MonitorArnList": [
{"Ref": "CustomAnomalyMonitorWithLinkedAccount"},
{"Ref": "AnomalyServiceMonitor"}
],
"Subscribers": [
{
"Type": "EMAIL",
"Address": "abc@def.com"
}
]
}
}

YAML
Resources:
CustomAnomalyMonitorWithLinkedAccount:
Type: 'AWS::CE::AnomalyMonitor'
Properties:
MonitorName: "MonitorName"
MonitorType: "CUSTOM"
MonitorSpecification: '
{
"Dimensions" : {
"Key" : "LINKED_ACCOUNT",
"Values" : [ "123456789012", "123456789013" ]
}
}'
AnomalyServiceMonitor:
Type: 'AWS::CE::AnomalyMonitor'
Properties:
MonitorName: 'MonitorName'
MonitorType: 'DIMENSIONAL'
MonitorDimension: 'SERVICE'
AnomalySubscription:
Type: 'AWS::CE::AnomalySubscription'
Properties:
SubscriptionName: "SubscriptionName"
Threshold: 100
Frequency: "DAILY"
MonitorArnList: [
!Ref CustomAnomalyMonitorWithLinkedAccount,
!Ref AnomalyServiceMonitor
]
Subscribers: [
{
"Type": "EMAIL",
"Address": "abc@def.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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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API 참조의 AnomalySubscription.
•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API 참조의 CreateAnomalySubscription.
•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API 참조의 DeleteAnomalySubscription.
•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API 참조의 GetAnomalySubscriptions.
•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API 참조의 UpdateAnomalySubscription.

AWS::CE::AnomalySubscription Subscriber
AnomalySubscription 알림의 수신자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dress" : String,
"Status" : String,
"Type" : String

YAML
Address: String
Status: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Address
Type에 따라, 이메일 주소 또는 SNS 주제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6
Maximum: 302
Pattern: (^[a-zA-Z0-9.!#$%&'*+=?^_‘{|}~-]+@[a-zA-Z0-9_-]+(\.[a-zA-Z0-9_-]+)+
$)|(^arn:(aws[a-zA-Z-]*):sns:[a-zA-Z0-9-]+:[0-9]{12}:[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
구독자가 알림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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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CONFIRMED | DECLIN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알림 전송 채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MAIL | SN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E::CostCategory
AWS::CE::CostCategory 리소스는 Cost Explorer 및 AWS Budgets와 같은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콘솔의 제품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 그룹화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사용 설명서에서 비용 범주를 사용하여 비용 관리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E::CostCategory",
"Properties" : {
"DefaultValue" : String,
"Name" : String,
"Rules" : String,
"RuleVersion" : String,
"SplitChargeRules" : String
}

YAML
Type: AWS::CE::CostCategory
Properties:
DefaultValue: String
Name: String
Rules: String
RuleVersion: String
SplitChargeRules: String

Properties
DefaultValu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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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비용 범주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ules
JSON 배열 형식의 CostCategoryRule 배열입니다.

Note
규칙은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라인 항목과 일치하는 규칙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일치시킬 첫 번
째 규칙이 해당 비용 범주 값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Version
이 특정 비용 범주의 규칙 스키마 버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litChargeRules
비용 범주 값 간에 요금을 할당하는 데 사용되는 분할 요금 규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템플릿에서 생성된 비용 범주의
ARN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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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비용 범주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EffectiveStart
비용 범주의 유효 기간 시작일입니다.

예제
두 개의 규칙이 있는 비용 범주 부서입니다.
다음 예에서는 두 개의 규칙이 있는 비용 범주 “부서”를 생성합니다.

JSON
{

"CostCategoryDepartment": {
"Type": "AWS::CE::CostCategory",
"Properties": {
"Name": "Department",
"RuleVersion": "CostCategoryExpression.v1",
"Rules": "[
{
\"Value\":\"Engineering\",
\"Rule\": {
\"Dimensions\": {
\"Key\": \"LINKED_ACCOUNT\",
\"Values\": [ \"111111111111\" ]
}
}
},
{
\"Value\": \"Marketing\",
\"Rule\": {
\"Dimensions\": {
\"Key\": \"LINKED_ACCOUNT\",
\"Values\": [ \"222222222222\" ]
}
}
}
]"
}
}
}

YAML
CostCategoryDepartment:
Type: 'AWS::CE::CostCategory'
Properties:
Name: Department
RuleVersion: CostCategoryExpression.v1
Rules: '
[
{
"Value":"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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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le": {
"Dimensions": {
"Key": "LINKED_ACCOUNT",
"Values": [ "111111111111" ]

},
{

"Value":"Marketing",
"Rule": {
"Dimensions": {
"Key": "LINKED_ACCOUNT",
"Values": [ "222222222222" ]
}
}

]'

참고 항목
•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API 참조의 CostCategory.

AWS 비용 및 사용 보고서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UR::ReportDefinition (p. 2062)

AWS::CUR::ReportDefinition
AWS 비용 및 사용 보고서의 정의입니다. 정의에서 보고서 이름, 시간 단위, 보고서 형식, 압축 형식, S3 버킷,
추가 아티팩트 및 스키마 요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UR::ReportDefinition",
"Properties" : {
"AdditionalArtifacts" : [ String, ... ],
"AdditionalSchemaElements" : [ String, ... ],
"BillingViewArn" : String,
"Compression" : String,
"Format" : String,
"RefreshClosedReports" : Boolean,
"ReportName" : String,
"ReportVersioning" : String,
"S3Bucket" : String,
"S3Prefix" : String,
"S3Region" : String,
"TimeUnit" :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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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CUR::ReportDefinition
Properties:
AdditionalArtifacts:
- String
AdditionalSchemaElements:
- String
BillingViewArn: String
Compression: String
Format: String
RefreshClosedReports: Boolean
ReportName: String
ReportVersioning: String
S3Bucket: String
S3Prefix: String
S3Region: String
TimeUnit: String

Properties
AdditionalArtifacts
Amazon Web Services를 통해 이 보고서에 대해 생성하려는 매니페스트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dditionalSchemaElements
Amazon Web Services에서 보고서에 포함하는 추가 콘텐츠(예: 개별 리소스 ID)를 나타내는 문자열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illingViewArn
결제 보기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결제 보기 서비스 퍼블릭 API를 사용하여 이 값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mpression
Amazon Web Services에서 보고서에 사용하는 압축 형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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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
Amazon Web Services에서 보고서를 저장하는 형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freshClosedReports
Amazon Web Services에서 이전 달과 관련된 요금을 감지한 경우, Amazon Web Services에서 보고서
를 완료한 후 업데이트하도록 할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요금에는 환불, 크레딧 또는 지원 수수료가 포함
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ortName
생성하려는 보고서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고유해야 하고 대/소문자를 구분하며 공백을 포함할 수 없습니
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portVersioning
Amazon Web Services에서 각 보고서의 이전 버전을 덮어쓰거나 이전 버전과 함께 보고서를 제공할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REATE_NEW_REPORT | OVERWRITE_REPOR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Bucket
Amazon Web Services에서 보고서를 전달하는 S3 버킷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Prefix
Amazon Web Services에서 보고서를 전달할 때 Amazon Web Services가 보고서 이름에 추가하는 접두
사입니다. 접두사에는 공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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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Region
Amazon Web Services에서 보고서를 전달하는 S3 버킷의 리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Unit
보고서에 있는 라인 항목의 세부 수준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Ref": "ReportName" }
생성하려는 보고서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고유해야 하고 대/소문자를 구분하며 공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 Glue DataBrew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DataBrew::Dataset (p. 2065)
• AWS::DataBrew::Job (p. 2082)
• AWS::DataBrew::Project (p. 2102)
• AWS::DataBrew::Recipe (p. 2105)
• AWS::DataBrew::Schedule (p. 2132)

AWS::DataBrew::Dataset
새 DataBrew 데이터 집합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DataBrew::Dataset",
"Properties" : {
"Format"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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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atOptions" : FormatOptions (p. 2077),
"Input" : Input (p. 2078),
"Name" : String,
"PathOptions" : PathOptions (p. 2079),
"Tags" : [ Tag, ... ]

YAML
Type: AWS::DataBrew::Dataset
Properties:
Format: String
FormatOptions:
FormatOptions (p. 2077)
Input:
Input (p. 2078)
Name: String
PathOptions:
PathOptions (p. 2079)
Tags:
- Tag

Properties
Format
Amazon S3 파일 또는 폴더에서 생성된 데이터 집합의 파일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SV | EXCEL | JSON | PARQUE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rmatOptions
DataBrew에서 데이터 집합의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옵션 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ormatOptions (p. 207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
DataBrew에서 AWS Glue Data Catalog 또는 Amazon S3의 데이터 집합을 찾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
다.
Required: 예
Type: Input (p. 20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데이터 세트의 고유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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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thOptions
DataBrew에서 데이터 집합의 Amazon S3 경로를 해석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옵션 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athOptions (p. 207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데이터 세트에 적용된 메타데이터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 "Ref": "myDataset" }
AWS Glue DataBrew 데이터 집합의 이름이 myDataset인 경우 Ref는 데이터 집합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제
데이터 세트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새 DataBrew 데이터 집합을 생성합니다.

YAML
Resources:
TestDataBrewDataset:
Type: AWS::DataBrew::Dataset
Properties:
Name: dataset-name
Input:
S3InputDefinition:
Bucket: !Join [ '', ['databrew-cfn-integration-tests-', !Ref 'AWS::Region',
'-', !Ref 'AWS::AccountId' ] ]
Key: cocktails.json
FormatOptions:
Json:
MultiLin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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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This CloudFormation template creates a DataBrew Dataset",
"Resources": {
"TestDataBrewDataset": {
"Type": "AWS::DataBrew::Dataset",
"Properties": {
"Name": "cf-test-dataset1",
"Input": {
"S3InputDefinition": {
"Bucket": "test-location",
"Key": "test.xlsx"
}
},
"FormatOptions": {
"Excel": {
"SheetNames": ["test"]
}
},
"Tags": [
{
"Key": "key00AtCreate",
"Value": "value001AtCreate"
}
]
}
}

AWS::DataBrew::Dataset CsvOptions
DatabRew가 해당 파일에서 데이터 집합을 생성할 때 쉼표로 구분된 값(CSV) 파일을 읽는 방법을 정의하는
옵션 세트를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limiter" : String,
"HeaderRow" : Boolean

YAML
Delimiter: String
HeaderRow: Boolean

Properties
Delimiter
CSV 파일에 사용되는 구분 기호를 지정하는 단일 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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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derRow
파일의 첫 번째 행을 헤더로 구문 분석할지 여부를 지정하는 변수입니다. 이 값이 false이면 열 이름이 자
동으로 생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Dataset DatabaseInputDefinition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집합 입력 파일에 대한 연결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baseTableName" : String,
"GlueConnectionName" : String,
"TempDirectory" : S3Location (p. 2081)

YAML
DatabaseTableName: String
GlueConnectionName: String
TempDirectory:
S3Location (p. 2081)

Properties
DatabaseTableName
대상 데이터베이스 내의 테이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lueConnectionName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 정보를 저장하는 AWS Glue Connectio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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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Directory
AWS Glue Data Catalog에서 임시 디렉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Amazon 위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Location (p. 208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Dataset DataCatalogInputDefinition
AWS Glue Data Catalog에 저장된 메타데이터가 DataBrew 데이터 집합에 정의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talogId" : String,
"DatabaseName" : String,
"TableName" : String,
"TempDirectory" : S3Location (p. 2081)

YAML
CatalogId: String
DatabaseName: String
TableName: String
TempDirectory:
S3Location (p. 2081)

Properties
CatalogId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보유하는 AWS 계정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Name
데이터 카탈로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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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Name
데이터 카탈로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이 테이블은 DataBrew 데이터 세트와 일
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Directory
AWS Glue Data Catalog에서 임시 디렉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Amazon 위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Location (p. 208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Dataset DatasetParameter
데이터 집합의 Amazon S3 경로에 있는 파라미터의 유형 및 조건을 정의하는 데이터 집합 파라미터를 나타
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reateColumn" : Boolean,
"DatetimeOptions" : DatetimeOptions (p. 2072),
"Filter" : FilterExpression (p. 2075),
"Name" : String,
"Type" : String

YAML
CreateColumn: Boolean
DatetimeOptions:
DatetimeOptions (p. 2072)
Filter:
FilterExpression (p. 2075)
Name: String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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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reateColumn
이 파라미터의 캡처된 값을 데이터 집합에 추가 열로 로드할지 여부를 정의하는 선택적 부울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etimeOptions
형식 및 표준 시간대와 같은 추가 파라미터 옵션입니다. datetime 파라미터에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etimeOptions (p. 207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ter
파라미터에 추가 일치 기존을 적용하는 선택적 필터 식 구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ilterExpression (p. 207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데이터 집합의 Amazon S3 경로에 사용되는 파라미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데이터 집합 파라미터의 유형은 'String', 'Number' 또는 'Datetime'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Dataset DatetimeOptions
데이터 집합의 Amazon S3 경로에 사용되는 datetime 파라미터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추가 옵션을 나타냅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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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t" : String,
"LocaleCode" : String,
"TimezoneOffset" : String

YAML
Format: String
LocaleCode: String
TimezoneOffset: String

Properties
Format
Amazon S3 경로의 date 파라미터에 사용되는 날짜/시간 형식을 정의하는 필수 옵션입니다. 지원되는
datetime 지정자와 구분 문자만 사용해야 하며 모든 리터럴 a~z 또는 A~Z 문자를 작은따옴표로 이스케
이프 처리해야 합니다. 예: "MM.dd.yyyy-'at'-HH:mm".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caleCode
일부 날짜 형식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필요한 미국 외 로캘 코드에 대한 선택적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zoneOffset
Amazon S3 경로에 있는 datetime 파라미터 값의 표준 시간대 오프셋에 대한 선택적 값입니다. 이 파라
미터의 형식에 표준 시간대 필드가 포함되는 경우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프셋을 지정하지 않으면
UTC가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Dataset ExcelOptions
DatabRew가 해당 파일에서 데이터 집합을 생성할 때 Microsoft Excel 파일을 해석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옵
션 세트를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HeaderRow" :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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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etIndexes" : [ Integer, ... ],
"SheetNames" : [ String, ... ]

YAML
HeaderRow: Boolean
SheetIndexes:
- Integer
SheetNames:
- String

Properties
HeaderRow
파일의 첫 번째 행을 헤더로 구문 분석할지 여부를 지정하는 변수입니다. 이 값이 false이면 열 이름이 자
동으로 생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eetIndexes
데이터 집합에 포함될 Excel 파일에 있는 하나 이상의 시트 번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eetNames
데이터 집합에 포함될 Excel 파일에 있는 하나 이상의 명명된 시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Dataset FilesLimit
연결된 Amazon S3 경로의 데이터 집합에 대해 선택해야 하는 Amazon S3 파일 수에 적용되는 한도를 나타
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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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Files" : Integer,
"Order" : String,
"OrderedBy" : String

YAML
MaxFiles: Integer
Order: String
OrderedBy: String

Properties
MaxFiles
선택할 Amazon S3 파일의 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der
Amazon S3 파일을 선택하기 전에 정렬하는 데 사용할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DESCENDING 순서를
사용합니다. 즉, 가장 최근 파일이 먼저 선택됩니다. 다른 가능한 값은 ASCENDING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deredBy
Amazon S3 파일을 선택하기 전에 정렬하는 데 사용할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LAST_MODIFIED_DATE를 정렬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현재, 유일하게 허용되는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Dataset FilterExpression
파라미터 조건을 정의하기 위한 구조를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pression" : String,
"ValuesMap" : [ FilterValue (p. 20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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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Expression: String
ValuesMap:
- FilterValue (p. 2076)

Properties
Expression
조건 이름 다음에 대체 변수가 포함되는 식이며 다른 조건과 함께 그룹화되거나 결합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starts_with :prefix1 or starts_with :prefix2) and (ends_with :suffix1 or ends_with :suffix2)"입니
다. 대체 변수는 ':'기호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Map
대체 변수 이름과 이 필터 식에 사용된 해당 값의 매핑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lterValue (p. 207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Dataset FilterValue
FilterExpression의 ValuesMap에 있는 단일 항목을 나타냅니다. FilterValue는 식의 대체 변수 이
름을 해당 값에 연결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alue" : String,
"ValueReference" : String

YAML
Value: String
ValueReference: String

Properties
Value
대체 변수에 연결할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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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Reference
대체 변수 참조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Dataset FormatOptions
쉼표로 구분된 값(CSV), Excel 또는 JSON 입력의 구조를 정의하는 옵션 세트를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sv" : CsvOptions (p. 2068),
"Excel" : ExcelOptions (p. 2073),
"Json" : JsonOptions (p. 2079)

YAML
Csv:
CsvOptions (p. 2068)
Excel:
ExcelOptions (p. 2073)
Json:
JsonOptions (p. 2079)

Properties
Csv
CSV 입력이 DataBrew에 의해 해석되는 방법을 정의하는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svOptions (p. 20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el
Excel 입력이 DataBrew에 의해 해석되는 방법을 정의하는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xcelOptions (p. 207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son
JSON 입력이 DataBrew에 의해 해석되는 방법을 정의하는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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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JsonOptions (p. 207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Dataset Input
DataBrew에서 AWS Glue Data Catalog 또는 Amazon S3의 데이터를 찾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baseInputDefinition" : DatabaseInputDefinition (p. 2069),
"DataCatalogInputDefinition" : DataCatalogInputDefinition (p. 2070),
"S3InputDefinition" : S3Location (p. 2081)

YAML
DatabaseInputDefinition:
DatabaseInputDefinition (p. 2069)
DataCatalogInputDefinition:
DataCatalogInputDefinition (p. 2070)
S3InputDefinition:
S3Location (p. 2081)

Properties
DatabaseInputDefinition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집합 입력 파일에 대한 연결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baseInputDefinition (p. 206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CatalogInputDefinition
데이터에 대한 AWS Glue Data Catalog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CatalogInputDefinition (p. 207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InputDefinition
데이터가 저장되는 Amazon S3 위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Location (p. 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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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Dataset JsonOptions
AWS Glue DataBrew에서 입력을 해석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JSON 특정 옵션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ultiLine" : Boolean

YAML
MultiLine: Boolean

Properties
MultiLine
JSON 입력에 임베디드 줄 바꿈 문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지정하는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Dataset PathOptions
DataBrew에서 데이터 집합의 지정된 Amazon S3 경로에 대한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옵션 세트
를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lesLimit" : FilesLimit (p. 2074),
"LastModifiedDateCondition" : FilterExpression (p. 2075),
"Parameters" : [ PathParameter (p. 2080), ... ]

YAML
FilesLimit:
FilesLimit (p. 2074)
LastModifiedDateCondition:
FilterExpression (p. 2075)
Parameters:
- PathParameter (p.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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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FilesLimit
제공된 경우 이 구조는 선택해야 하는 파일 수에 제한을 둡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ilesLimit (p. 207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stModifiedDateCondition
제공된 경우 이 구조는 Amazon S3의 LastModifiedDate 속성을 기반으로 Amazon S3 객체 일치에 대한
날짜 범위를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ilterExpression (p. 207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데이터 집합의 Amazon S3 경로에 사용된 파라미터 이름을 해당 정의에 매핑하는 구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athParameter (p. 208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Dataset PathParameter
데이터 집합의 경로 파라미터에 있는 단일 항목을 나타냅니다. 각 PathParameter는 이름과 파라미터 정의
로 구성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setParameter" : DatasetParameter (p. 2071),
"PathParameterName" : String

YAML
DatasetParameter:
DatasetParameter (p. 2071)
PathParameterName: String

Properties
DatasetParameter
경로 파라미터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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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DatasetParameter (p. 207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hParameterName
경로 파라미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Dataset S3Location
DataBrew가 입력 데이터를 읽거나 작업에서 출력을 쓸 수 있는 Amazon S3 위치(버킷 이름 및 객체 키)를 나
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 : String,
"Key" : String

YAML
Bucket: String
Key: String

Properties
Bucket
Amazon S3 버킷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
버킷에 있는 객체의 고유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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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28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Job
새 DataBrew 작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ataBrew::Job",
"Properties" : {
"DatabaseOutputs" : [ DatabaseOutput (p. 2090), ... ],
"DataCatalogOutputs" : [ DataCatalogOutput (p. 2091), ... ],
"DatasetName" : String,
"EncryptionKeyArn" : String,
"EncryptionMode" : String,
"JobSample" : JobSample (p. 2093),
"LogSubscription" : String,
"MaxCapacity" : Integer,
"MaxRetries" : Integer,
"Name" : String,
"OutputLocation" : OutputLocation (p. 2096),
"Outputs" : [ Output (p. 2094), ... ],
"ProfileConfiguration" : ProfileConfiguration (p. 2097),
"ProjectName" : String,
"Recipe" : Recipe (p. 2098),
"RoleArn" : String,
"Tags" : [ Tag, ... ],
"Timeout" : Integer,
"Type" : String
}

YAML
Type: AWS::DataBrew::Job
Properties:
DatabaseOutputs:
- DatabaseOutput (p. 2090)
DataCatalogOutputs:
- DataCatalogOutput (p. 2091)
DatasetName: String
EncryptionKeyArn: String
EncryptionMode: String
JobSample:
JobSample (p. 2093)
LogSubscription: String
MaxCapacity: Integer
MaxRetries: Integer
Name: String
OutputLocation:
OutputLocation (p. 2096)
Outputs:
- Output (p. 2094)
Profile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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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Configuration (p. 2097)
ProjectName: String
Recipe:
Recipe (p. 2098)
RoleArn: String
Tags:
- Tag
Timeout: Integer
Type: String

Properties
DatabaseOutputs
작성하려는 DataBrew 레시피 작업의 출력 대상을 정의하는 JDBC 데이터베이스 출력 객체의 목록을 나
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baseOutput (p. 209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CatalogOutputs
작업 실행의 AWS Glue Data Catalog 출력을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아티팩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CatalogOutput (p. 209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setName
작업에서 처리할 데이터 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ionKeyArn
작업 출력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DataBrew 작업에서 쓴 데이터 암호화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ionMode
작업의 암호화 모드이며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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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E-KMS - AWS KMS로 관리되는 키를 사용한 서버 측 암호화입니다.
• SSE-S3 - Amazon S3에서 관리하는 키를 사용한 서버 측 암호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SE-KMS | SSE-S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obSample
프로파일 작업이 실행되는 행 수를 결정하는 프로파일 작업 전용 샘플 구성입니다. JobSample 값이 제
공되지 않으면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기본값은 mode 파라미터의 경우 CUSTOM_ROWS이고 size 파라
미터의 경우 20,00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obSample (p. 20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Subscription
작업에 대한 Amazon CloudWatch 로깅의 현재 상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 | ENA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Capacity
작업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노드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Retries
작업 실행이 실패한 후 이 작업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최대 횟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작업의 고유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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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24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utputLocation
작업에서 출력을 기록하는 Amazon S3 또는 AWS Glue Data Catalog의 위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utputLocation (p. 2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s
작업 실행의 출력을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아티팩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utput (p. 209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fileConfiguratio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ProfileConfiguration (p. 209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jectName
작업이 연결된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ipe
작업이 실행되는 일련의 데이터 변환 단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cipe (p. 209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이 작업에서 수임할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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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0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작업에 적용된 메타데이터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imeout
작업 제한 시간(분)입니다. 이 제한 시간보다 오래 실행되는 작업은 TIMEOUT 상태로 종료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작업의 작업 유형이며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PROFILE -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여 크기, 데이터 유형, 데이터 분포 등을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 RECIPE - 데이터 세트에 하나 이상의 변환을 적용하는 작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PROFILE | RECIP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 "Ref": "myJob" }
AWS Glue DataBrew 작업의 이름이 myJob인 경우 Ref는 작업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제
작업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새 DataBrew 프로파일 작업을 생성합니다.

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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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TestDataBrewJob:
Type: AWS::DataBrew::Job
Properties:
Type: PROFILE
Name: job-name
DatasetName: dataset-name
RoleArn: arn:aws:iam::12345678910:role/PassRoleAdmin
JobSample:
Mode: 'CUSTOM_ROWS'
Size: 50000
OutputLocation:
Bucket: !Join [ '', ['databrew-cfn-integration-tests-', !Ref 'AWS::Region', '-', !
Ref 'AWS::AccountId' ] ]
Tags: [{Key: key00AtCreate, Value: value001AtCreate}]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This CloudFormation template creates a DataBrew Profile Job",
"Resources": {
"MyDataBrewProfileJob": {
"Type": "AWS::DataBrew::Job",
"Properties": {
"Type": "PROFILE",
"Name": "job-test",
"DatasetName": "dataset-test",
"RoleArn": "arn:aws:iam::1234567891011:role/PassRoleAdmin",
"JobSample": {
"Mode": "FULL_DATASET"
},
"OutputLocation": {
"Bucket": "test-output",
"Key": "job-output.json"
},
"Tags": [
{
"Key": "key00AtCreate",
"Value": "value001AtCreate"
}
]
}
}
}

AWS::DataBrew::Job ColumnSelector
프로파일 작업 구성에 사용할 데이터 집합의 열 선택기 하나의 선택기에는 열 이름 또는 정규 표현식이 포함
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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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 String,
"Regex" : String

YAML
Name: String
Regex: String

Properties
Name
데이터 집합의 열 이름.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ex
데이터 집합에서 열을 선택하기 위한 정규 표현식.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Job ColumnStatisticsConfiguration
프로파일 작업에 대한 열 평가를 위한 구성 ColumnStatisticsConfiguration을 사용하여 평가를 선택하고 특정
열에 대한 평가 파라미터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lectors" : [ ColumnSelector (p. 2087), ... ],
"Statistics" : StatisticsConfiguration (p. 2101)

YAML
Selectors:
- ColumnSelector (p. 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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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StatisticsConfiguration (p. 2101)

Properties
Selectors
열 선택기 목록. 선택기는 데이터 집합에서 열을 선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기가 정의되지 않
은 경우 지원되는 모든 열에 구성이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ColumnSelector (p. 208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istics
평가를 위한 구성입니다. 통계를 사용하여 평가를 선택하고 평가 파라미터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StatisticsConfiguration (p. 21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Job CsvOutputOptions
DataBrew가 쉼표로 구분된 값(CSV) 파일을 쓰는 방법을 정의하는 옵션 세트를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limiter" : String

YAML
Delimiter: String

Properties
Delimiter
CSV 작업 출력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구분 기호를 지정하는 단일 문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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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DataBrew::Job DatabaseOutput
작성하려는 DataBrew 레시피 작업의 출력 대상을 정의하는 JDBC 데이터베이스 출력 객체를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baseOptions" : DatabaseTableOutputOptions (p. 2091),
"DatabaseOutputMode" : String,
"GlueConnectionName" : String

YAML
DatabaseOptions:
DatabaseTableOutputOptions (p. 2091)
DatabaseOutputMode: String
GlueConnectionName: String

Properties
DatabaseOptions
DataBrew가 레시피 작업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출력을 쓰는 방법과 위치를 지정하는 옵션을 나
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DatabaseTableOutputOptions (p. 20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OutputMode
데이터베이스에 작성할 출력 모드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옵션: NEW_T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EW_TA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lueConnectionName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 정보를 저장하는 AWS Glue 연결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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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DataBrew::Job DatabaseTableOutputOptions
DataBrew가 레시피 작업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출력을 쓰는 방법과 위치를 지정하는 옵션을 나타냅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ableName" : String,
"TempDirectory" : S3Location (p. 2099)

YAML
TableName: String
TempDirectory:
S3Location (p. 2099)

Properties
TableName
DataBrew가 데이터베이스에 생성할 테이블 이름의 접두사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Directory
DataBrew가 중간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Amazon S3 위치(버킷 이름 및 객체 키)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Location (p. 20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Job DataCatalogOutput
AWS Glue Data Catalog DataBrew가 레시피 작업에 의해 생성된 출력을 쓰는 방법과 위치를 지정하는 옵션
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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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alogId" : String,
"DatabaseName" : String,
"DatabaseOptions" : DatabaseTableOutputOptions (p. 2091),
"Overwrite" : Boolean,
"S3Options" : S3TableOutputOptions (p. 2099),
"TableName" : String

YAML
CatalogId: String
DatabaseName: String
DatabaseOptions:
DatabaseTableOutputOptions (p. 2091)
Overwrite: Boolean
S3Options:
S3TableOutputOptions (p. 2099)
TableName: String

Properties
CatalogId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보유하는 AWS 계정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Name
데이터 카탈로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Options
DataBrew가 레시피 작업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출력을 쓰는 방법과 위치를 지정하는 옵션을 나
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baseTableOutputOptions (p. 20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verwrite
true인 경우 출력에 대해 지정된 위치의 모든 데이터를 새 출력으로 덮어쓰는 것을 의미하는 값입니다.
DatabaseOptions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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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Options
DataBrew가 레시피 작업에 의해 생성된 Amazon S3 출력을 작성하는 방법과 위치를 지정하는 옵션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TableOutputOptions (p. 20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Name
데이터 카탈로그에 있는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Job JobSample
프로파일 작업이 실행되는 행 수를 결정하는 프로파일 작업 전용 샘플 구성입니다. JobSample 값이 제공되
지 않으면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기본값은 mode 파라미터의 경우 CUSTOM_ROWS이고 size 파라미터의 경
우 20,000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ode" : String,
"Size" : Integer

YAML
Mode: String
Size: Integer

Properties
Mode
프로필 작업이 전체 데이터 세트에서 실행되는지 또는 지정된 수의 행에서 실행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이 값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FULL_DATASET - 프로파일 작업이 전체 데이터 세트에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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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OM_ROWS - 프로파일 작업이 Size 파라미터에 지정된 행 수에 대해 실행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USTOM_ROWS | FULL_DATASE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ze
Size 파라미터는 모드가 CUSTOM_ROWS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프로파일 작업이 지정된 수의 행에
서 실행됩니다. 크기의 최대 값이 Long.MAX_VALUE입니다.
Long.MAX_VALUE = 9223372036854775807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Job Output
Amazon S3 DataBrew가 레시피 작업 또는 프로필 작업에 의해 생성된 출력을 쓰는 방법과 위치를 지정하는
옵션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pressionFormat" : String,
"Format" : String,
"FormatOptions" : OutputFormatOptions (p. 2095),
"Location" : S3Location (p. 2099),
"Overwrite" : Boolean,
"PartitionColumns" : [ String, ... ]

YAML
CompressionFormat: String
Format: String
FormatOptions:
OutputFormatOptions (p. 2095)
Location:
S3Location (p. 2099)
Overwrite: Boolean
PartitionColumns:
- String

Properties
CompressionFormat
작업의 출력 텍스트를 압축하는 데 사용되는 압축 알고리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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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ROTLI | BZIP2 | DEFLATE | GZIP | LZ4 | LZO | SNAPPY | ZLIB | ZST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rmat
작업 출력의 데이터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VRO | CSV | GLUEPARQUET | JSON | ORC | PARQUET | TABLEAUHYPER | XM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rmatOptions
DatabRew가 작업 출력 파일의 형식을 지정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옵션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utputFormatOptions (p. 20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cation
작업에서 출력을 기록하는 Amazon S3의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S3Location (p. 20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verwrite
true인 경우 출력에 대해 지정된 위치의 모든 데이터를 새 출력으로 덮어쓰는 것을 의미하는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titionColumns
작업 출력에 대한 하나 이상의 파티션 열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Job OutputFormatOptions
쉼표로 구분된 값(CSV) 작업 출력의 구조를 정의하는 옵션 세트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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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sv" : CsvOutputOptions (p. 2089)

YAML
Csv:
CsvOutputOptions (p. 2089)

Properties
Csv
쉼표로 구분된 값(CSV) 작업 출력의 구조를 정의하는 옵션 세트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svOutputOptions (p. 208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Job OutputLocation
작업에서 출력을 기록하는 Amazon S3의 위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 : String,
"Key" : String

YAML
Bucket: String
Key: String

Properties
Bucket
Amazon S3 버킷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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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버킷에 있는 객체의 고유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Job ParameterMap
ParameterMap 속성 유형은 AWS::DataBrew::Job (p. 2082)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를
지정합니다.

AWS::DataBrew::Job ProfileConfiguration
프로파일 작업에 대한 구성. 구성을 사용하여 열을 선택하고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의 기본 파라미터를 재정
의할 수 있습니다. 구성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 프로파일 작업은 지원되는 모든 열에 기본 설정을 적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lumnStatisticsConfigurations" : [ ColumnStatisticsConfiguration (p. 2088), ... ],
"DatasetStatisticsConfiguration" : StatisticsConfiguration (p. 2101),
"ProfileColumns" : [ ColumnSelector (p. 2087), ... ]

YAML
ColumnStatisticsConfigurations:
- ColumnStatisticsConfiguration (p. 2088)
DatasetStatisticsConfiguration:
StatisticsConfiguration (p. 2101)
ProfileColumns:
- ColumnSelector (p. 2087)

Properties
ColumnStatisticsConfigurations
열 평가를 위한 구성 목록입니다. ColumnStatisticsConfigurations는 평가를 선택하고 특정 열에 대한 평
가 파라미터를 재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ColumnStatisticsConfigurations가 정의되지 않은 경우 프로
파일 작업은 지원되는 모든 열을 프로파일링하고 지원되는 모든 평가를 실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lumnStatisticsConfiguration (p. 208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setStatisticsConfiguration
열 간 평가를 위한 구성. 구성을 사용하여 평가를 선택하고 평가 파라미터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성
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 프로파일 작업은 지원되는 모든 열 간 평가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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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StatisticsConfiguration (p. 21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fileColumns
열 선택기 목록. ProfileColumns는 데이터 집합에서 열을 선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ofileColumns가 정의되지 않은 경우 프로파일 작업은 지원되는 모든 열을 프로파일링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ColumnSelector (p. 208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Job Recipe
DataBrew 데이터 세트에서 수행할 하나 이상의 작업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ersion" : String

YAML
Name: String
Version: String

Properties
Name
레시피의 고유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레시피 버전에 대한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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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Job S3Location
DataBrew가 입력 데이터를 읽거나 작업에서 출력을 쓸 수 있는 Amazon S3 위치(버킷 이름 및 객체 키)를 나
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 : String,
"Key" : String

YAML
Bucket: String
Key: String

Properties
Bucket
Amazon S3 버킷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
버킷에 있는 객체의 고유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Job S3TableOutputOptions
DataBrew가 레시피 작업에 의해 생성된 Amazon S3 출력을 작성하는 방법과 위치를 지정하는 옵션을 나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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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ocation" : S3Location (p. 2099)

YAML
Location:
S3Location (p. 2099)

Properties
Location
DataBrew가 작업에서 출력을 쓸 수 있는 Amazon S3 위치(버킷 이름 및 객체 키)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S3Location (p. 20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Job StatisticOverride
프로파일 작업에 대한 특정 평가 재정의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rameters" : ParameterMap (p. 2097),
"Statistic" : String

YAML
Parameters:
ParameterMap (p. 2097)
Statistic: String

Properties
Parameters
평가 파라미터의 재지정을 포함하는 맵.
Required: 예
Type: ParameterMap (p. 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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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istic
평가의 이름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Job StatisticsConfiguration
프로파일 작업에 대한 평가 구성. 이 구성은 평가를 선택하고 선택한 평가의 파라미터를 재정의하는 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cludedStatistics" : [ String, ... ],
"Overrides" : [ StatisticOverride (p. 2100), ... ]

YAML
IncludedStatistics:
- String
Overrides:
- StatisticOverride (p. 2100)

Properties
IncludedStatistics
포함된 평가 목록. 목록이 정의되지 않으면 지원되는 모든 평가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verrides
평가에 대한 재정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atisticOverride (p. 210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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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DataBrew::Project
새 AWS Glue DataBrew 프로젝트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ataBrew::Project",
"Properties" : {
"DatasetName" : String,
"Name" : String,
"RecipeName" : String,
"RoleArn" : String,
"Sample" : Sample (p. 2104),
"Tags" : [ Tag, ... ]
}

YAML
Type: AWS::DataBrew::Project
Properties:
DatasetName: String
Name: String
RecipeName: String
RoleArn: String
Sample:
Sample (p. 2104)
Tags:
- Tag

Properties
DatasetName
프로젝트가 작업을 수행할 데이터 세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프로젝트의 고유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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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5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cipeName
프로젝트 세션 중에 개발할 레시피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이 프로젝트에서 수임할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mple
데이터에 적용할 샘플 크기 및 샘플링 유형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데이터 세트의 처음
500개 행으로 샘플이 구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ample (p. 210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프로젝트에 적용된 메타데이터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 "Ref": "myProject" }
AWS Glue DataBrew 프로젝트 이름이 myProject인 경우 Ref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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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새 DataBrew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YAML
Resources:
TestDataBrewProject:
Type: AWS::DataBrew::Project
Properties:
Name: project-name
RecipeName: recipe-name
DatasetName: dataset-name
RoleArn: arn:aws:iam::12345678910:role/PassRoleAdmin
Sample:
Size: 500
Type: LAST_N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This CloudFormation template creates a DataBrew Project",
"Resources": {
"MyDataBrewProject": {
"Type": "AWS::DataBrew::Project",
"Properties": {
"Name": "test-project",
"RecipeName": "test-project-recipe",
"DatasetName": "test-dataset",
"RoleArn": "arn:aws:iam::1234567891011:role/PassRoleAdmin",
"Sample": {
"Size": 500,
"Type": "LAST_N"
},
"Tags": [
{
"Key": "key00AtCreate",
"Value": "value001AtCreate"
}
]
}
}
}

AWS::DataBrew::Project Sample
대화형 데이터 분석에 사용할 DataBrew의 샘플 크기 및 샘플링 유형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Size"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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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String

YAML
Size: Integer
Type: String

Properties
Size
샘플의 행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5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DataBrew가 데이터 세트에서 행을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IRST_N | LAST_N | RANDOM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Recipe
새 AWS Glue DataBrew 변환 레시피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ataBrew::Recipe",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Steps" : [ RecipeStep (p. 2129),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DataBrew::Rec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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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Steps:
- RecipeStep (p. 2129)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레시피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레시피의 고유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eps
레시피에 정의되는 단계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RecipeStep (p. 212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레시피에 적용된 메타데이터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 "Ref": "myReci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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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lue DataBrew 레시피 이름이 myRecipe인 경우 Ref는 레시피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제
레시피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새 DataBrew 레시피를 생성합니다.

YAML
Resources:
TestDataBrewRecipe:
Type: AWS::DataBrew::Recipe
Properties:
Name: recipe-name
Description: This is the recipe description.
Steps:
- Action:
Operation: EXTRACT_PATTERN
Parameters:
SourceColumn: Consulate
Pattern: A
TargetColumn: extract_pattern
ConditionExpressions:
- Condition : LESS_THAN_EQUAL
Value: 5
TargetColumn: Target
Tags: [{Key: key00AtCreate, Value: value001AtCreate}]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This CloudFormation template creates a DataBrew Recipe",
"Resources": {
"MyDataBrewRecipe": {
"Type": "AWS::DataBrew::Recipe",
"Properties": {
"Name": "na-recipe-cf-test",
"Description": "This is the recipe description.",
"Steps":[
{
"Action":{
"Operation":"EXTRACT_PATTERN",
"Parameters":{
"SourceColumn": "Consulate",
"Pattern": "A",
"TargetColumn": "extract_pattern"
}
},
"ConditionExpressions":[
{
"Condition": "LESS_THAN",
"ConditionValue": "2",
"TargetColumn": "target"
},
{
"Condition": "GREATER_THAN",
"Valu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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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argetColumn": "target"

],
"Tags": [
{

}

}

}

}

]

}

"Key": "key00AtCreate",
"Value": "value001AtCreate"

AWS::DataBrew::Recipe Action
AWS Glue DataBrew 데이터 집합에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데 사용되는 변환 및 관련 매개 변수를 나타냅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peration" : String,
"Parameters" : ParameterMap (p. 2111)

YAML
Operation: String
Parameters:
ParameterMap (p. 2111)

Properties
Operation
데이터에 수행할 유효한 DataBrew 변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변환에 대한 문맥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arameterMap (p. 21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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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DataBrew::Recipe ConditionExpression
true 또는 false로 평가되는 개별 조건을 나타냅니다.
조건은 레시피 작업과 함께 사용됩니다. 작업은 조건이 true로 평가되는 열 값에 대해서만 수행됩니다.
레시피에 둘 이상의 조건이 필요한 경우 레시피는 여러 ConditionExpression 요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각 조건은 레시피 작업이 수행되기 전에 먼저 데이터 세트의 행에 적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dition" : String,
"TargetColumn" : String,
"Value" : String

YAML
Condition: String
TargetColumn: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Condition
레시피 작업에 적용할 특정 조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Glue DataBrew 개발자 안내서에서 레시피
구조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Column
이 조건을 적용할 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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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조건이 성공하기 위해 조건이 평가되어야 하는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Recipe DataCatalogInputDefinition
AWS Glue Data Catalog에 저장된 메타데이터가 DataBrew 데이터 집합에 정의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talogId" : String,
"DatabaseName" : String,
"TableName" : String,
"TempDirectory" : S3Location (p. 2130)

YAML
CatalogId: String
DatabaseName: String
TableName: String
TempDirectory:
S3Location (p. 2130)

Properties
CatalogId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보유하는 AWS 계정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Name
데이터 카탈로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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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Name
데이터 카탈로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이 테이블은 DataBrew 데이터 세트와 일
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Directory
DataBrew가 중간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Amazon 위치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Location (p. 21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Recipe ParameterMap
레시피 변환에 대한 상황별 파라미터입니다.

AWS::DataBrew::Recipe RecipeParameters
다양한 레시피 작업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되는 파라미터입니다. 해당 파라미터는 사용되는 컨텍스트에 따라
특정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ggregateFunction" : String,
"Base" : String,
"CaseStatement" : String,
"CategoryMap" : String,
"CharsToRemove" : String,
"CollapseConsecutiveWhitespace" : String,
"ColumnDataType" : String,
"ColumnRange" : String,
"Count" : String,
"CustomCharacters" : String,
"CustomStopWords" : String,
"CustomValue" : String,
"DatasetsColumns" : String,
"DateAddValue" : String,
"DateTimeFormat"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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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TimeParameters" : String,
"DeleteOtherRows" : String,
"Delimiter" : String,
"EndPattern" : String,
"EndPosition" : String,
"EndValue" : String,
"ExpandContractions" : String,
"Exponent" : String,
"FalseString" : String,
"GroupByAggFunctionOptions" : String,
"GroupByColumns" : String,
"HiddenColumns" : String,
"IgnoreCase" : String,
"IncludeInSplit" : String,
"Input" : Json,
"Interval" : String,
"IsText" : String,
"JoinKeys" : String,
"JoinType" : String,
"LeftColumns" : String,
"Limit" : String,
"LowerBound" : String,
"MapType" : String,
"ModeType" : String,
"MultiLine" : Boolean,
"NumRows" : String,
"NumRowsAfter" : String,
"NumRowsBefore" : String,
"OrderByColumn" : String,
"OrderByColumns" : String,
"Other" : String,
"Pattern" : String,
"PatternOption1" : String,
"PatternOption2" : String,
"PatternOptions" : String,
"Period" : String,
"Position" : String,
"RemoveAllPunctuation" : String,
"RemoveAllQuotes" : String,
"RemoveAllWhitespace" : String,
"RemoveCustomCharacters" : String,
"RemoveCustomValue" : String,
"RemoveLeadingAndTrailingPunctuation" : String,
"RemoveLeadingAndTrailingQuotes" : String,
"RemoveLeadingAndTrailingWhitespace" : String,
"RemoveLetters" : String,
"RemoveNumbers" : String,
"RemoveSourceColumn" : String,
"RemoveSpecialCharacters" : String,
"RightColumns" : String,
"SampleSize" : String,
"SampleType" : String,
"SecondaryInputs" : [ SecondaryInput (p. 2131), ... ],
"SecondInput" : String,
"SheetIndexes" : [ Integer, ... ],
"SheetNames" : [ String, ... ],
"SourceColumn" : String,
"SourceColumn1" : String,
"SourceColumn2" : String,
"SourceColumns" : String,
"StartColumnIndex" : String,
"StartPattern" : String,
"StartPosition" : String,
"StartValue" : String,
"StemmingMode" : String,
"StepCount"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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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Index" : String,
"StopWordsMode" : String,
"Strategy" : String,
"TargetColumn" : String,
"TargetColumnNames" : String,
"TargetDateFormat" : String,
"TargetIndex" : String,
"TimeZone" : String,
"TokenizerPattern" : String,
"TrueString" : String,
"UdfLang" : String,
"Units" : String,
"UnpivotColumn" : String,
"UpperBound" : String,
"UseNewDataFrame" : String,
"Value" : String,
"Value1" : String,
"Value2" : String,
"ValueColumn" : String,
"ViewFrame" : String

YAML
AggregateFunction: String
Base: String
CaseStatement: String
CategoryMap: String
CharsToRemove: String
CollapseConsecutiveWhitespace: String
ColumnDataType: String
ColumnRange: String
Count: String
CustomCharacters: String
CustomStopWords: String
CustomValue: String
DatasetsColumns: String
DateAddValue: String
DateTimeFormat: String
DateTimeParameters: String
DeleteOtherRows: String
Delimiter: String
EndPattern: String
EndPosition: String
EndValue: String
ExpandContractions: String
Exponent: String
FalseString:
String
GroupByAggFunctionOptions: String
GroupByColumns: String
HiddenColumns: String
IgnoreCase: String
IncludeInSplit: String
Input: Json
Interval: String
IsText: String
JoinKeys: String
JoinType: String
LeftColumns: String
Limit: String
LowerBound: String
MapType: String
ModeType: String

API 버전 2010-05-15
211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DataBrew
MultiLine: Boolean
NumRows: String
NumRowsAfter: String
NumRowsBefore: String
OrderByColumn: String
OrderByColumns: String
Other: String
Pattern: String
PatternOption1: String
PatternOption2: String
PatternOptions: String
Period: String
Position: String
RemoveAllPunctuation: String
RemoveAllQuotes: String
RemoveAllWhitespace: String
RemoveCustomCharacters: String
RemoveCustomValue: String
RemoveLeadingAndTrailingPunctuation: String
RemoveLeadingAndTrailingQuotes: String
RemoveLeadingAndTrailingWhitespace: String
RemoveLetters: String
RemoveNumbers: String
RemoveSourceColumn: String
RemoveSpecialCharacters: String
RightColumns: String
SampleSize: String
SampleType: String
SecondaryInputs:
- SecondaryInput (p. 2131)
SecondInput: String
SheetIndexes:
- Integer
SheetNames:
- String
SourceColumn: String
SourceColumn1: String
SourceColumn2: String
SourceColumns: String
StartColumnIndex: String
StartPattern: String
StartPosition: String
StartValue: String
StemmingMode: String
StepCount: String
StepIndex: String
StopWordsMode: String
Strategy: String
TargetColumn: String
TargetColumnNames: String
TargetDateFormat: String
TargetIndex: String
TimeZone: String
TokenizerPattern: String
TrueString:
String
UdfLang: String
Units: String
UnpivotColumn: String
UpperBound: String
UseNewDataFrame: String
Value: String
Value1: String
Value2: String
ValueColum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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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Frame: String

Properties
AggregateFunction
적용할 집계 함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ase
카운팅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자릿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seStatement
레시피와 관련된 사례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tegoryMap
일회성 인코딩에 사용되는 범주 맵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harsToRemove
일회성 인코딩 또는 토큰화 적용 단계에서 제거될 문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llapseConsecutiveWhitespace
비 문자 비 문장 부호인 문자를 모두 제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lumnDataType
열의 데이터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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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lumnRange
단계가 적용되는 열 범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unt
문자열을 반복해야 하는 횟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Characters
컨텍스트에 따라 대체 또는 제거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문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StopWords
단어 토큰화를 적용하는 단계에서 무시할 단어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Value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값을 제공해야 하는 단계에서 사용할 사용자 지정 값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setsColumns
프로젝트에 포함된 데이터 세트 열 리스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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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AddValue
날짜 수학 연산에 대해 더하거나 뺄 시간 단위를 지정하는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eTimeFormat
날짜에 적용할 날짜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eTimeParameters
날짜/시간과 연관된 파라미터 집합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leteOtherRows
범주형 매핑의 매핑되지 않은 행을 삭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limiter
텍스트 파일에서 구분된 값을 구문 분석할 때 사용할 구분 기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Pattern
찾을 끝 패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Position
찾을 끝 위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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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Value
찾을 끝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pandContractions
단어 수축 및 확장 목록입니다. 예: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ponent
지수 연산에 적용할 지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alseString
FALSE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roupByAggFunctionOptions
집계에 사용된 GROUP BY에 적용될 옵션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roupByColumns
GROUP BY 절에서 사용될 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iddenColumns
숨길 열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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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gnoreCase
소문자와 대문자가 동일하게 취급됨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InSplit
이 열이 분할 변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
로드할 데이터 집합이 있는 입력 위치(Amazon S3 또는 AWS Glue Data Catalog)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rval
분할될 문자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sText
내용이 텍스트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oinKeys
결합에 관련된 키 또는 열.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oinType
사용할 결합 유형 (예: INNER JOIN, OUTER JOIN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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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eftColumns
결합의 왼쪽에 있는 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mit
문자열 내 split 또는 replaceBy를 수행할 횟수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werBound
값의 아래쪽 경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pType
새 동적 프레임을 구성하는 데 적용할 매핑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deType
모드 값이 둘 이상인 경우 모드 값이 계산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유효한 값: NONE | AVERAGE |
MINIMUM | MAXIMUM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ultiLine
JSON 입력에 포함된 새 행 문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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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Rows
창에서 고려할 행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RowsAfter
창의 현재 행 뒤에 고려할 행 수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RowsBefore
창의 현재 행 앞에 고려할 행 수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derByColumn
결과를 정렬할 기준 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derByColumns
결과를 정렬할 기준 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ther
범주형 매핑에서 매핑되지 않은 셀에 할당할 값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tern
찾을 패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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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ternOption1
사이를 분할할 시작 패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ternOption2
사이를 분할할 종료 패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ternOptions
여러 구분 기호로 분할하는 경우: 형식의 패턴을 나열하는 JSON 인코딩 문자열입니다. 예:
[{\"pattern\":\"1\",\"includeInSplit\":tru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iod
롤링 창의 크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sition
문자열 내의 문자 인덱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moveAllPunctuation
true이면 다음 . .! ., .? 문자를 모두 제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moveAllQuotes
true이면 모든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제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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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moveAllWhitespace
true이면 값에서 모든 공백을 제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moveCustomCharacters
true이면 CustomCharacters가 지정한 모든 문자를 제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moveCustomValue
true이면 CustomValue가 지정한 모든 문자를 제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moveLeadingAndTrailingPunctuation
true이면 값의 시작 또는 끝에서 다음 . ! , ? 문자가 발생할 경우 제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moveLeadingAndTrailingQuotes
true라면 값의 시작과 끝에서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제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moveLeadingAndTrailingWhitespace
true이면 값의 시작과 끝에서 모든 공백을 제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moveLetters
true이면 모든 대문자 및 소문자 알파벳 문자(A~Z, a~z)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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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moveNumbers
true이면 모든 숫자 문자(0~9)를 제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moveSourceColumn
true이면 해당 열을 중첩하지 않은 다음 소스 열이 제거됩니다. (맵, 구조체 또는 배열과 같은 중첩 열
유형과 함께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moveSpecialCharacters
true이면 다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_ ` { | } ~
문자를 모두 제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ightColumns
결합의 오른쪽에 있는 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mpleSize
샘플의 행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mpleType
데이터 세트에 적용될 샘플링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 FIRST_N | LAST_N | RANDOM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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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Inputs
UNION 변환의 보조 입력의 목록
Required: 아니요
Type: SecondaryInput (p. 213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ondInput
결합에 사용된 두 번째 데이터 세트를 나타내는 개체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eetIndexes
데이터 세트에 포함될 Excel 파일에 있는 하나 이상의 시트 번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eetNames
Excel 파일에 명명된 시트 (데이터 세트에 포함될) 가 하나 이상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Column
작업, 단계 또는 변환에 필요한 소스 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Column1
작업, 단계 또는 변환에 필요한 소스 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Column2
작업, 단계 또는 변환에 필요한 소스 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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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Columns
작업, 단계 또는 변환에 필요한 소스 열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rtColumnIndex
작업, 단계 또는 변환에 사용되는 첫 번째 열의 인덱스 번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rtPattern
찾을 시작 패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rtPosition
찾을 시작 위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rtValue
찾을 시작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emmingMode
이 작업에서 단어 토큰화에 줄기와 표제어(기본 단어) 를 사용함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epCount
이 레시피의 총 변환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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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epIndex
단계의 인덱스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opWordsMode
이 작업에서 단어 토큰화의 일부로 중지 단어를 사용함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ategy
해결 전략은 모호성 해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Column
이 작업의 대상이 되는 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ColumnNames
해당 이름은 이 작업으로 변경될 열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DateFormat
변환될 날짜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Index
이 작업의 대상이 되는 개체의 인덱스 번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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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Zone
날짜에 사용될 현재 시간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kenizerPattern
단어 또는 토큰이라고 하는 용어로, 텍스트를 분할할 때 사용될 정규식 수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ueString
TRUE를 나타내는 데 사용할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dfLang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its
시간 단위를 지정합니다. 예: MINUTES. SECONDS, HOURS 등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pivotColumn
열을 행으로 캐스팅하여 각 값이 단일 열에서 서로 다른 행이 되도록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pperBound
값의 위쪽 경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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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NewDataFrame
데이터 세트를 보관할 새 컨테이너를 만듭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비교, 대체 또는 다른 컨텍스트별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적 값입니다. Value는 사용되는 레시피 작
업에 따라 숫자, 문자열 또는 기타 데이터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1
이 작업에서 사용되는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2
이 작업에서 사용되는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Column
이 작업에서 사용되는 값으로 제공되는 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ewFrame
현재 볼 수 있는 행의 하위 집합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Recipe RecipeStep
DataBrew 레시피에서 수행할 단일 단계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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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 : Action (p. 2108),
"ConditionExpressions" : [ ConditionExpression (p. 2109), ... ]

YAML
Action:
Action (p. 2108)
ConditionExpressions:
- ConditionExpression (p. 2109)

Properties
Action
레시피 단계에서 수행할 특정 작업입니다.
Required: 예
Type: Action (p. 210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ditionExpressions
레시피 단계가 성공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하나 이상의 조건입니다.

Note
배열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논리 AND 연산을 사용하여 모든 조건을 결합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ditionExpression (p. 210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Recipe S3Location
DataBrew가 입력 데이터를 읽거나 작업에서 출력을 쓸 수 있는 Amazon S3 위치(버킷 이름 및 객체 키)를 나
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Bucket" : String,
"Key"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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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Bucket: String
Key: String

Properties
Bucket
Amazon S3 버킷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
버킷에 있는 객체의 고유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Recipe SecondaryInput
UNION 변환의 보조 입력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CatalogInputDefinition" : DataCatalogInputDefinition (p. 2110),
"S3InputDefinition" : S3Location (p. 2130)

YAML
DataCatalogInputDefinition:
DataCatalogInputDefinition (p. 2110)
S3InputDefinition:
S3Location (p. 2130)

API 버전 2010-05-15
213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DataBrew

Properties
DataCatalogInputDefinition
데이터에 대한 AWS Glue Data Catalog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CatalogInputDefinition (p. 21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InputDefinition
데이터가 저장되는 Amazon S3 위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Location (p. 21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Brew::Schedule
하나 이상의 AWS Glue DataBrew 작업에 대한 새 일정을 지정합니다. 작업은 특정 날짜 및 시간에 또는 정기
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ataBrew::Schedule",
"Properties" : {
"CronExpression" : String,
"JobNames" : [ String, ... ],
"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DataBrew::Schedule
Properties:
CronExpression: String
JobNames:
- String
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CronExpression
작업을 실행할 날짜 및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Glue DataBrew 개발자 안내서에서 Cron 표현
식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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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obNames
일정에 따라 실행할 작업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일정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일정에 적용된 메타데이터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 "Ref": "mySchedule" }
AWS Glue DataBrew 일정의 이름이 mySchedule인 경우 Ref는 일정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제
일정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새 DataBrew 일정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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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Resources:
TestDataBrewSchedule:
Type: AWS::DataBrew::Schedule
Properties:
JobNames: ["job-name"]
Name: schedule-name
CronExpression: "cron(0 0/1 ? * * *)"
Tags: [{Key: key00AtCreate, Value: value001AtCreate}]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This CloudFormation template creates a DataBrew Schedule",
"Resources": {
"MyDataBrewSchedule": {
"Type": "AWS::DataBrew::Schedule",
"Properties": {
"JobNames": ["job-test"],
"Name": "cf-test-schedule1",
"CronExpression": "cron(0 0/1 ? * * *)"
},
"Tags": [
{
"Key": "key00AtCreate",
"Value": "value001AtCreate"
}
]
}
}

Amazon Data Lifecycle Manage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DLM::LifecyclePolicy (p. 2134)

AWS::DLM::LifecyclePolicy
Amazon EBS 리소스에 대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되는 수명 주기 정책을 지정합니다.
수명 주기 정책의 추가 시 속성이 필요하며, 수명 주기 정책 업데이트 시 속성은 선택 사항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DLM::LifecyclePolicy",
"Proper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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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 String,
"ExecutionRoleArn" : String,
"PolicyDetails" : PolicyDetails (p. 2150),
"State" : String,
"Tags" : [ Tag, ... ]

YAML
Type: AWS::DLM::LifecyclePolicy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ExecutionRoleArn: String
PolicyDetails:
PolicyDetails (p. 2150)
Stat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수명 주기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0-9A-Za-z _-]+$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500
Pattern: [0-9A-Za-z 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ecutionRoleArn
수명 주기 정책에 지정된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048
Pattern: arn:aws(-[a-z]{1,3}){0,2}:iam::\d+:ro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yDetails
수명 주기 정책의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PolicyDetails (p. 21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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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수명 주기 정책의 활성화 상태.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 ERROR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생성 중에 수명 주기 정책에 적용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수명 주기 정책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수명 주기 정책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제
수명 주기 정책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교차 리전 복사 규칙을 사용하여 기본 스냅샷 수명 주기 정책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JSON
{

"Description": "Basic LifecyclePolicy",
"Resources": {
"BasicLifecyclePolicy": {
"Type": "AWS::DLM::LifecyclePolicy",
"Properties": {
"Description": "Lifecycle Policy using CloudFormation",
"State": "ENABLED",
"Execution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service-role/
AWSDataLifecycleManagerDefaultRole",
"PolicyDetai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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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ResourceTypes": [
"VOLUME"
],
"TargetTags": [{
"Key": "costcenter",
"Value": "115"
}],
"Schedules": [{
"Name": "Daily Snapshots",
"TagsToAdd": [{
"Key": "type",
"Value": "DailySnapshot"
}],
"CreateRule": {
"Interval": 12,
"IntervalUnit": "HOURS",
"Times": [
"13:00"
]
},
"RetainRule": {
"Count": 1
},
"CopyTags": true,
"CrossRegionCopyRules": [{
"Encrypted": false,
"Target": "us-east-1"
}]
}]

참고 항목
• Amazon Data Lifecycle Manager API 참조의 CreateLifecyclePolicy
•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 스냅샷 수명 주기 자동화.

AWS::DLM::LifecyclePolicy 작업
이벤트 기반 정책에 대한 작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rossRegionCopy" : [ CrossRegionCopyAction (p. 2140), ... ],
"Name" : String

YAML
CrossRegionCopy:
- CrossRegionCopyAction (p.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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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String

Properties
CrossRegionCopy
리전 간에 공유 스냅샷을 복사하는 규칙입니다.
Required: 예
Type: CrossRegionCopyAction (p. 2140) 목록
Maximum: 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작업을 나타내는 서술형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20
Pattern: [0-9A-Za-z 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LM::LifecyclePolicy CreateRule
EBS 볼륨의 스냅샷을 언제 생성할지를 지정합니다.
Cron 식 또는 간격, 간격 단위 및 시작 시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둘 다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ronExpression" : String,
"Interval" : Integer,
"IntervalUnit" : String,
"Location" : String,
"Times" : [ String, ... ]

YAML
CronExpression: String
Interval: Integer
IntervalUnit: String
Location: String
Time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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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ronExpression
Cron 식으로서 일정입니다. 일정 간격은 1시간에서 1년 사이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의 Cron 식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7
Maximum: 106
Pattern: cron\([^\n]{11,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rval
스냅샷 간의 간격입니다. 지원되는 값은 1, 2, 3, 4, 6, 8, 12, 24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rvalUnit
간격 단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HOUR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cation
정책에 의해 생성된 스냅샷의 대상을 지정합니다. 소스 리소스와 동일한 리전에 스냅샷을 생성하려면
CLOUD를 지정합니다. 소스 리소스와 동일한 Outpost에 스냅샷을 생성하려면 OUTPOST_LOCAL을 지정
합니다. 이 파라미터를 생략하면 CLOUD가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정책의 대상이 AWS 리전의 리소스인 경우 소스 리소스와 동일한 리전에 스냅샷을 생성해야 합니다.
정책의 대상이 Outpost의 리소스인 경우 소스 리소스와 동일한 Outpost 또는 해당 Outpost의 리전에 스
냅샷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LOUD | OUTPOST_LOCA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s
작업을 시작하는 시간(UTC 기준)입니다. 지원되는 형식은 hh:mm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213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Data Lifecycle Manager

지정된 시간부터 1시간 내에 수행되는 작업입니다. 시간을 지정하지 않으면 Amazon DLM에서 다음 24
시간 내의 시간을 선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LM::LifecyclePolicy CrossRegionCopyAction
리전 간에 공유 스냅샷을 복사하기 위한 규칙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cryptionConfiguration" : EncryptionConfiguration (p. 2145),
"RetainRule" : CrossRegionCopyRetainRule (p. 2141),
"Target" : String

YAML
EncryptionConfiguration:
EncryptionConfiguration (p. 2145)
RetainRule:
CrossRegionCopyRetainRule (p. 2141)
Target: String

Properties
EncryptionConfiguration
복사된 스냅샷에 대한 암호화 설정입니다.
Required: 예
Type: EncryptionConfiguration (p. 214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ainRule
교차 리전 스냅샷 복사본의 보존 규칙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rossRegionCopyRetainRule (p. 214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
대상 리전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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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048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LM::LifecyclePolicy CrossRegionCopyDeprecateRule
교차 리전 복사 규칙에 의해 생성된 교차 리전 AMI 복사에 대한 AMI 사용 중단 규칙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terval" : Integer,
"IntervalUnit" : String

YAML
Interval: Integer
IntervalUnit: String

Properties
Interval
교차 리전 AMI 복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교차 리전 AMI 복사 보존 기간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며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120개월, 520주 또는 3650일에 해당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rvalUnit
간격을 측정할 시간 단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AYS | MONTHS | WEEKS | YEAR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LM::LifecyclePolicy CrossRegionCopyRetainRule
교차 리전 스냅샷 복사본의 보존 규칙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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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terval" : Integer,
"IntervalUnit" : String

YAML
Interval: Integer
IntervalUnit: String

Properties
Interval
각 스냅샷을 보존할 시간입니다. 최대 값은 100년입니다. 이는 1200개월, 5200주 또는 36500일에 해당
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rvalUnit
시간 기반의 보존 기간 단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AYS | MONTHS | WEEKS | YEAR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LM::LifecyclePolicy CrossRegionCopyRule
교차 리전 스냅샷 복사본에 대한 규칙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mkArn" : String,
"CopyTags" : Boolean,
"DeprecateRule" : CrossRegionCopyDeprecateRule (p. 2141),
"Encrypted" : Boolean,
"RetainRule" : CrossRegionCopyRetainRule (p. 2141),
"Target"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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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Region" : String

YAML
CmkArn: String
CopyTags: Boolean
DeprecateRule:
CrossRegionCopyDeprecateRule (p. 2141)
Encrypted: Boolean
RetainRule:
CrossRegionCopyRetainRule (p. 2141)
Target: String
TargetRegion: String

Properties
CmkArn
EBS 암호화에 사용할 AWS KMS key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
으면 계정의 기본 KMS 키가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048
Pattern: arn:aws(-[a-z]{1,3}){0,2}:kms:([a-z]+-){2,3}\d:\d+:ke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pyTags
소스 스냅샷의 모든 사용자 정의 태그를 교차 리전 스냅샷 복사본에 복사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precateRule
규칙에 의해 생성된 교차 리전 AMI 사본에 대한 AMI 사용 중단 규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rossRegionCopyDeprecateRule (p. 214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ed
암호화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암호화되지 않은 스냅샷의 복사본을 암호화하려면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암호화를 활성화합니다. 이 파라미터가 false이거나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암호화된 스냅샷의 복사본은 암호화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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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ainRule
스냅샷 복사본이 대상 리전에서 보존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보존 규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rossRegionCopyRetainRule (p. 214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
스냅샷 복사본에 대한 대상 Outpost의 대상 리전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TargetRegion 대신 이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둘 다 지정하지 마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048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Region
새 정책을 생성할 때는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마세요. 대신 Target을 사용하여 스냅샷 복사본에 대한
대상 리전 또는 대상 Outpost를 지정합니다.
Target 파라미터가 도입되기 전에 생성된 정책의 경우 이 파라미터는 스냅샷 복사본의 대상 리전을 나타
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6
Pattern: ([a-z]+-){2,3}\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LM::LifecyclePolicy DeprecateRule
일정에 대한 AMI 사용 중단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ount"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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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val" : Integer,
"IntervalUnit" : String

YAML
Count: Integer
Interval: Integer
IntervalUnit: String

Properties
Count
일정에 개수 기반 보존 규칙이 있는 경우 이 파라미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가장 오래된 AMI의 수를
지정합니다. 개수는 일정의 보존 개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며 1000보다 클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rval
일정에 연령 기반 보존 규칙이 있는 경우 이 파라미터는 일정에 의해 생성된 AMI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
을 기간을 지정합니다. 이 기간은 일정의 보존 기간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며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120개월, 520주 또는 3650일에 해당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rvalUnit
간격을 측정할 시간 단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AYS | MONTHS | WEEKS | YEAR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LM::LifecyclePolicy EncryptionConfiguration
여러 지역에서 복사되는 공유 스냅샷에 대한 암호화 설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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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mkArn" : String,
"Encrypted" : Boolean

YAML
CmkArn: String
Encrypted: Boolean

Properties
CmkArn
EBS 암호화에 사용할 AWS KMS key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
으면 계정의 기본 KMS 키가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048
Pattern: arn:aws(-[a-z]{1,3}){0,2}:kms:([a-z]+-){2,3}\d:\d+:ke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ed
암호화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암호화되지 않은 스냅샷의 복사본을 암호화하려면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암호화를 활성화합니다. 이 파라미터가 false이거나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암호화된 스냅샷의 복사본은 암호화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LM::LifecyclePolicy EventParameters
이벤트 기반 정책을 트리거하는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criptionRegex" : String,
"EventType" : String,
"SnapshotOwner" : [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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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DescriptionRegex: String
EventType: String
SnapshotOwner:
-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Regex
정책을 트리거할 수 있는 스냅샷 설명입니다. 설명 패턴은 정규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됩니다. 이 정책은
지정된 패턴과 일치하는 설명이 포함된 스냅샷이 계정과 공유되는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Created for policy: policy-1234567890abcdef0.*$을 지정하여 정책
policy-1234567890abcdef0에 의해 생성된 스냅샷이 계정과 공유되는 경우에만 정책이 실행되도록
구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00
Pattern: [\p{al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Type
이벤트의 유형입니다. 현재 스냅샷 공유 이벤트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hareSnapsho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apshotOwner
계정과 스냅샷을 공유하여 정책을 트리거할 수 있는 AWS 계정의 ID입니다. 이 정책은 지정된 AWS 계
정 중 하나가 사용자 계정과 스냅샷을 공유하는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LM::LifecyclePolicy EventSource
이벤트 기반 정책을 트리거하는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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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Parameters" : EventParameters (p. 2146),
"Type" : String

YAML
Parameters:
EventParameters (p. 2146)
Type: String

Properties
Parameters
이벤트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ventParameters (p. 21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이벤트의 원본입니다. 현재 관리되는 CloudWatch Events 규칙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ANAGED_CW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LM::LifecyclePolicy FastRestoreRule
빠른 스냅샷 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칙을 지정합니다. 개수 또는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빠른 스냅샷 복구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vailabilityZones" : [ String, ... ],
"Count" : Integer,
"Interval" : Integer,
"IntervalUnit" : String

YAML
AvailabilityZones:
- String
Count: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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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al: Integer
IntervalUnit: String

Properties
AvailabilityZones
빠른 스냅샷 복원을 활성화할 가용 영역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unt
빠른 스냅샷 복원을 통해 활성화할 스냅샷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rval
빠른 스냅샷 복원을 활성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최대 값은 100년입니다. 이는 1200개월, 5200주
또는 36500일에 해당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rvalUnit
빠른 스냅샷 복원을 활성화하는 시간 단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AYS | MONTHS | WEEKS | YEAR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LM::LifecyclePolicy Parameters
정책에 추가할 선택적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유효한 파라미터 세트는 정책 유형과 리소스 유형의 조합에
따라 다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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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ExcludeBootVolume" : Boolean,
"NoReboot" : Boolean

YAML
ExcludeBootVolume: Boolean
NoReboot: Boolean

Properties
ExcludeBootVolume
[EBS 스냅샷 관리 — 인스턴스 정책만 해당] CreateSnapshots을 사용하여 생성된 스냅샷에서 루트 볼륨
을 제외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Reboot
AMI 수명 주기 정책에만 적용됩니다. 수명 주기 정책이 실행될 때 대상 인스턴스를 재부팅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true는 정책이 실행될 때 대상 인스턴스가 재부팅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false는 정책
이 실행될 때 대상 인스턴스가 재부팅됨을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인스턴스는 재부팅되지
않음).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LM::LifecyclePolicy PolicyDetails
수명 주기 정책의 구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s" : [ Action (p. 2137), ... ],
"EventSource" : EventSource (p. 2147),
"Parameters" : Parameters (p. 2149),
"PolicyType" : String,
"ResourceLocations" : [ String, ... ],
"ResourceTypes" : [ String, ... ],
"Schedules" : [ Schedule (p. 2154), ... ],
"TargetTags" : [ Ta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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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ctions:
- Action (p. 2137)
EventSource:
EventSource (p. 2147)
Parameters:
Parameters (p. 2149)
PolicyType: String
ResourceLocations:
- String
ResourceTypes:
- String
Schedules:
- Schedule (p. 2154)
TargetTags:
- Tag

Properties
Actions
이벤트 기반 정책이 트리거될 때 수행할 작업입니다. 정책당 하나의 작업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이벤트 기반 정책에만 필요합니다. 스냅샷 또는 AMI 정책을 생성하는 경우 이 파라미터
를 생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tion (p. 2137)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Source
이벤트 기반 정책을 트리거하는 이벤트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이벤트 기반 정책에만 필요합니다. 스냅샷 또는 AMI 정책을 생성하는 경우 이 파라미터
를 생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ventSource (p. 21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스냅샷 및 AMI 수명 주기 정책에 대한 선택적 파라미터 집합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스냅샷 및 AMI 정책에만 필요합니다. 이벤트 기반 정책을 생성하는 경우 이 파라미터를
생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파라미터 (p. 214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yType
정책이 관리할 수 있는 유효한 대상 리소스 유형 및 작업입니다. EBS_SNAPSHOT_MANAGEMENT를
지정하여 Amazon EBS 스냅샷의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수명 주기 정책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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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_MANAGEMENT를 지정하여 EBS 지원 AMI의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수명 주기 정책을 생성합니
다. EVENT_BASED_POLICY 를 지정하여 AWS 계정에서 정의된 이벤트가 발생할 때 특정 작업을 수행
하는 이벤트 기반 정책을 생성합니다.
기본값은 EBS_SNAPSHOT_MANAGEMENT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BS_SNAPSHOT_MANAGEMENT | EVENT_BASED_POLICY | IMAGE_MANAGEME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Locations
백업할 리소스의 위치입니다. 소스 리소스가 AWS 리전에 있는 경우 CLOUD를 지정합니다. 소스 리소스
가 계정의 Outpost에 있는 경우 OUTPOST를 지정합니다.
OUTPOST를 지정하는 경우 Amazon Data Lifecycle Manager는 계정의 모든 Outpost에서 대상 태그가 일
치하는 지정된 유형의 모든 리소스를 백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Types
스냅샷 및 AMI 수명 주기 정책의 대상 리소스 유형입니다. VOLUME 를 사용하여 개별 볼륨의 스냅샷을
생성하거나 INSTANCE를 사용하여 인스턴스의 볼륨에서 다중 볼륨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스냅샷 및 AMI 정책에만 필요합니다. 이벤트 기반 정책을 생성하는 경우 이 파라미터를
생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s
스냅샷 및 AMI 수명 주기 정책에 대한 정책 정의 작업 스케줄입니다. 정책은 최대 4개의 일정(하나의 필
수 일정과 최대 3개의 선택적 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스냅샷 및 AMI 정책에만 필요합니다. 이벤트 기반 정책을 생성하는 경우 이 파라미터를
생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hedule (p. 2154) 목록
Maximum: 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Tags
이 정책에 대해 대상 지정된 리소스를 식별하는 단일 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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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라미터는 스냅샷 및 AMI 정책에만 필요합니다. 이벤트 기반 정책을 생성하는 경우 이 파라미터를
생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Data Lifecycle Manager API 참조의 PolicyDetails

AWS::DLM::LifecyclePolicy RetainRule
수명 주기 정책에 대한 보존 규칙을 지정합니다. 개수 또는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스냅샷을 보존할 수 있습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unt" : Integer,
"Interval" : Integer,
"IntervalUnit" : String

YAML
Count: Integer
Interval: Integer
IntervalUnit: String

Properties
Count
각 볼륨에 대해 보존하는 스냅샷의 수입니다(최대 1000개).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rval
각 스냅샷을 보존할 시간입니다. 최대 값은 100년입니다. 이는 1200개월, 5200주 또는 36500일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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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rvalUnit
시간 기반의 보존 기간 단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AYS | MONTHS | WEEKS | YEAR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LM::LifecyclePolicy Schedule
스냅샷 또는 AMI 수명 주기 정책에 대한 백업 일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pyTags" : Boolean,
"CreateRule" : CreateRule (p. 2138),
"CrossRegionCopyRules" : [ CrossRegionCopyRule (p. 2142), ... ],
"DeprecateRule" : DeprecateRule (p. 2144),
"FastRestoreRule" : FastRestoreRule (p. 2148),
"Name" : String,
"RetainRule" : RetainRule (p. 2153),
"ShareRules" : [ ShareRule (p. 2156), ... ],
"TagsToAdd" : [ Tag, ... ],
"VariableTags" : [ Tag, ... ]

YAML
CopyTags: Boolean
CreateRule:
CreateRule (p. 2138)
CrossRegionCopyRules:
- CrossRegionCopyRule (p. 2142)
DeprecateRule:
DeprecateRule (p. 2144)
FastRestoreRule:
FastRestoreRule (p. 2148)
Name: String
RetainRule:
RetainRule (p. 2153)
ShareRules:
- ShareRule (p. 2156)
TagsToAdd:
-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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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Tags:
- Tag

Properties
CopyTags
소스 볼륨의 모든 사용자 정의 태그를 이 정책에서 생성한 볼륨의 스냅샷으로 복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eateRule
생성 규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reateRule (p. 213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ossRegionCopyRules
교차 리전 스냅샷 사본의 규칙입니다.
교차 리전 복사 규칙은 리전에 스냅샷을 생성하는 정책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Outpost에 스냅
샷을 생성하는 정책의 경우 리전 또는 Outpost에 스냅샷을 복사할 수 없습니다. 리전에 스냅샷을 생성하
는 정책의 경우 최대 3개의 리전 또는 Outpost에 스냅샷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rossRegionCopyRule (p. 2142) 목록
Maximum: 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precateRule
일정에 대한 AMI 사용 중단 규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precateRule (p. 214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astRestoreRule
빠른 스냅샷 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astRestoreRule (p. 21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일정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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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20
Pattern: [0-9A-Za-z 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ainRule
보존 규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tainRule (p. 21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areRules
다른 AWS 계정과 스냅샷을 공유하는 규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hareRule (p. 2156)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ToAdd
정책 생성 리소스에 적용하는 태그입니다. 이러한 사용자 정의 태그는 AWS-added 수명 주기 태그에 추
가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4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riableTags
정책이 실행될 때 동적으로 값이 결정되는 키/값 페어의 모음입니다. 키는 유효한 모든 Amazon EC2 태
그 키일 수 있습니다. 값은 $(instance-id) 또는 $(timestamp) 형식 중 하나여야 합니다. 변수 태
그는 EBS 스냅샷 관리 - 인스턴스 정책에만 유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4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LM::LifecyclePolicy ShareRule
AWS 계정 간에 스냅샷을 공유하는 규칙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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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argetAccounts" : [ String, ... ],
"UnshareInterval" : Integer,
"UnshareIntervalUnit" : String

YAML
TargetAccounts:
- String
UnshareInterval: Integer
UnshareIntervalUnit: String

Properties
TargetAccounts
스냅샷을 공유할 AWS 계정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shareInterval
다른 AWS 계정과 공유된 스냅샷이 자동으로 공유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shareIntervalUnit
자동 공유 해제 간격의 시간 단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AYS | MONTHS | WEEKS | YEAR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Data Pipelin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API 버전 2010-05-15
215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Data Pipeline

• AWS::DataPipeline::Pipeline (p. 2158)

AWS::DataPipeline::Pipeline
AWS::DataPipeline::Pipeline 리소스는 데이터의 이동과 변환을 자동화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지정
합니다. 각 파이프라인에서 활동, 일정, 데이터 노드 및 리소스와 같은 파이프라인 객체를 정의합니다. 사용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객체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Data Pipeline 개발자 안내서에서 파이
프라인 객체 참조를 참조하세요.
AWS::DataPipeline::Pipeline 리소스는 지정된 파이프라인에 작업, 일정 및 사전 조건을 추가합니다.
PutPipelineDefinition을 사용하여 새 파이프라인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PutPipelineDefinition은 파이프라인에 구성을 추가할 때 구성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파이프라
인에 대한 변경은 파이프라인에 다음과 같은 유효성 확인 오류 중 하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저장됩니다.
• 객체 이름에 이름 또는 식별자 필드가 누락됨.
• 문자열 또는 참조 필드가 비어 있음.
• 파이프라인의 객체 수가 허용된 최대 객체 수를 초과함.
• 파이프라인이 FINISHED 상태임.
파이프라인 객체 정의는 PutPipelineDefinition 작업으로 전달되고 GetPipelineDefinition 작업에 의해 반환됩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ataPipeline::Pipeline",
"Properties" : {
"Activate" : Boolean,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ParameterObjects" : [ ParameterObject (p. 2169), ... ],
"ParameterValues" : [ ParameterValue (p. 2170), ... ],
"PipelineObjects" : [ PipelineObject (p. 2171), ... ],
"PipelineTags" : [ PipelineTag (p. 2172), ... ]
}

YAML
Type: AWS::DataPipeline::Pipeline
Properties:
Activate: Boolean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ParameterObjects:
- ParameterObject (p. 2169)
ParameterValues:
- ParameterValue (p. 2170)
PipelineObjects:
- PipelineObject (p. 2171)
PipelineTags:
- PipelineTag (p.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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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ctivate
파이프라인을 확인하고 시작할지 또는 활성 파이프라인을 중지할지를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이 값은
true로 설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파이프라인의 이름.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rameterObjects
이 파라미터 객체는 파이프라인과 함께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ParameterObject (p. 216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Values
이 파라미터 값은 파이프라인과 함께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arameterValue (p. 217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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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lineObjects
파이프라인을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이러한 객체는 기존 파이프라인 정의를 덮어씁니다. 모든 객체, 필
드 및 값을 업로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Data Pipeline 개발자 안내
서에서 파이프라인 편집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PipelineObject (p. 217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ipelineTags
파이프라인과 연결할 임의 태그(키-값 페어)의 목록입니다. 이 태그를 사용하여 권한을 제어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AWS Data Pipeline 개발자 안내서에서 파이프라인 및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PipelineTag (p. 217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파이프라인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다음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Amazon DynamoDB 테이블부터 Amazon S3 버킷까지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HiveCopyActivity 활동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복사하고 이 작업을 하루에 한 번 실행합니
다. 파이프라인에 대한 역할과 파이프라인 리소스는 동일한 템플릿의 다른 위치에서 선언됩니다.

JSON
"DynamoDBInputS3OutputHive": {
"Type": "AWS::DataPipeline::Pipeline",
"Properties": {
"Name": "DynamoDBInputS3OutputHive",
"Description": "Pipeline to backup DynamoDB data to S3",
"Activate": "true",
"ParameterObjects": [
{
"Id": "myDDBReadThroughputRatio",
"Attributes": [
{
"Key": "description",
"StringValue": "DynamoDB read throughput ratio"
},
{
"Key": "type",
"StringValue": "Double"
},
{
"Key": "default",
"StringValue":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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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d": "myOutputS3Loc",
"Attributes": [
{
"Key": "description",
"StringValue": "S3 output bucket"
},
{
"Key": "type",
"StringValue": "AWS::S3::ObjectKey"
},
{
"Key": "default",
"StringValue": { "Fn::Join" : [ "", [ "s3://", { "Ref": "S3OutputLoc" } ] ] }
}
]

},
{

"Id": "myDDBTableName",
"Attributes": [
{
"Key": "description",
"StringValue": "DynamoDB Table Name "
},
{
"Key": "type",
"StringValue": "String"
}
]

}
],
"ParameterValues": [
{
"Id": "myDDBTableName",
"StringValue": { "Ref": "TableName" }
}
],
"PipelineObjects": [
{
"Id": "S3BackupLocation",
"Name": "Copy data to this S3 location",
"Fields": [
{
"Key": "type",
"StringValue": "S3DataNode"
},
{
"Key": "dataFormat",
"RefValue": "DDBExportFormat"
},
{
"Key": "directoryPath",
"StringValue": "#{myOutputS3Loc}/#{format(@scheduledStartTime, 'YYYY-MM-dd-HHmm-ss')}"
}
]
},
{
"Id": "DDBSourceTable",
"Name": "DDBSourceTable",
"Fields": [
{
"Key": "tab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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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Value": "#{myDDBTableName}"

},
{

"Key": "type",
"StringValue": "DynamoDBDataNode"

},
{

"Key": "dataFormat",
"RefValue": "DDBExportFormat"

},
{

]

}

"Key": "readThroughputPercent",
"StringValue": "#{myDDBReadThroughputRatio}"

},
{

"Id": "DDBExportFormat",
"Name": "DDBExportFormat",
"Fields": [
{
"Key": "type",
"StringValue": "DynamoDBExportDataFormat"
}
]

},
{

"Id": "TableBackupActivity",
"Name": "TableBackupActivity",
"Fields": [
{
"Key": "resizeClusterBeforeRunning",
"StringValue": "true"
},
{
"Key": "type",
"StringValue": "HiveCopyActivity"
},
{
"Key": "input",
"RefValue": "DDBSourceTable"
},
{
"Key": "runsOn",
"RefValue": "EmrClusterForBackup"
},
{
"Key": "output",
"RefValue": "S3BackupLocation"
}
]

},
{

"Id": "DefaultSchedule",
"Name": "RunOnce",
"Fields": [
{
"Key": "occurrences",
"StringValue": "1"
},
{
"Key": "startAt",
"StringValue": "FIRST_ACTIVATION_DATE_TIME"
},
{
"Ke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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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Value": "Schedule"

},
{

]

}

"Key": "period",
"StringValue": "1 Day"

},
{

"Id": "Default",
"Name": "Default",
"Fields": [
{
"Key": "type",
"StringValue": "Default"
},
{
"Key": "scheduleType",
"StringValue": "cron"
},
{
"Key": "failureAndRerunMode",
"StringValue": "CASCADE"
},
{
"Key": "role",
"StringValue": "DataPipelineDefaultRole"
},
{
"Key": "resourceRole",
"StringValue": "DataPipelineDefaultResourceRole"
},
{
"Key": "schedule",
"RefValue": "DefaultSchedule"
}
]

},
{

"Id": "EmrClusterForBackup",
"Name": "EmrClusterForBackup",
"Fields": [
{
"Key": "terminateAfter",
"StringValue": "2 Hours"
},
{
"Key": "amiVersion",
"StringValue": "3.3.2"
},
{
"Key": "masterInstanceType",
"StringValue": "m1.medium"
},
{
"Key": "coreInstanceType",
"StringValue": "m1.medium"
},
{
"Key": "coreInstanceCount",
"StringValue": "1"
},
{
"Key": "type",
"StringValue": "EmrClu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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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YAML
DynamoDBInputS3OutputHive:
Type: AWS::DataPipeline::Pipeline
Properties:
Name: DynamoDBInputS3OutputHive
Description: "Pipeline to backup DynamoDB data to S3"
Activate: true
ParameterObjects:
Id: "myDDBReadThroughputRatio"
Attributes:
Key: "description"
StringValue: "DynamoDB read throughput ratio"
Key: "type"
StringValue: "Double"
Key: "default"
StringValue: "0.2"
Id: "myOutputS3Loc"
Attributes:
Key: "description"
StringValue: "S3 output bucket"
Key: "type"
StringValue: "AWS::S3::ObjectKey"
Key: "default"
StringValue:
Fn::Join:
- ""
- "s3://"
Ref: "S3OutputLoc"
Id: "myDDBTableName"
Attributes:
Key: "description"
StringValue: "DynamoDB Table Name "
Key: "type"
StringValue: "String"
ParameterValues:
Id: "myDDBTableName"
StringValue:
Ref: "TableName"
PipelineObjects:
Id: "S3BackupLocation"
Name: "Copy data to this S3 location"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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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

-

-

Key: "type"
StringValue: "S3DataNode"
Key: "dataFormat"
RefValue: "DDBExportFormat"
Key: "directoryPath"
StringValue: "#{myOutputS3Loc}/#{format(@scheduledStartTime, 'YYYY-MM-dd-HH-mm-

Id: "DDBSourceTable"
Name: "DDBSourceTable"
Fields:
Key: "tableName"
StringValue: "#{myDDBTableName}"
Key: "type"
StringValue: "DynamoDBDataNode"
Key: "dataFormat"
RefValue: "DDBExportFormat"
Key: "readThroughputPercent"
StringValue: "#{myDDBReadThroughputRatio}"
Id: "DDBExportFormat"
Name: "DDBExportFormat"
Fields:
Key: "type"
StringValue: "DynamoDBExportDataFormat"
Id: "TableBackupActivity"
Name: "TableBackupActivity"
Fields:
Key: "resizeClusterBeforeRunning"
StringValue: "true"
Key: "type"
StringValue: "HiveCopyActivity"
Key: "input"
RefValue: "DDBSourceTable"
Key: "runsOn"
RefValue: "EmrClusterForBackup"
Key: "output"
RefValue: "S3BackupLocation"
Id: "DefaultSchedule"
Name: "RunOnce"
Fields:
Key: "occurrences"
StringValue: "1"
Key: "startAt"
StringValue: "FIRST_ACTIVATION_DATE_TIME"
Key: "type"
StringValue: "Sched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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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y: "period"
StringValue: "1 Day"
Id: "Default"
Name: "Default"
Fields:
Key: "type"
StringValue: "Default"
Key: "scheduleType"
StringValue: "cron"
Key: "failureAndRerunMode"
StringValue: "CASCADE"
Key: "role"
StringValue: "DataPipelineDefaultRole"
Key: "resourceRole"
StringValue: "DataPipelineDefaultResourceRole"
Key: "schedule"
RefValue: "DefaultSchedule"
Id: "EmrClusterForBackup"
Name: "EmrClusterForBackup"
Fields:
Key: "terminateAfter"
StringValue: "2 Hours"
Key: "amiVersion"
StringValue: "3.3.2"
Key: "masterInstanceType"
StringValue: "m1.medium"
Key: "coreInstanceType"
StringValue: "m1.medium"
Key: "coreInstanceCount"
StringValue: "1"
Key: "type"
StringValue: "EmrCluster"

참고 항목
• AWS Data Pipeline 개발자 안내서의 파이프라인 객체 참조입니다.
• AWS Data Pipeline API 참조의 PutPipelineDefinition입니다.

AWS::DataPipeline::Pipeline Field
PipelineObject의 속성을 기술하는 키-값 페어입니다. 이 값은 문자열 값(StringValue) 또는 다른 객체
에 대한 참조(RefValue)로 지정할 수 있으며, 둘 다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객체에 대한
필드를 보려면 AWS Data Pipeline 개발자 안내서에서 파이프라인 객체 참조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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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Key" : String,
"RefValue" : String,
"String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RefValue: String
StringValue:
String

Properties
Key
특정 객체에 대한 필드 이름을 지정합니다. 특정 필드에 유효한 값을 보려면 AWS Data Pipeline 개발자
안내서에서 파이프라인 객체 참조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fValue
동일한 파이프라인 정의에서 다른 객체의 식별자로 지정하는 필드 값입니다.

Note
필드 값은 문자열 값(StringValue) 또는 다른 객체에 대한 참조(RefValue)로 지정할 수 있
지만 둘 다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 중인 키에 필요한 경우 필수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ingValue
문자열로 지정하는 필드 값입니다. 특정 필드에 유효한 값을 보려면 AWS Data Pipeline 개발자 안내
서에서 파이프라인 객체 참조를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0-05-15
216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Data Pipeline

Note
필드 값은 문자열 값(StringValue) 또는 다른 객체에 대한 참조(RefValue)로 지정할 수 있
지만 둘 다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 중인 키에 필요한 경우 필수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Pipeline::Pipeline ParameterAttribute
Attribute는 파라미터 객체의 속성을 키-값 페어로 정의하는 ParameterObject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String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StringValue:
String

Properties
Key
필드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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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Value
필드 값(문자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Pipeline::Pipeline ParameterObject
파라미터 객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s" : [ ParameterAttribute (p. 2168), ... ],
"Id" : String

YAML
Attributes:
- ParameterAttribute (p. 2168)
Id: String

Properties
Attributes
파라미터 객체의 속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ParameterAttribute (p. 216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
파라미터 객체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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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Pipeline::Pipeline ParameterValue
값 또는 파라미터 값 목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 : String,
"StringValue" : String

YAML
Id: String
StringValue:
String

Properties
Id
파라미터 값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ingValue
필드 값(문자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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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DataPipeline::Pipeline PipelineObject
PipelineObject는 파이프라인 객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AWS::DataPipeline::Pipeline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논리적, 물리적 또는 물리적 시도 파이프라인 객체일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구성 요소의 전체 집합은 파이
프라인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elds" : [ Field (p. 2166), ... ],
"Id" : String,
"Name" : String

YAML
Fields:
- Field (p. 2166)
Id: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Fields
객체의 속성을 정의하는 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eld (p. 216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
객체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객체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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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024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Pipeline::Pipeline PipelineTag
파이프라인과 연결할 임의 태그(키-값 페어)의 목록입니다. 이 태그를 사용하여 권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Data Pipeline 개발자 안내서에서 파이프라인 및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세
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태그의 키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키 이름에 연결할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DataSync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DataSync::Agent (p. 2173)
• AWS::DataSync::LocationEFS (p. 2176)
• AWS::DataSync::LocationFSxWindows (p.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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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DataSync::LocationNFS (p. 2184)
• AWS::DataSync::LocationObjectStorage (p. 2188)
• AWS::DataSync::LocationS3 (p. 2192)
• AWS::DataSync::LocationSMB (p. 2196)
• AWS::DataSync::Task (p. 2201)

AWS::DataSync::Agent
AWS::DataSync::Agent 리소스는 호스트에 배포하고 활성화할 AWS DataSync 에이전트를 지정합니다.
활성화 프로세스는 에이전트를 사용자 계정에 연결합니다. 활성화 프로세스에서 에이전트를 활성화할 AWS
Region과 같은 정보를 지정합니다. 대상 위치(Amazon S3, Amazon EFS 또는 Amazon FSx for Windows)가
있는 AWS Region에서 에이전트를 활성화합니다. 태스크는 이 AWS Region에 생성됩니다.
VPC(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에이전트를 활성화하거나 VPC 엔드포인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에이전
트에 제공하여 퍼블릭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태스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위치에 사용할 에이전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에서 여러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에이전트가 AVAILABLE 상태여야 태스크가 실행됩니다. 하나의 소스 위치에서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사용
하는 경우, 모든 에이전트가 AVAILABLE 상태여야 태스크가 실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DataSync 사용 설명서에서 에이전트 활성화를 참조하세요.
에이전트는 태스크 중단을 최소화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AWS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ataSync::Agent",
"Properties" : {
"ActivationKey" : String,
"AgentName" : String,
"SecurityGroupArns" : [ String, ... ],
"SubnetArns" : [ String, ... ],
"Tags" : [ Tag, ... ],
"VpcEndpointId" : String
}

YAML
Type: AWS::DataSync::Agent
Properties:
ActivationKey: String
AgentName: String
SecurityGroupArns:
- String
SubnetArns:
- String
Tags:
- Tag
VpcEndpointI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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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ctivationKey
에이전트 활성화 키입니다. 에이전트 IP 주소(포트 80)를 가져올 수 있는 리디렉션이 포함된 HTTP GET
요청을 전송하여 활성화 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DataSync 콘솔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에 반환된 리디렉션 URL은 쿼리 문자열 파라미터 activationKey로 에이전트에 대한 활성화 키
를 제공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단지 기본값이며 다른 활성화 관련 파라미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API 호출에 전달하는 인수에 따라 에이전트의 실제 구성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DataSync 사용 설명서에서 에이전트 생성 및 활성화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9
Pattern: [A-Z0-9]{5}(-[A-Z0-9]{5}){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gentName
에이전트에 대해 구성한 이름입니다. 이 값은 콘솔에서 에이전트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텍스트 참조입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zA-Z0-9\s+=.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Arns
데이터 전송 태스크 서브넷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보안 그룹의 ARN입니다. SecurityGroupArns를 참
조하세요.
패턴: ^arn:(aws|aws-cn|aws-us-gov|aws-iso|aws-iso-b):ec2:[a-z\-0-9]*:[0-9]
{12}:security-group/.*$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Arns
DataSync에서 각 데이터 전송 태스크에 대한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 서브넷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태스크를 실행하는 에이전트는 프라이빗이어야 합니다. VPC에서 생
성된 에이전트에 연결된 태스크 또는 VPC의 IP 주소에 액세스할 수 있는 태스크를 시작하는 경우 해당
태스크도 프라이빗입니다. 이 경우 DataSync는 서브넷의 각 태스크에 대해 4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전송이 작동하려면 에이전트에서 이 4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두로 라우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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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에이전트에 연결할 태그를 나타내는 키-값 페어입니다. 값은 빈 문자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값은 에이전
트를 관리, 필터링 및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Note
키와 값의 유효한 문자는 UTF-8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 공백 및 숫자와 특수 문자(+ = . _ : / @)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EndpointId
에이전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VPC(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 엔드포인트의 ID입니다. 이 엔드포인트
는 클라이언트 측 VPC 엔드포인트이며 PrivateLink라고도 합니다. PrivateLink VPC 엔드포인트가 없는
경우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VPC 엔드포인트 서비스 구성 생성을 참조하세요.
Amazon VPC 기반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에이전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DataSync 사용 설명서에서 Virtual Private Cloud에서 AWS DataSync 사용을 참조하세요.
VPC 엔드포인트 ID는 다음과 같습니다. vpce-01234d5aff67890e1.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vpce-[0-9a-f]{1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에이전트 ARN을 반환합니다. 예:
arn:aws:datasync:us-east-2:111222333444:agent/agent-0b0addbeef44baca3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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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Arn
에이전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ListAgents 작업을 사용하여 계정 및 AWS Region의
에이전트 목록을 반환합니다.
EndpointType
에이전트가 연결된 엔드포인트의 유형입니다. 엔드포인트가 VPC 엔드포인트인 경우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 에이전트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예제
DataSync 에이전트
다음 예제에서는 MyAgent라는 DataSync 에이전트를 지정합니다. 에이전트 활성화 키는 템플릿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pecifies a DataSync agent",
"Resources":
{
"Agent": {
"Type": "AWS::DataSync::Agent",
"Properties": {
"ActivationKey": "AAAAA-7AAAA-GG7MC-3I9R3-27COD",
"AgentName": "MyAgent"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pecifies a DataSync agent
Resources:
Agent:
Type: AWS::DataSync::Agent
Properties:
ActivationKey: AAAAA-7AAAA-GG7MC-3I9R3-27COD
AgentName: MyAgent

AWS::DataSync::LocationEFS
AWS::DataSync::LocationEFS 리소스는 Amazon EFS 위치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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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DataSync::LocationEFS",
"Properties" : {
"Ec2Config" : Ec2Config (p. 2179),
"EfsFilesystemArn" : String,
"Subdirectory"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DataSync::LocationEFS
Properties:
Ec2Config:
Ec2Config (p. 2179)
EfsFilesystemArn: String
Subdirectory: String
Tags:
- Tag

Properties
Ec2Config
Amazon EFS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서브넷 및 보안 그룹입니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보안 그룹은 지
정된 서브넷의 탑재 대상에 있는 보안 그룹과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탑재 대상의 보안 그룹 M과 이 단계에서 DataSync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제공한 보안 그룹 S 사
이의 정확한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탑재 대상에 연결하는 보안 그룹 M은 보안 그룹 S의 NFS 포트(2049)에서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에 대한 인바운드 액세스를 허용해야 합니다. IP 주소(CIDR 범위) 또는 보안 그룹별로
인바운드 연결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EFS 액세스를 위해 DataSync에 제공된 보안 그룹 S에는 파일 시스템의 탑재 대상 중 하나의 NFS 포
트에 대해 아웃바운드 연결을 활성화하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IP 주소(CIDR 범위)나 보안 그룹을
사용해 아웃바운드 연결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보안 그룹 및 탑재 대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FS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인스턴스 및
탑재 대상을 위한 보안 그룹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Ec2Config (p. 217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fsFilesystemArn
Amazon EFS 파일 시스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28
Pattern: ^arn:(aws|aws-cn|aws-us-gov|aws-iso|aws-iso-b):elasticfilesystem:[a-z
\-0-9]*:[0-9]{12}:file-system/f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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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
위치 경로에 있는 하위 디렉터리입니다. EFS 소스 위치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EFS 대상 위치로 데이터
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EFS 파일 시스템의 하위 디렉터리입니다. 기본적으로 AWS DataSync는 루트
디렉터리를 사용합니다.

Note
Subdirectory는 슬래시를 사용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예: /path/to/folder.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4096
Pattern: ^[a-zA-Z0-9_\-\+\./\(\)\p{Z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리소스에 추가하려는 태그를 나타내는 키-값 페어입니다. 값은 빈 문자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값은 리소
스 관리, 필터링 및 검색에 도움이 됩니다. 위치에 대한 이름 태그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위치 리소스 ARN을 반환합니다. 예:
arn:aws:datasync:us-east-2:111222333444:location/loc-07db7abfc326c50s3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LocationArn
Amazon EFS 파일 시스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LocationUri
Amazon EFS 파일 시스템의 URL입니다.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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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ync의 EFS 위치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하위 디렉터리 MySubdirectory를 사용하여 DataSync에서 사용할 EFS 위치를 지정합니
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pecifies an EFS location for DataSync",
"Resources":
{
"LocationEFS": {
"Type": "AWS::DataSync::LocationEFS",
"Properties": {
"Ec2Config": {
"SecurityGroupArns": [
"arn:aws:ec2:us-east-2:11122233344:security-group/sg-0117195988293d62f"
],
"SubnetArn": "arn:aws:ec2:us-east-2:11122233344:subnet/subnet-f45a0e678"
},
"EfsFilesystemArn": "arn:aws:elasticfilesystem:us-east-2:111222333444:file-system/
fs-12345efs",
"Subdirectory": "/MySubdirectory"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pecifies an EFS location for DataSync
Resources:
LocationEFS:
Type: AWS::DataSync::LocationEFS
Properties:
Ec2Config:
SecurityGroupArns:
- arn:aws:ec2:us-east-2:11122233344:security-group/sg-0117195988293d62f
SubnetArn: arn:aws:ec2:us-east-2:11122233344:subnet/subnet-f45a0e678
EfsFilesystemArn: arn:aws:elasticfilesystem:us-east-2:111222333444:file-system/
fs-12345efs
Subdirectory: /MySubdirectory

AWS::DataSync::LocationEFS Ec2Config
DataSync가 대상 EFS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브넷 및 보안 그룹입니다. 서브넷에는 해
당 파일 시스템에 대한 마운트 대상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보안 그룹은 지정된 서브
넷의 탑재 대상에 있는 보안 그룹과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SecurityGroupArns" : [ String, ... ],
"SubnetAr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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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SecurityGroupArns:
- String
SubnetArn: String

Properties
SecurityGroupArns
Amazon EC2 리소스에 대해 구성된 보안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입니다.
패턴: ^arn:(aws|aws-cn|aws-us-gov|aws-iso|aws-iso-b):ec2:[a-z\-0-9]*:[0-9]
{12}:security-group/.*$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Arn
서브넷의 ARN은 DataSync가 대상 EFS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28
Pattern: ^arn:(aws|aws-cn|aws-us-gov|aws-iso|aws-iso-b):ec2:[a-z\-0-9]*:[0-9]
{12}:subne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DataSync::LocationFSxWindows
AWS::DataSync::LocationFSxWindows 리소스는 Amazon FSx for Windows 파일 시스템의 엔드포인
트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DataSync::LocationFSxWindows",
"Properties" : {
"Domain" : String,
"FsxFilesystemArn" : String,
"Password" : String,
"SecurityGroupArns" : [ String, ... ],
"Subdirectory"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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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s" : [ Tag, ... ],
"User" : String

YAML
Type: AWS::DataSync::LocationFSxWindows
Properties:
Domain: String
FsxFilesystemArn: String
Password: String
SecurityGroupArns:
- String
Subdirectory: String
Tags:
- Tag
User: String

Properties
Domain
FSx for Windows File Server가 속하는 Windows 도메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3
Pattern: ^([A-Za-z0-9]+[A-Za-z0-9-.]*)*[A-Za-z0-9-]*[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sxFilesystemArn
FSx for Windows File Server 파일 시스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28
Pattern: ^arn:(aws|aws-cn|aws-us-gov|aws-iso|aws-iso-b):fsx:[a-z\-0-9]*:[0-9]
{12}:file-system/f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ssword
FSx for Windows File Server 파일 시스템의 파일 및 폴더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암
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04
Pattern: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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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urityGroupArns
FSx for Windows File Server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보안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패턴: ^arn:(aws|aws-cn|aws-us-gov|aws-iso|aws-iso-b):ec2:[a-z\-0-9]*:[0-9]
{12}:security-group/.*$
길이 제약: 최대 길이는 128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directory
위치 경로에 있는 하위 디렉터리입니다. Amazon FSx for Windows File Server 파일 시스템의 이 하위 디
렉터리는 Amazon FSx for Windows File Server 소스 위치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FSx for Windows File
Server 대상에 데이터를 쓰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4096
Pattern: ^[a-zA-Z0-9_\-\+\./\(\)\$\p{Z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리소스에 추가하려는 태그를 나타내는 키-값 페어입니다. 값은 빈 문자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값은 리소
스 관리, 필터링 및 검색에 도움이 됩니다. 위치에 대한 이름 태그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
FSx for Windows File Server 파일 시스템의 파일 및 폴더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입니
다.
파일, 폴더 및 메타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용자 이름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er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04
Pattern: ^[^\x5B\x5D\\/:;|=,+*?]{1,10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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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위치 리소스 ARN을 반환합니다. 예:
arn:aws:datasync:us-east-2:111222333444:location/loc-07db7abfc326c50s3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LocationArn
지정된 Amazon FSx for Windows 파일 시스템 위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LocationUri
지정된 Amazon FSx for Windows 파일 시스템의 URL입니다.

예제
DataSync에 대한 Amazon FSxWindows 위치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하위 디렉터리 /MySubdirectory, 사용자 Admin 및 암호를 사용하여 DataSync에서 사
용할 FSXWindows 위치를 지정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pecifies an FSxWindows location for DataSync",
"Resources":
{
"LocationFSxWindows": {
"Type": "AWS::DataSync::LocationFSxWindows",
"Properties": {
"FsxFilesystemArn": "arn:aws:fsx:us-east-2:111222333444:file-system/fs-12345fsx",
"SecurityGroupArns": [
"arn:aws:ec2:us-east-2:11122233344:security-group/sg-0117195988293d62f"
],
"Subdirectory": "/MySubdirectory",
"User": "Admin",
"Password": {"Ref": "Password"},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pecifies an FSxWindows location for DataSync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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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FSxWindows:
Type: AWS::DataSync::LocationFSxWindows
Properties:
FsxFilesystemArn: arn:aws:fsx:us-east-2:111222333444:file-system/fs-12345fsx
SecurityGroupArns:
- arn:aws:ec2:us-east-2:11122233344:security-group/sg-0117195988293d62f
Subdirectory: /MySubdirectory
User: Admin
Password: !Ref Password

AWS::DataSync::LocationNFS
AWS::DataSync::LocationNFS 리소스는 읽거나 쓸 수 있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NFS) 서버의 파일 시
스템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ataSync::LocationNFS",
"Properties" : {
"MountOptions" : MountOptions (p. 2187),
"OnPremConfig" : OnPremConfig (p. 2188),
"ServerHostname" : String,
"Subdirectory"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DataSync::LocationNFS
Properties:
MountOptions:
MountOptions (p. 2187)
OnPremConfig:
OnPremConfig (p. 2188)
ServerHostname: String
Subdirectory: String
Tags:
- Tag

Properties
MountOptions
DataSync에서 NFS 공유를 탑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NFS 탑재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ountOptions (p. 218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nPremConfig
NFS 서버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에이전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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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nowcone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복사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AWS Snowcone의 NFS 서버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OnPremConfig (p. 218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erHostname
NFS 서버의 이름입니다. 이 값은 NFS 서버의 IP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 서비스(DNS) 이름입니다. 온프
레미스에 설치된 에이전트는 이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NFS 서버를 탑재합니다.
AWS Snowcone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복사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AWS Snowcone의 NFS 서버를
참조하세요.

Note
이 이름은 DNS와 호환되거나 IP 버전 4(IPv4) 주소여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5
Pattern: ^(([a-zA-Z0-9\-]*[a-zA-Z0-9])\.)*([A-Za-z0-9\-]*[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directory
NFS 소스 위치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NFS 대상에 데이터를 쓰는 데 사용되는 NFS 파일 시스템의 하위
디렉터리입니다. NFS 경로는 NFS 서버에서 내보낸 경로 또는 해당 경로의 하위 디렉터리여야 합니다.
이 경로는 네트워크의 다른 NFS 클라이언트에서 탑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NFS 서버에서 내보낸 모든 경로를 확인하려면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는 NFS 클라이언트에서
“showmount -e nfs-server-name”을 실행합니다. 결과에 나타나는 모든 디렉터리와 그 디렉터리
의 하위 디렉터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Kerberos 인증 없이 NFS 내보내기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지정된 폴더의 모든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DataSync에 모든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
다. 이렇게 하려면 no_root_squash,로 NFS 내보내기를 구성하거나 DataSync에 원하는 모든 파일에
대한 권한이 모든 사용자에 대한 읽기 액세스를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에이전트가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실행 액세스를 활성화해야 에이전트가 디렉터리에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AWS Snowcone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복사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AWS Snowcone의 NFS 서버를
참조하세요.
NFS 내보내기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d Hat Enterprise Linux 설명서의 18.7. /etc/exports 구성 파
일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4096
Pattern: ^[a-zA-Z0-9_\-\+\./\(\)\p{Z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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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위치에 추가하려는 태그를 나타내는 키-값 페어입니다. 값은 빈 문자열일 수도 있습니다. 태그를 사용하
여 리소스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위치 리소스 ARN을 반환합니다. 예:
arn:aws:datasync:us-east-2:111222333444:location/loc-07db7abfc326c50s3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LocationArn
지정된 소스 NFS 파일 시스템 위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LocationUri
지정된 소스 NFS 위치의 URL입니다.

예제
DataSync의 NFS 위치
다음 예제에서는 소스 및 대상 위치를 사용하여 DataSync에 대한 NFS 위치를 지정합니다. 이 예제
에서 서버 호스트 이름은 MyServer@example.com이고 NFS 버전 4.0을 사용하며 하위 디렉터리 /
MySubdirectory에 있습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pecifies an FSxWindows location for DataSync",
"Resources":
"LocationNFS": {
"Type": "AWS::DataSync::LocationNFS",
"Properties": {
"MountOptions": {
"Version": "NFS4_0"
},
"OnPremConf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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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Arns": [
"arn:aws:datasync:us-east-2:111222333444:agent/agent-0b0addbeef44b3nfs"
]

}

}

}

},
"ServerHostname": "MyServer@example.com",
"Subdirectory": "/MySubdirectory"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pecifies an NFS location for DataSync
Resources:
LocationNFS:
Type: AWS::DataSync::LocationNFS
Properties:
MountOptions:
Version: NFS4_0
OnPremConfig:
AgentArns:
- arn:aws:datasync:us-east-2:111222333444:agent/agent-0b0addbeef44b3nfs
ServerHostname: MyServer@example.com
Subdirectory: /MySubdirectory

AWS::DataSync::LocationNFS MountOptions
DataSync에서 NFS 공유를 탑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NFS 마운트 옵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ersion" : String

YAML
Version: String

Properties
Version
NFS 공유를 탑재하는 데 사용할 특정 NFS 버전입니다. 서버가 지정된 버전 사용을 거부하면 동기화가
실패합니다. 버전을 지정하지 않으면 DataSync의 기본값은 AUTOMATIC입니다. 즉, DataSync는 NFS
서버와의 협상을 기반으로 버전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다음 NFS 버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NFSv3 - 서버에 비동기 쓰기를 허용하는 상태 비 저장 프로토콜 버전입니다.
• NFSv4.0 - 위임 및 의사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화벽 친화적인 상태 유지 프로토콜 버전입니다.
• NFSv4.1 - 세션, 디렉토리 위임 및 병렬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는 상태 저장 프로토콜 버전입니다. 버
전 4.1에는 버전 4.0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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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UTOMATIC | NFS3 | NFS4_0 | NFS4_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Sync::LocationNFS OnPremConfig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NFS) 위치에 사용할 에이전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목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gentArns" : [ String, ... ]

YAML
AgentArns:
- String

Properties
AgentArns
NFS 위치에 사용할 에이전트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Sync::LocationObjectStorage
AWS::DataSync::LocationObjectStorage 리소스는 자체관리형 객체 스토리지 버킷의 엔드포인트를
지정합니다. 자체관리형 객체 스토리지 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객체 스토리지에 대한 위치 생성을 참조
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DataSync::LocationObjectStorage",
"Proper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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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cessKey" : String,
"AgentArns" : [ String, ... ],
"BucketName" : String,
"SecretKey" : String,
"ServerHostname" : String,
"ServerPort" : Integer,
"ServerProtocol" : String,
"Subdirectory" : String,
"Tags" : [ Tag, ... ]

YAML
Type: AWS::DataSync::LocationObjectStorage
Properties:
AccessKey: String
AgentArns:
- String
BucketName: String
SecretKey: String
ServerHostname: String
ServerPort: Integer
ServerProtocol: String
Subdirectory: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ccessKey
선택. 액세스 키는 자체관리형 객체 스토리지 서버에 액세스하는 데 자격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
니다. 객체 스토리지에 인증을 위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필요한 경우 AccessKey 및 SecretKey를
사용하여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8
Maximum: 200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gentArns
자체관리형 객체 스토리지 서버 위치에 연결된 에이전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cketName
데이터를 읽는 데 사용되는 자체관리형 객체 스토리지 서버의 버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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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Pattern: ^[a-zA-Z0-9_\-\+\./\(\)\$\p{Z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retKey
선택. 비밀 키는 자체관리형 객체 스토리지 서버에 액세스하는 데 자격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
다. 객체 스토리지에 인증을 위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필요한 경우 AccessKey 및 SecretKey를 사
용하여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8
Maximum: 200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erHostname
자체관리형 객체 스토리지 서버의 이름입니다. 이 값은 객체 스토리지 서버의 IP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
서비스(DNS) 이름입니다. 에이전트는 이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여 객체 스토리지 서버를 네트워크에 탑
재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5
Pattern: ^(([a-zA-Z0-9\-]*[a-zA-Z0-9])\.)*([A-Za-z0-9\-]*[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rverPort
자체관리형 객체 스토리지 서버에서 인바운드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락하는 포트입니다. 서버 포트는 기
본적으로 TCP 80(HTTP) 또는 TCP 443(HTTPS)으로 설정됩니다. 자체관리형 객체 스토리지 서버에 사
용자 지정 포트가 필요한 경우 해당 포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55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erProtocol
객체 스토리지 서버의 통신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유효한 값은 HTTP 또는 HTTP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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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HTTP | HTTP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directory
데이터를 읽는 데 사용되는 자체관리형 객체 스토리지 서버의 하위 디렉터리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4096
Pattern: ^[a-zA-Z0-9_\-\+\./\(\)\p{Z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위치에 추가하려는 태그를 나타내는 키-값 페어입니다. 값은 빈 문자열일 수도 있습니다. 태그를 사용하
여 리소스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위치 리소스 ARN을 반환합니다. 예:
arn:aws:datasync:us-east-2:111222333444:location/loc-07db7abfc326c50s3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LocationArn
지정된 객체 스토리지 위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LocationUri
지정된 객체 스토리지 위치의 URL입니다.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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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ync에 대한 객체 스토리지 위치
다음 예제에서는 DataSync에 대한 객체 스토리지 위치를 지정합니다. 이 예제에서 객체 스토리지 위치는
MyServer@example.com 서버의 MyBucket 버킷을 사용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서버 프로토콜 HTTPS와
하위 디렉터리 /Subdirectory도 지정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pecifies an object storage location for DataSync",
"Resources":
{
"LocationObjectStorage": {
"Type": "AWS::DataSync::LocationObjectStorage",
"Properties": {
"AgentArns": [
"arn:aws:datasync:us-east-2:111222333444:agent/agent-0b0addbeef44b3nfs"
],
"BucketName": "MyBucket",
"ServerHostname": "MyServer@example.com",
"ServerProtocol": "HTTPS",
"Subdirectory": "/MySubdirectory"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pecifies an object storage location for DataSync
Resources:
LocationObjectStorage:
Type: AWS::DataSync::LocationObjectStorage
Properties:
AgentArns:
- arn:aws:datasync:us-east-2:111222333444:agent/agent-0b0addbeef44b3nfs
BucketName: MyBucket
ServerHostname: MyServer@example.com
ServerProtocol: HTTPS
Subdirectory: /MySubdirectory

AWS::DataSync::LocationS3
AWS::DataSync::LocationS3 리소스는 Amazon S3 버킷의 엔드포인트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DataSync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S3 위치 생성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DataSync::LocationS3",
"Properties" : {
"S3BucketAr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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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Config" : S3Config (p. 2195),
"S3StorageClass" : String,
"Subdirectory" : String,
"Tags" : [ Tag, ... ]

YAML
Type: AWS::DataSync::LocationS3
Properties:
S3BucketArn: String
S3Config:
S3Config (p. 2195)
S3StorageClass: String
Subdirectory: String
Tags:
- Tag

Properties
S3BucketArn
Amazon S3 버킷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56
Pattern: ^arn:(aws|aws-cn|aws-us-gov|aws-iso|aws-iso-b):(s3|s3-outposts):[a-z
\-0-9]*:[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Config
Amazon S3 버킷 액세스에 사용되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의 Amazon 리소
스 이름(ARN)입니다.
이러한 역할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DataSync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S3 위치 생성을 참조
하세요.
Required: 예
Type: S3Config (p. 219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StorageClass
이 위치가 태스크 대상으로 사용될 때 파일을 저장하려는 Amazon S3 스토리지 클래스입니다. AWS
Regions에 있는 버킷의 경우 스토리지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Standard로 설정됩니다.
S3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스토리지 클래스를 참조하세요. 일부 스토리지
클래스에는 S3 스토리지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작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ataSync에서
Amazon S3 스토리지 클래스 작업 시 고려 사항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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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DEEP_ARCHIVE | GLACIER | INTELLIGENT_TIERING | ONEZONE_IA | OUTPOSTS
| STANDARD | STANDARD_IA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directory
Amazon S3 버킷의 하위 디렉터리입니다. Amazon S3의 이 하위 디렉터리는 S3 소스 위치에서 데이터
를 읽거나 S3 대상에 데이터를 쓰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4096
Pattern: ^[a-zA-Z0-9_\-\+\./\(\)\p{Z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위치에 추가하려는 태그를 나타내는 키-값 페어입니다. 값은 빈 문자열일 수도 있습니다. 태그를 사용하
여 리소스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위치 리소스 ARN을 반환합니다. 예:
arn:aws:datasync:us-east-2:111222333444:location/loc-07db7abfc326c50s3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LocationArn
지정된 Amazon S3 위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LocationUri
지정된 Amazon S3 위치의 URL입니다.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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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ync의 S3 위치
다음 예제에서는 DataSync에 대한 S3 위치를 지정합니다. 이 예제에서 S3 위치는 Amazon 리소
스 이름(ARN) arn:aws:s3:::MyBucket으로 지정된 버킷을 사용합니다. 액세스 역할은 ARN
arn:aws:iam::111222333444:role/MyBucketAccessRole로 지정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STANDARD
S3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하며 하위 디렉터리 /MyFolder를 참조합니다.
DataSync에서 IAM 역할을 수임하려면 계정 및 리전에서 AWS Security Token Service(AWS STS)를 활성
화해야 합니다. 임시 보안 자격 증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에서 임시 보안 자격 증
명을 참조하세요.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pecifies an S3 location for DataSync",
"Resources":
{
"LocationS3": {
"Type": "AWS::DataSync::LocationS3",
"Properties": {
"S3BucketArn": "arn:aws:s3:::MyBucket",
"S3Config": {
"BucketAccessRoleArn": "arn:aws:iam::111222333444:role/MyBucketAccessRole"
},
"S3StorageClass": "STANDARD",
"Subdirectory": "/MyFolder"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pecifies an S3 location for DataSync
Resources:
LocationS3:
Type: AWS::DataSync::LocationS3
Properties:
S3BucketArn: arn:aws:s3:::MyBucket
S3Config:
BucketAccessRoleArn: arn:aws:iam::111222333444:role/MyBucketAccessRole
S3StorageClass: STANDARD
Subdirectory: /MyFolder

AWS::DataSync::LocationS3 S3Config
Amazon S3 버킷 액세스에 사용되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러한 역할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DataSync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S3 위치 생성을 참조하세
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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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BucketAccessRoleArn" : String

YAML
BucketAccessRoleArn: String

Properties
BucketAccessRoleArn
액세스할 Amazon S3 버킷입니다. 이 버킷은 CreateLocationS3 작업의 파라미터로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048
Pattern: ^arn:(aws|aws-cn|aws-us-gov|aws-iso|aws-iso-b):iam::[0-9]{12}:role/.*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DataSync::LocationSMB
AWS::DataSync::LocationSMB 리소스는 SMB 위치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ataSync::LocationSMB",
"Properties" : {
"AgentArns" : [ String, ... ],
"Domain" : String,
"MountOptions" : MountOptions (p. 2200),
"Password" : String,
"ServerHostname" : String,
"Subdirectory" : String,
"Tags" : [ Tag, ... ],
"User" : String
}

YAML
Type: AWS::DataSync::LocationSMB
Properties:
AgentArn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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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String
MountOptions:
MountOptions (p. 2200)
Password: String
ServerHostname: String
Subdirectory: String
Tags:
- Tag
User: String

Properties
AgentArns
Simple Message Block(SMB) 위치에 사용할 에이전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
SMB 서버가 속한 Windows 도메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3
Pattern: ^([A-Za-z0-9]+[A-Za-z0-9-.]*)*[A-Za-z0-9-]*[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untOptions
DataSync에서 SMB 서버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탑재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ountOptions (p. 2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ssword
공유를 탑재할 수 있으며 SMB 공유의 파일과 폴더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암호입니
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04
Pattern: ^.{0,10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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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Hostname
SMB 서버의 이름입니다. 이 값은 SMB 서버의 IP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 서비스(DNS) 이름입니다. 온프
레미스에 설치되는 에이전트는 네트워크에서 SMB 서버를 탑재하는 데 이 호스트 이름을 사용합니다.

Note
이 이름은 DNS와 호환되거나 IP 버전 4(IPv4) 주소여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5
Pattern: ^(([a-zA-Z0-9\-]*[a-zA-Z0-9])\.)*([A-Za-z0-9\-]*[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directory
SMB 소스 위치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SMB 대상에 데이터를 쓰는 데 사용되는 SMB 파일 시스템의 하위
디렉터리입니다. SMB 경로는 SMB 서버에서 내보낸 경로 또는 해당 경로의 하위 디렉터리여야 합니다.
이 경로는 네트워크의 다른 SMB 클라이언트에서 탑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Note
Subdirectory는 슬래시를 사용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예: /path/to/folder.
지정된 폴더의 모든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DataSync에 SMB 공유를 탑재할 수 있는 권한과 해당 공유의
모든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지정된 사용자/암호가 공유를 탑
재할 수 있는 사용자와 DataSync에서 액세스하려는 모든 파일 및 디렉터리에 대한 적절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 속하는지 확인하거나 Backup Operators 그룹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공유를 탑재합니다.
이 중 하나를 수행하면 에이전트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실행 액세스를
활성화해야 에이전트가 디렉터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4096
Pattern: ^[a-zA-Z0-9_\-\+\./\(\)\$\p{Z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위치에 추가하려는 태그를 나타내는 키-값 페어입니다. 값은 빈 문자열일 수도 있습니다. 태그를 사용하
여 리소스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
공유를 탑재할 수 있으며 SMB 공유의 파일과 폴더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입니다.
파일, 폴더 및 메타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용자 이름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er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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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04
Pattern: ^[^\x5B\x5D\\/:;|=,+*?]{1,10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위치 리소스 ARN을 반환합니다. 예:
arn:aws:datasync:us-east-2:111222333444:location/loc-07db7abfc326c50s3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LocationArn
지정된 SMB 파일 시스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LocationUri
지정된 SMB 위치의 URL입니다.

예제
DataSync의 SMB 스토리지 위치
다음 예제에서는 DataSync에 대한 SMB 스토리지 위치를 지정합니다. 이 예제에서 SMB 위치는 SMB 버전
3이 있는 EXAMPLE 도메인을 사용합니다. 서버 호스트 이름은 MyServer@example.com이고 SMB 위치는
하위 디렉터리 share에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사용자 ID user-1을 지정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pecifies an SMB storage location for DataSync",
"Resources":
{
"LocationSMB": {
"Type": "AWS::DataSync::LocationSMB",
"Properties": {
"AgentArns": [
"arn:aws:datasync:us-east-2:111222333444:agent/agent-0b0addbeef44b3nfs,",
"arn:aws:datasync:us-east-2:111222333444:agent/agent-2345noo35nnee1123ovo3"
],
"Domai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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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MountOptions": {
"Version": "SMB3"
},
"Password": {"Ref": "Password"},
"ServerHostname": "MyServer.example.com",
"Subdirectory": "/share",
"User": "user-1"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pecifies an object storage location for DataSync
Resources:
LocationSMB:
Type: AWS::DataSync::LocationSMB
Properties:
AgentArns:
- arn:aws:datasync:us-east-2:111222333444:agent/agent-0b0addbeef44b3nfs,
- arn:aws:datasync:us-east-2:111222333444:agent/agent-2345noo35nnee1123ovo3
Domain: EXAMPLE
MountOptions:
Version: SMB3
Password: !Ref Password
ServerHostname: MyServer.example.com
Subdirectory: /share
User: user-1

AWS::DataSync::LocationSMB MountOptions
DataSync에서 SMB 서버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마운트 옵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ersion" : String

YAML
Version: String

Properties
Version
SMB 공유를 탑재하는 데 사용할 특정 SMB 버전입니다. 버전을 지정하지 않으면 DataSync의 기본값은
AUTOMATIC입니다. 즉, DataSync는 SMB 서버와의 협상을 기반으로 버전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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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AUTOMATIC | SMB2 | SMB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Sync::Task
AWS::DataSync::Task 리소스는 태스크를 지정합니다. 태스크는 두 위치(소스 및 대상) 세트와 태스크의
동작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옵션 세트입니다. 태스크를 생성할 때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DataSync
가 서비스 기본값으로 옵션을 채웁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ataSync::Task",
"Properties" : {
"CloudWatchLogGroupArn" : String,
"DestinationLocationArn" : String,
"Excludes" : [ FilterRule (p. 2205), ... ],
"Includes" : [ FilterRule (p. 2205), ... ],
"Name" : String,
"Options" : Options (p. 2206),
"Schedule" : TaskSchedule (p. 2211),
"SourceLocationArn"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DataSync::Task
Properties:
CloudWatchLogGroupArn: String
DestinationLocationArn: String
Excludes:
- FilterRule (p. 2205)
Includes:
- FilterRule (p. 2205)
Name: String
Options:
Options (p. 2206)
Schedule:
TaskSchedule (p. 2211)
SourceLocationAr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CloudWatchLogGroupArn
태스크의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로깅하는 데 사용되는 Amazon CloudWatch 로그 그룹의 Amazon 리
소스 이름(ARN)입니다.
CloudWatch 로그를 DataSync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DataSync 사용 설명
서에서 태스크 모니터링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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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Logs 사용 설명서의 로그 그룹 및 로그 스트림 작
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62
Pattern: ^arn:(aws|aws-cn|aws-us-gov|aws-iso|aws-iso-b):logs:[a-z\-0-9]*:[0-9]
{12}:log-grou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LocationArn
AWS 스토리지 리소스 위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cludes
태스크에서 제외할 파일을 결정하는 필터 규칙 목록입니다. 목록에는 제외할 패턴으로 구성된 단일 필터
문자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패턴은 “|"(즉, 파이프)로 구분됩니다(예: "/folder1|/folder2").
Required: 아니요
Type: FilterRule (p. 2205)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s
작업을 실행할 때 포함할 파일을 결정하는 필터 규칙 목록입니다. 이 패턴에는 포함할 패턴으로 구성
된 단일 필터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턴은 “|"(즉, 파이프)로 구분됩니다(예: "/folder1|/
folder2").
Required: 아니요
Type: FilterRule (p. 2205)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태스크의 이름입니다. 이 값은 콘솔에서 태스크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텍스트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zA-Z0-9\s+=.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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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ptions
StartTaskExecution을 호출할 때 발생하는 태스크의 단일 실행 동작을 제어하는 구성 옵션 세트입
니다. 사용자 ID(UID) 및 그룹 ID(GID), 파일 권한, 데이터 무결성 확인 등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보존하도
록 이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실행을 시작하기 전에 각 개별 태스크 실행에 대해 OverrideOptions를 지정하여 이 옵션을 재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tartTaskExecution 작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Options (p. 220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
소스에서 대상 위치로 파일을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일정을 지정합니다. 일정은 UTC 시간
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스크 일정 조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TaskSchedule (p. 22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LocationArn
태스크에 대한 소스 위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28
Pattern: ^arn:(aws|aws-cn|aws-us-gov|aws-iso|aws-iso-b):datasync:[a-z\-0-9]+:
[0-9]{12}:location/loc-[0-9a-z]{1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리소스에 추가하려는 태그를 나타내는 키-값 페어입니다. 값은 빈 문자열일 수도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위치 리소스 ARN을 반환합니다. 예:
arn:aws:datasync:us-east-2:111222333444:location/loc-07db7abfc326c50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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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DestinationNetworkInterfaceArn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ErrorCode
태스크 실행 중에 AWS DataSync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이 오류 코드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rrorDetail
태스크를 실행하는 동안 발생한 오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tatus
설명된 태스크의 상태입니다.
TaskArn
태스크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제
DataSync 태스크
다음 예제에서는 소스 및 대상 위치를 사용하여 DataSync 태스크를 지정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pecifies a DataSync task",
"Resources":
{
"Agent": {
"Type": "AWS::DataSync::Task",
"Properties": {
"SourceLocationArn": "arn:aws:datasync:us-east-2:111222333444:location/
loc-07db7abfc326c50s3",
"DestinationLocationArn": "arn:aws:datasync:us-east-2:111222333444:location/
loc-18ec8bcgd437d61t4"
}
}
}

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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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pecifies a DataSync task
Resources:
Task:
Type: AWS::DataSync::Task
Properties:
SourceLocationArn: arn:aws:datasync:us-east-2:111222333444:location/
loc-07db7abfc326c50s3
DestinationLocationArn: arn:aws:datasync:us-east-2:111222333444:location/
loc-18ec8bcgd437d61t4

AWS::DataSync::Task FilterRule
소스에서 대상으로 파일을 전송할 때 포함하거나 제외할 파일, 폴더 및 객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lterType" : String,
"Value" : String

YAML
FilterTyp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FilterType
적용할 필터 규칙의 유형입니다. AWS DataSync는 SIMPLE_PATTERN 규칙 유형만 지원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IMPLE_PATTE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포함하거나 제외할 패턴으로 구성된 단일 필터 문자열입니다. 패턴은 “|" (즉, 파이프) 로 구분됩니다. 예
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folder1|/folder2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409600
Pattern: ^[^\x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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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Sync::Task Options
StartTaskExecution 작업의 동작을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나타냅니다. 동작에는 UID (사용자
ID), GID (그룹 ID) 및 파일 사용 권한과 같은 메타데이터 보존과 대상의 파일 덮어쓰기, 데이터 무결성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작업에는 연관된 기본 옵션 집합이 있습니다. StartTaskExecution에서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사
용됩니다. StartTaskExecution에 Options 값 재정의를 지정하여 각 작업 실행에 대한 기본 옵션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ime" : String,
"BytesPerSecond" : Integer,
"Gid" : String,
"LogLevel" : String,
"Mtime" : String,
"OverwriteMode" : String,
"PosixPermissions" : String,
"PreserveDeletedFiles" : String,
"PreserveDevices" : String,
"SecurityDescriptorCopyFlags" : String,
"TaskQueueing" : String,
"TransferMode" : String,
"Uid" : String,
"VerifyMode" : String

YAML
Atime: String
BytesPerSecond: Integer
Gid: String
LogLevel: String
Mtime: String
OverwriteMode: String
PosixPermissions: String
PreserveDeletedFiles: String
PreserveDevices: String
SecurityDescriptorCopyFlags: String
TaskQueueing: String
TransferMode: String
Uid: String
VerifyMode: String

Properties
Atime
파일에 마지막으로 액세스한 시간 (즉, 파일을 읽거나 쓴 시간) 을 보여 주는 파일 메타데이터 값입니다.
Atime을 BEST_EFFORT로 설정하면 DataSync는 모든 소스 파일 (즉, 준비 단계 이전 버전) 에서 원래
Atime 특성을 보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Atime의 동작은 플랫폼 전체에서 완전히 표준이 아니므
로 AWS DataSync는 최선의 노력으로 만 이러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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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 BEST_EFFORT.
BEST_REATED: 파일별 Atime 값을 보존하려고 시도합니다 (권장).
NONE: Atime를 무시합니다.

Note
Atime가 BEST_EFFORT으로 설정된 경우 Mtime는 PRESERVE로 설정해야 합니다.
Atime가 NONE으로 설정된 경우 Mtime도 NONE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EST_EFFORT | NON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ytesPerSecond
AWS DataSync에서 사용하는 대역폭을 제한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AWS DataSync에서 최대 1MB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이 값을 1048576(=1024*1024)으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id
파일 소유자의 그룹 ID (GID) 입니다.
기본값: INT_VALUE. 이 ID의 정수 값을 유지합니다.
INT_VALUE: UID 및 그룹 ID (GID) 의 정수 값을 유지합니다 (권장).
NAME: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NONE: UID 및 GID를 무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OTH | INT_VALUE | NAME | NON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Level
사용자가 제공한 Amazon CloudWatch 로그 그룹의 로그 스트림에 DataSync가 게시하는 로그 유형을
결정하는 값입니다. DataSync용 로그 그룹 제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oudWatchLogGroupArn을 참
조하십시오. OFF로 설정하면 로그가 게시되지 않습니다.BASIC는 전송된 개별 파일에 대한 오류에 대한
로그를 게시하고 전송하며, TRANSFER는 무결성을 검사하는 모든 파일 또는 개체에 대한 로그를 게시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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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BASIC | OFF | TRANSFER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time
준비 단계 전에 파일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시간 (즉, 파일이 기록된 경우) 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 옵션
은 동일한 작업을 두 번 이상 실행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기본값: PRESERVE.
PRESERVE: 원본 보존 Mtime (권장)
NONE: Mtime를 무시합니다.

Note
Mtime가 PRESERVE으로 설정된 경우 Atime는 BEST_EFFORT로 설정해야 합니다.
Mtime가 NONE으로 설정된 경우 Atime도 NONE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NE | PRESERV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verwriteMode
파일을 복사할 때 대상의 파일을 덮어쓰거나 보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대상 NEVER 파일로
설정된 경우 대상 파일이 원본 파일과 다른 경우에도 소스 파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대상의 파일을 수
정하고 파일을 동기화하는 경우 이 값을 사용하여 변경 내용을 덮어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스토리지 클래스에는 S3 스토리지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동작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AWS DataSync 사용 설명서에서 DataSync에서 Amazon S3 스토리지 클래스 작업 시 고려 사항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WAYS | NEVER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sixPermissions
파일의 읽기, 쓰기 또는 실행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또는 그룹을 결
정하는 값입니다. 이 옵션은 NFS, EFS 및 S3 위치에 대해서만 설정되어야 합니다. DataSync에 의해 복
사되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taSync에서 복사한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세요.
기본값: PRESERVE.
PRESERVE: POSIX 스타일의 사용 권한을 보존합니다 (권장).
NONE: 사용 권한을 무시합니다.

Note
AWS DataSync는 소스 위치의 기존 권한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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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NE | PRESERV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serveDeletedFiles
소스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의 파일을 보존할지 여부를 지정하는 값입니다. 이 옵션은 스토
리지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작업에서 객체를 삭제하는 경우 특정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한 최소
스토리지 기간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DataSync 사용 설명서에서 DataSync에
서 Amazon S3 스토리지 클래스 작업 시 고려 사항을 참조하세요.
기본값: PRESERVE.
PRESERVE: 이러한 대상 파일을 무시합니다 (권장).
REMOVE: 원본에 없는 대상 파일을 삭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PRESERVE | REMOV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serveDevices
AWS DataSync가 소스 파일 시스템에서 블록 및 문자 디바이스의 메타데이터를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
를 결정하고 대상에서 해당 디바이스 이름과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파일을 다시 생성하는 값입니다.
DataSync는 이러한 디바이스의 내용을 복사하지 않고 이름과 메타데이터만 복사합니다.

Note
AWS DataSync는 터미널이 아니고 EOF(파일 끝) 마커를 반환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장치의 실
제 내용을 동기화할 수 없습니다.
기본값: NONE.
NONE: 특수 장치를 무시합니다 (권장).
PRESERVE: 문자 및 블록 장치 메타데이터를 보존합니다. 이 옵션은 현재 Amazon EFS에서는 지원되
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NE | PRESERV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DescriptorCopyFlags
소스에서 대상 객체로 복사되는 SMB 보안 설명자의 구성 요소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이 값은 Amazon FSx for Windows File Server 위치와 SMB 또는 두개의 Amazon FSx for Windows File
Server 위치 간에 전송에만 사용됩니다. DataSync가 메타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taSync가 메타데이터 및 특정 파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참조하세요.
Default value: OWNER_DACL.
API 버전 2010-05-15
220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DataSync

OWNER_DACL: 복사된 각 객체에 대해 DataSync는 다음 메타데이터를 복사합니다.
• 객체 소유자.
• 객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NTFS DACL(임의 액세스 제어 목록)
이 옵션을 선택하면 DataSync가 NTFS 시스템 액세스 제어 목록(SACL)을 복사하지 않습니다. 이 목록
은 관리자가 보안 객체에 액세스하려는 시도를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OWNER_DACL_SACL: 복사된 각 객체에 대해 DataSync는 다음 메타데이터를 복사합니다.
• 객체 소유자.
• 객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NTFS DACL(임의 액세스 제어 목록)
• NTFS 시스템 액세스 제어 목록(SACL)은 관리자가 보안 객체에 액세스하려는 시도를 로깅하는 데 사
용됩니다.
SACL을 복사하려면 DataSync가 SMB 위치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Windows 사용자에게 추가 권한
을 부여해야 합니다. 파일, 폴더 및 메타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용자 선택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를 참조하세요.
없음: SMB 보안 설명자 구성 요소가 복사되지 않습니다. 대상 객체는 대상 위치에 액세스하기 위해 제공
된 사용자가 소유합니다. DACL 및 SACL은 대상 서버의 구성에 따라 설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NE | OWNER_DACL | OWNER_DACL_SAC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skQueueing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작업을 대기열에 넣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ENABLED로 설정하면
작업이 대기열에 추가됩니다. 기본값은 ENABLED입니다.
동일한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여러 작업을 실행하는 경우 작업이 연속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업 실행을 대기열에 넣기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ferMode
DataSync가 원본과 대상 위치 간에 다른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만 전송할지 여부 또는 DataSync가 대상
위치와 비교하지 않고 원본의 모든 콘텐츠를 전송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CHANGED: DataAsync는 원본 위치에서 대상 위치로 새롭거나 다른 콘텐츠인 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
만 복사합니다.
ALL: DataAsync는 대상의 기존 콘텐츠와 비교하지 않고 모든 원본 위치 콘텐츠를 대상에 복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 |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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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id
파일 소유자의 사용자 ID(UID) 입니다.
기본값: INT_VALUE. 이 ID의 정수 값을 유지합니다.
INT_VALUE: UID 및 그룹 ID (GID) 의 정수 값을 유지합니다 (권장).
NAME: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NONE: UID 및 GID를 무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OTH | INT_VALUE | NAME | NON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ifyMode
모든 데이터와 메타데이터가 전송된 후 작업 실행이 끝날 때 데이터 무결성 확인을 수행할지 여부를 결
정하는 값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업 설정 구성을 참조하세요.
기본값: POINT_IN_TIME_CONSISTENT.
ONLY_FILES_TRANSFERRED (권장): 전송된 파일에 대해서만 확인을 수행합니다.
POINT_IN_TIME_COMANY: 전송 종료 시 전체 소스와 전체 대상을 검색하여 소스와 대상이 완전히 동
기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3 Glacier 또는 S3 Glacier 딥 아카이브 스토리지 클래스로 전송할 때는 이
옵션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NONE: 전송이 끝날 때 추가 확인은 수행되지 않지만 모든 데이터 전송은 전송 중에 체크섬 확인을 통해
무결성을 확인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NE | ONLY_FILES_TRANSFERRED | POINT_IN_TIME_CONSISTE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taSync::Task TaskSchedule
작업 반복 실행에 사용할 예약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에 대한 예약 표현식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cheduleExpressi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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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ScheduleExpression: String

Properties
ScheduleExpression
AWS DataSync가 소스에서 대상 위치로 예약된 전송을 시작하는 시기를 지정하는 cron 수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a-zA-Z0-9\ \_\*\?\,\|\^\-\/\#\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ynamoDB Accelerato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DAX::Cluster (p. 2212)
• AWS::DAX::ParameterGroup (p. 2219)
• AWS::DAX::SubnetGroup (p. 2221)

AWS::DAX::Cluster
DAX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는 동일한 DAX 캐싱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AX::Cluster",
"Properties" : {
"AvailabilityZones" : [ String, ... ],
"ClusterEndpointEncryptionType" : String,
"ClusterNam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IAMRoleARN" : String,
"NodeType" : String,
"NotificationTopicARN" : String,
"ParameterGroupName" : String,
"PreferredMaintenanceWindow" : String,
"ReplicationFactor" : Integer,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SESpecification" : SSESpecification (p. 2218),
"SubnetGroupName" : String,
"Tags" :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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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DAX::Cluster
Properties:
AvailabilityZones:
- String
ClusterEndpointEncryptionType: String
ClusterName: String
Description: String
IAMRoleARN: String
NodeType: String
NotificationTopicARN: String
ParameterGroupName: String
PreferredMaintenanceWindow: String
ReplicationFactor: Integer
SecurityGroupIds:
- String
SSESpecification:
SSESpecification (p. 2218)
SubnetGroupName: String
Tags: Json

Properties
AvailabilityZones
클러스터가 생성 또는 업데이트된 후 클러스터 노드가 상주하는 가용 영역(AZ)입니다. 지정할 경우, 이
목록의 길이가 ReplicationFactor 파라미터와 동일해야 합니다. 이 파라미터를 생략할 경우, DAX가
최고의 가용성을 위해 노드를 여러 가용 영역으로 분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usterEndpointEncryptionType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의 암호화 유형입니다. 사용 가능한 값:
• NONE - 클러스터의 엔드포인트는 암호화되지 않습니다.
• TLS - 클러스터의 엔드포인트는 전송 계층 보안으로 암호화되며 인증을 위한 x509 인증서를 제공합니
다.
기본값은 NON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NE | TL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lusterName
DAX 클러스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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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클러스터의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AMRoleARN
IAM 역할을 식별하는 유효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런타임 시 DAX는 이 역할을 수임하여
DynamoDB를 액세스할 수 있는 역할 권한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NodeType
클러스터의 노드에 대한 노드 유형입니다. (DAX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는 동일한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otificationTopicARN
알림이 전송될 Amazon SNS 주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Note
Amazon SNS 주제 소유자는 DAX 클러스터 소유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GroupName
DAX 클러스터와 연결될 파라미터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erredMaintenanceWindow
DAX 클러스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 관리를 수행할 시간 범위입니다. 예: sun:01:00-sun:09:00.
클러스터 유지 관리는 일반적으로 30분 미만으로 걸리며, 유지 관리 기간에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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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icationFactor
DAX 클러스터의 노드 수입니다. 복제 인수가 1이면 읽기 전용 복제본이 없는 단일 노드 클러스터가 생
성됩니다. 추가 내결함성의 경우 하나 이상의 읽기 전용 복제본이 있는 여러 노드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ReplicationFactor를 3(기본 노드 1개와 읽기 전용 복제본 2개)에서 10(기
본 노드 1개와 읽기 전용 복제본 9개) 사이로 설정합니다. If the AvailabilityZones 파라미터를
제공할 경우 그 길이가 ReplicationFactor와 동일해야 합니다.

Note
AWS는 클러스터마다 최소 2개의 읽기 전용 복제본을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Ids
DAX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 할당될 보안 그룹 ID의 목록입니다. (보안 그룹 ID 각각은 시스템에서 생성됩
니다.)
이 파라미터가 지정되지 않으면 DAX에서는 각 노드에 기본 VPC 보안 그룹을 할당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SESpecification
클러스터에서 서버 측 암호화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설정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SESpecification (p. 221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GroupName
복제 그룹에 사용할 서브넷 그룹의 이름입니다.

Important
DAX 클러스터는 Amazon VPC 환경에서만 실행됩니다. 서브넷 그룹에서 지정하는 모든 서브
넷은 동일한 VPC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Tags
DAX 클러스터에 연결할 태그의 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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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생성된 DAX 클러스터의 이름입니
다. 예:
{ "Ref": "MyResource" }

다음과 비슷한 값을 반환합니다.
MyDAXCluster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입니다.
Arn
DAX 클러스터의 ARN을 반환합니다. 예:
{ "Fn::GetAtt": ["MyDAXCluster", "Arn"] }

다음과 비슷한 값을 반환합니다.
arn:aws:dax:us-east-1:111122223333:cache/MyDAXCluster

ClusterDiscoveryEndpoint
DAX 클러스터의 엔드포인트를 반환합니다. 예:
{ "Fn::GetAtt": ["MyDAXCluster", "ClusterDiscoveryEndpoint"] }

다음과 비슷한 값을 반환합니다.
mydaxcluster.0h3d6x.clustercfg.dax.use1.cache.amazonaws.com:8111

ClusterDiscoveryEndpointURL
DAX 클러스터의 엔드포인트 URL을 반환합니다.

예제
클러스터 생성
다음 예에서는 DAX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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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Create a DAX cluster",
"Resources": {
"daxCluster": {
"Type": "AWS::DAX::Cluster",
"Properties": {
"ClusterName": "MyDAXCluster",
"NodeType": "dax.r3.large",
"ReplicationFactor": 1,
"IAMRoleARN": "arn:aws:iam::111122223333:role/DaxAccess",
"Description": "DAX cluster created with CloudFormation",
"SubnetGroupName": {"Ref":"subnetGroupClu"}
}
},
"subnetGroupClu": {
"Type": "AWS::DAX::SubnetGroup",
"Properties": {
"SubnetGroupName": "MySubnetGroup",
"Description": "Subnet group for DAX cluster",
"SubnetIds": [
{"Ref":"subnet1"},
{"Ref":"subnet2"}
]
}
},
"subnet1":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VpcId": {"Ref":"daxVpc"},
"CidrBlock": "172.13.17.0/24",
"AvailabilityZone": {
"Fn::Select": [
0,
{
"Fn::GetAZs": ""
}
]
}
}
},
"subnet2":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VpcId": {"Ref":"daxVpc"},
"CidrBlock": "172.13.18.0/24",
"AvailabilityZone": {
"Fn::Select": [
1,
{
"Fn::GetAZs": ""
}
]
}
}
},
"dax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CidrBlock": "172.13.0.0/16"
}
}
},
"Outputs": {
"Cluster": {
"Value": {"Ref":"daxClus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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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reate a DAX cluster"
Resources:
daxCluster:
Type: AWS::DAX::Cluster
Properties:
ClusterName: "MyDAXCluster"
NodeType: "dax.r3.large"
ReplicationFactor: 1
IAMRoleARN: "arn:aws:iam::111122223333:role/DaxAccess"
Description: "DAX cluster created with CloudFormation"
SubnetGroupName: !Ref subnetGroupClu
subnetGroupClu:
Type: AWS::DAX::SubnetGroup
Properties:
SubnetGroupName: "CFNClusterSubnetGrp"
Description: "Subnet group for DAX cluster"
SubnetIds:
- !Ref subnet1
- !Ref subnet2
subnet1: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daxVpc
CidrBlock: 172.13.17.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2: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daxVpc
CidrBlock: 172.13.18.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dax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72.13.0.0/16
Outputs:
Cluster:
Value: !Ref daxCluster

AWS::DAX::Cluster SSESpecification
서버 측 암호화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설정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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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EEnabled" : Boolean

YAML
SSEEnabled: Boolean

Properties
SSEEnabled
클러스터에 서버 측 암호화가 활성화(true) 또는 비활성화(false)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AX::ParameterGroup
DAX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적용되는 파라미터 집합이며, 이름이 지정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AX::ParameterGroup",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ParameterGroupName" : String,
"ParameterNameValues" : Json
}

YAML
Type: AWS::DAX::ParameterGroup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ParameterGroupName: String
ParameterNameValues: Json

Properties
Description
파라미터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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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GroupName
파라미터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rameterNameValues
그룹에서 파라미터의 이름-값 페어의 어레이입니다. 어레이의 각 요소는 단일 파라미터를 나타냅니다.

Note
record-ttl-millis 및 query-ttl-millis는 유일하게 지원되는 파라미터 이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TTL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생성된 파라미터 그룹의 이름. 예:
{ "Ref": "MyDAXParameterGroup" }

다음과 비슷한 값을 반환합니다.
my-dax-parameter-group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파라미터 그룹 생성
다음 예에서는 DAX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DAX parameter group",
"Resources": {
"daxParamGroup": {
"Type": "AWS::DAX::ParameterGroup",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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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ameterGroupName": "MyDAXParameterGroup",
"Description": "Description for my DAX parameter group",
"ParameterNameValues": {
"query-ttl-millis": "75000",
"record-ttl-millis": "88000"
}

},
"Outputs": {
"ParameterGroup": {
"Value": {
"Ref": "daxParamGroup"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DAX parameter group"
Resources:
daxParamGroup:
Type: AWS::DAX::ParameterGroup
Properties:
ParameterGroupName: "MyDAXParameterGroup"
Description: "Description for my DAX parameter group"
ParameterNameValues:
"query-ttl-millis" : "75000"
"record-ttl-millis" : "88000"
Outputs:
ParameterGroup:
Value: !Ref daxParamGroup

AWS::DAX::SubnetGroup
새로운 서브넷 그룹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AX::SubnetGroup",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SubnetGroupName" : String,
"SubnetIds" : [ String, ... ]
}

YAML
Type: AWS::DAX::SubnetGroup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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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netGroupName: String
SubnetIds:
-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서브넷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GroupName
서브넷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s
서브넷 그룹의 VPC 서브넷 ID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생성된 서브넷 그룹의 이름. 예
{ "Ref": "MyDAXSubnetGroup" }

다음과 비슷한 값을 반환합니다.
my-dax-subnet-group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서브넷 그룹 생성
다음 예제는 DAX 서브넷 그룹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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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reate a DAX subnet group",
"Resources": {
"MyDAXSubnetGroup": {
"Type": "AWS::DAX::SubnetGroup",
"Properties": {
"SubnetGroupName": "my-dax-subnet-group",
"Description": "Description of my DAX subnet group",
"SubnetIds": [
"subnet1",
"subnet2"
]
}
},
"subnet1":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VpcId": "daxVPC",
"CidrBlock": "172.13.17.0/24",
"AvailabilityZone": {
"Fn::Select": [
0,
{
"Fn::GetAZs": ""
}
]
}
}
},
"subnet2":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VpcId": "daxVPC",
"CidrBlock": "172.13.18.0/24",
"AvailabilityZone": {
"Fn::Select": [
1,
{
"Fn::GetAZs": ""
}
]
}
}
},
"dax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CidrBlock": "172.13.0.0/16"
}
}
},
"Outputs": {
"ParameterGroup": {
"Value": "MyDAXSubnetGroup"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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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DAX subnet group"
Resources:
MyDAXSubnetGroup:
Type: AWS::DAX::SubnetGroup
Properties:
SubnetGroupName: "my-dax-subnet-group"
Description: "Description of my DAX subnet group"
SubnetIds:
- !Ref subnet1
- !Ref subnet2
subnet1: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daxVpc
CidrBlock: 172.13.17.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2: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daxVpc
CidrBlock: 172.13.18.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dax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72.13.0.0/16
Outputs:
ParameterGroup:
Value: !Ref MyDAXSubnetGroup

Amazon Detectiv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Detective::Graph (p. 2224)
• AWS::Detective::MemberInvitation (p. 2226)

AWS::Detective::Graph
AWS::Detective::Graph 리소스는 Detective 동작 그래프를 만드는 Amazon Detective 리소스 유형입니
다. 요청 계정이 동작 그래프의 관리자 계정이 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Detective::Graph",
"Properties" : {
"Tags" : [ Ta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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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Type: AWS::Detective::Graph
Properties:
Tags:
- Tag

Properties
Tags
새 동작 그래프에 할당할 태그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새 동작 그래프의 ARN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새 동작 그래프의 ARN입니다.

예제
새 Detective 동작 그래프 만들기
이 예에서는 새 AWS:Detective:Graph 리소스를 선언하여 새 Detective 동작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을 보
여줍니다.

JSON
"NewGraph": {
"Type": "AWS::Detective::Graph"
"Properties": {
"Tags": [
{
"Key": "Tag1Name",
"Value": "Tag1Val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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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Key": "Tag2Name".
"Value": "Tag2alue"

YAML
NewGraph:
Type: AWS::Detective::Graph
Properties:
Tags:
- Key: Tag1Name
Value: Tag1Value
- Key: Tag2Name
Value: Tag2Value

AWS::Detective::MemberInvitation
AWS::Detective::MemberInvitation 리소스는 Detective 동작 그래프에 참가할 수 있는 초대를 만드
는 Amazon Detective 리소스 유형입니다. 관리자 계정은 AWS 계정의 루트 사용자 이메일 주소로 초대의 이
메일 알림을 보낼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etective::MemberInvitation",
"Properties" : {
"DisableEmailNotification" : Boolean,
"GraphArn" : String,
"MemberEmailAddress" : String,
"MemberId" : String,
"Message" : String
}

YAML
Type: AWS::Detective::MemberInvitation
Properties:
DisableEmailNotification: Boolean
GraphArn: String
MemberEmailAddress: String
MemberId: String
Message: String

Properties
DisableEmailNotification
멤버 계정에 초대 이메일을 보낼지 여부입니다. true로 설정하면 멤버 계정이 초대 이메일을 수신하지 않
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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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raphArn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계정을 초대할 동작 그래프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emberEmailAddress
초대된 계정의 루트 사용자 이메일 주소입니다. 제공된 이메일 주소가 제공된 계정의 루트 사용자 이메
일 주소가 아닌 경우 초대 생성에 실패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mberId
초대된 계정의 AWS 계정 식별자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essage
초대 이메일 메시지에 포함할 사용자 정의 텍스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동작 그래프의 ARN 및 파이프 문자('|')로 구분된 멤버 계정 식별자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
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멤버 계정에 동작 그래프 초대 보내기
이 예에서는 멤버 계정에 대한 새 초대를 생성하고 이메일 알림을 보내기 위해 새
AWS:Detective:MemberInvitation 리소스를 선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MemberInvi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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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Detective::MemberInvitation",
"Properties": {
"GraphArn": "arn:aws:detective:useast-1:111122223333:graph:027c7c4610ea4aacaf0b883093cab899",
"MemberId": "444455556666",
"MemberEmailAddress": "mmajor@example.com",
"Message": "This is Paul Santos. I need to add your account to the data we
use for security investigation in Detective. If you have any questions, contact me at
psantos@example.com."
}
}

YAML
MemberInvitation:
Type: AWS::Detective::MemberInvitation
Properties:
GraphArn: "arn:aws:detective:useast-1:111122223333:graph:027c7c4610ea4aacaf0b883093cab899"
MemberId: 444455556666
MemberEmailAddress: mmajor@example.com
Message: This is Paul Santos. I need to add your account to the data we use
for security investigation in Detective. If you have any questions, contact me at
psantos@example.com.

멤버 계정에 대한 초대의 이메일 알림 차단
이 예에서는 멤버 계정에 대한 새 초대를 만들기 위해 새 AWS:Detective:MemberInvitation 리소스를
선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메일 알림이 차단됩니다.

JSON
"MemberInvitation": {
"Type": "AWS::Detective::MemberInvitation",
"Properties": {
"GraphArn": "arn:aws:detective:useast-1:111122223333:graph:027c7c4610ea4aacaf0b883093cab899",
"MemberId": "444455556666",
"MemberEmailAddress": "mmajor@example.com",
"DisableEmailNotification": "true"
}
}

YAML
MemberInvitation:
Type: AWS::Detective::MemberInvitation
Properties:
GraphArn: "arn:aws:detective:useast-1:111122223333:graph:027c7c4610ea4aacaf0b883093cab899"
MemberId: 444455556666
MemberEmailAddress: mmajor@example.com
DisableEmailNotification: true

Amazon DevOps Guru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DevOpsGuru::NotificationChannel (p.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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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DevOpsGuru::ResourceCollection (p. 2232)

AWS::DevOpsGuru::NotificationChannel
DevOps Guru에 알림 채널을 추가합니다. 알림 채널은 인사이트가 생성될 때와 같이 중요한 DevOps Guru
이벤트를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다른 계정에서 Amazon SNS 주제를 사용하는 경우 DevOps Guru 알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을 계정
에 연결해야 합니다. DevOps Guru는 계정에서 Amazon SNS를 사용하여 알림을 보내는 데 필요한 정책을
사용자를 대신하여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차 계정 Amazon SNS 주제에 대한 권한을 참조하세요.
AWS 키 관리 서비스 고객 관리 키(CMK) 로 암호화된 Amazon SNS 주제를 사용하는 경우 CMK에 권한을 추
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MS로 암호화된 Amazon SNS 주제에 대한 권한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evOpsGuru::NotificationChannel",
"Properties" : {
"Config" : NotificationChannelConfig (p. 2231)
}

YAML
Type: AWS::DevOpsGuru::NotificationChannel
Properties:
Config:
NotificationChannelConfig (p. 2231)

Properties
Config
구성된 알림 채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NotificationChannelConfig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NotificationChannelConfig (p. 223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 ID를 제공하면 Ref는 NotificationChannel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을 반환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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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알림 채널의 ID입니다.

예제
단일 알림 채널 생성
JSON
{

}

"Resources": {
"MyNotificationChannel": {
"Type": "AWS::DevOpsGuru::NotificationChannel",
"Properties": {
"Config": {
"Sns": {
"TopicArn": "arn:aws:sns:us-east-1:123456789012:DefaultNotificationChannel"
}
}
}
}
}

YAML
Resources:
MyNotificationChannel:
Type: AWS::DevOpsGuru::NotificationChannel
Properties:
Config:
Sns:
TopicArn: arn:aws:sns:us-east-1:123456789012:DefaultNotificationChannel

2개의 알림 채널 생성
JSON
{

"Resources": {
"MyNotificationChannel1": {
"Type": "AWS::DevOpsGuru::NotificationChannel",
"Properties": {
"Config": {
"Sns": {
"TopicArn": "arn:aws:sns:us-east-1:123456789012:DefaultNotificationChannel"
}
}
}
},
"MyNotificationChannel2": {
"Type": "AWS::DevOpsGuru::NotificationChannel",
"Properties": {
"Config": {
"Sns": {
"TopicArn": "arn:aws:sns:us-east-1:123456789012:DefaultNotificationChannel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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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YAML
Resources:
MyNotificationChannel1:
Type: AWS::DevOpsGuru::NotificationChannel
Properties:
Config:
Sns:
TopicArn: arn:aws:sns:us-east-1:123456789012:DefaultNotificationChannel
MyNotificationChannel2:
Type: AWS::DevOpsGuru::NotificationChannel
Properties:
Config:
Sns:
TopicArn: arn:aws:sns:us-east-1:123456789012:DefaultNotificationChannel2

AWS::DevOpsGuru::NotificationChannel NotificationChannelConfig
DevOps Guru를 사용하여 구성된 알림 채널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원되는 알림 채널 중 하나는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Amazon SN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ns" : SnsChannelConfig (p. 2232)

YAML
Sns:
SnsChannelConfig (p. 2232)

Properties
Sns
인사이트가 생성될 때 알림을 보내도록 DevOps Guru에서 구성된 알림 채널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른 계정에서 Amazon SNS 주제를 사용하는 경우 DevOps Guru 알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을
계정에 연결해야 합니다. DevOps Guru는 계정에서 Amazon SNS를 사용하여 알림을 보내는 데 필요한
정책을 사용자를 대신하여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차 계정 Amazon SNS 주제에 대한 권한을 참조
하세요.
AWS 키 관리 서비스 고객 관리 키(CMK) 로 암호화된 Amazon SNS 주제를 사용하는 경우 CMK에 권한
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MS로 암호화된 Amazon SNS 주제에 대한 권한을 참조하세
요.
Required: 아니요
Type: SnsChannelConfig (p.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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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DevOpsGuru::NotificationChannel SnsChannelConfig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SNS) 주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포함합니다.
다른 계정에서 Amazon SNS 주제를 사용하는 경우 DevOps Guru 알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을 계정
에 연결해야 합니다. DevOps Guru는 계정에서 Amazon SNS를 사용하여 알림을 보내는 데 필요한 정책을
사용자를 대신하여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차 계정 Amazon SNS 주제에 대한 권한을 참조하세요.
AWS 키 관리 서비스 고객 관리 키(CMK) 로 암호화된 Amazon SNS 주제를 사용하는 경우 CMK에 권한을 추
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MS로 암호화된 Amazon SNS 주제에 대한 권한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opicArn" : String

YAML
TopicArn: String

Properties
TopicArn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SNS) 주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36
Maximum: 1024
Pattern: ^arn:aws[a-z0-9-]*:sns:[a-z0-9-]+:\d{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DevOpsGuru::ResourceCollection
DevOps Guru에서 지원되는 AWS 리소스 컬렉션입니다. 지원되는 AWS 리소스 컬렉션의 한 가지 유형은
AWS CloudFormation 스택입니다. 스택에 정의된 AWS 리소스만 분석하도록 DevOps Guru를 구성할 수 있
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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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DevOpsGuru::ResourceCollection",
"Properties" : {
"ResourceCollectionFilter" : ResourceCollectionFilter (p. 2235)
}

YAML
Type: AWS::DevOpsGuru::ResourceCollection
Properties:
ResourceCollectionFilter:
ResourceCollectionFilter (p. 2235)

Properties
ResourceCollectionFilter
DevOps Guru에서 비정상적인 동작을 분석하는 AWS 리소스를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필터에 대한 정보
입니다.
Required: 예
Type: ResourceCollectionFilter (p. 22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 ID를 제공하면 Ref는 ResourceCollection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을 반환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세요.
ResourceCollectionType
반환할 AWS 리소스 컬렉션의 유형입니다. 하나의 유효한 값은 AWS CloudFormation 스택에 대한
CLOUD_FORMATION입니다.

예제
2개의 CloudFormation 스택을 사용하여 리소스 컬렉션 생성
JSON
{

"Resources": {
"MyResourceCollection": {
"Type": "AWS::DevOpsGuru::ResourceCollection",
"Properties": {
"ResourceCollectionFil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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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CloudFormation": {
"StackNames": [
"StackA",
"StackB"
]
}

YAML
Resources:
MyResourceCollection:
Type: AWS::DevOpsGuru::ResourceCollection
Properties:
ResourceCollectionFilter:
CloudFormation:
StackNames:
- StackA
- StackB

계정의 모든 CloudFormation 스택을 사용하여 리소스 컬렉션 생성
JSON
{

}

"Resources": {
"MyResourceCollection": {
"Type": "AWS::DevOpsGuru::ResourceCollection",
"Properties": {
"ResourceCollectionFilter": {
"CloudFormation": {
"StackNames": [
"*"
]
}
}
}
}
}

YAML
Resources:
MyResourceCollection:
Type: AWS::DevOpsGuru::ResourceCollection
Properties:
ResourceCollectionFilter:
CloudFormation:
StackNames:
- "*"

AWS::DevOpsGuru::ResourceCollection CloudFormationCollectionFilter
AWS CloudFormation 스택에 대한 정보입니다. 최대 500개의 스택을 사용하여 계정에서 분석할 AWS 리소
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에서 스택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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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ackNames" : [ String, ... ]

YAML
StackNames:
- String

Properties
StackNames
CloudFormation 스택 이름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evOpsGuru::ResourceCollection ResourceCollectionFilter
DevOps Guru에서 비정상적인 동작을 분석하는 AWS 리소스를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필터에 대한 정보입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oudFormation" : CloudFormationCollectionFilter (p. 2234)

YAML
CloudFormation:
CloudFormationCollectionFilter (p. 2234)

Propertie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스택에 대한 정보입니다. 최대 500개의 스택을 사용하여 계정에서 분석할 AWS
리소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에서 스택을 참조하세
요.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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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loudFormationCollectionFilter (p. 223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Directory Servic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DirectoryService::MicrosoftAD (p. 2236)
• AWS::DirectoryService::SimpleAD (p. 2240)

AWS::DirectoryService::MicrosoftAD
AWS::DirectoryService::MicrosoftAD 리소스는 디렉터리 사용자 및 그룹이 자신의 기존 자격 증
명을 사용하여 AWS 및 AWS Management Console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AWS에 Microsoft
Active Directory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Directory Service 관리자 가이드에서 AWS Managed
Microsoft AD 섹션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irectoryService::MicrosoftAD",
"Properties" : {
"CreateAlias" : Boolean,
"Edition" : String,
"EnableSso" : Boolean,
"Name" : String,
"Password" : String,
"ShortName" : String,
"VpcSettings" : VpcSettings (p. 2239)
}

YAML
Type: AWS::DirectoryService::MicrosoftAD
Properties:
CreateAlias: Boolean
Edition: String
EnableSso: Boolean
Name: String
Password: String
ShortName: String
VpcSettings:
VpcSettings (p. 2239)

Properties
CreateAlias
디렉터리에 대한 별칭을 지정하고 별칭을 디렉터리에 할당합니다. 이 별칭은 해당 디렉터리에 대한
액세스 URL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예: http://<alias>.awsapps.com). 기본적으로 AWS
CloudFormation은 별칭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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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별칭이 생성된 후에는 삭제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작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만 사용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dition
AWS Managed Microsoft AD는 Standard 및 Enterprise의 2가지 에디션으로 제공됩니다. 기본값은
Enterpri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nterprise | Standar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ableSso
AWS에서 Microsoft Active Directory에 Single Sign-On을 사용할지 여부입니다. Single Sign-On은 디렉
터리의 사용자가 자격 증명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해당 디렉터리에 조인된 컴퓨터에서 특정 AWS
서비스에 액세스하도록 합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는 기본적으로 Single
Sign-On을 비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의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예: corp.example.com)입니다. 이 이
름은 VPC 내에서만 해석됩니다. 공개적으로 해석 가능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a-zA-Z0-9]+[\\.-])+([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ssword
이름이 Admin인 기본 관리자의 암호입니다.
관리자 계정의 암호를 변경해야 할 경우 AWS Directory Service API 참조에서 ResetUserPassword API
호출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8,64}$)((?=.*\d)(?=.*[A-Z])(?=.*[a-z])|(?=.*\d)(?=.*[^A-Zaz0-9\s])(?=.*[a-z])|(?=.*[^A-Za-z0-9\s])(?=.*[A-Z])(?=.*[a-z])|(?=.*\d)(?
=.*[A-Z])(?=.*[^A-Za-z0-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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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ShortName
도메인의 NetBIOS 이름입니다(예: CORP). NetBIOS 이름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Directory DNS의 첫 부
분으로 기본 설정됩니다. 에를 들어 디렉터리 DNS corp.example.com의 경우 CORP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cSettings
AWS에서 Microsoft AD 디렉터리 서버의 VPC 설정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VpcSettings (p. 223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입력하면 Ref는 해당 리소스 ID를 반환합니다.
다음 샘플에서 Ref 함수는 myDirectory 디렉터리의 ID(예: d-12345ab592)를 반환합니다.
{ "Ref": "myDirectory"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lias
디렉터리의 별칭입니다. 예: d-12373a053a 또는 alias4mydirectory-12345abcgmzsk(CreateAlias 속성을 true로 설정한 경우).
DnsIpAddresses
디렉터리의 DNS 서버에 대한 IP 주소([ "192.0.2.1", "192.0.2.2" ])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AWS에서 Microsoft Active Directory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DNS 이름은
corp.example.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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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Managed Microsoft AD 생성
JSON
"myDirectory" : {
"Type" : "AWS::DirectoryService::MicrosoftAD",
"Properties" : {
"Name" : "corp.example.com",
"Password" : { "Ref" : "MicrosoftADPW" },
"ShortName" : { "Ref" : "MicrosoftADShortName" },
"VpcSettings" : {
"SubnetIds" : [ { "Ref" : "subnetID1" }, { "Ref" : "subnetID2" } ],
"VpcId" : { "Ref" : "vpcID" }
}
}
}

YAML
myDirectory:
Type: AWS::DirectoryService::MicrosoftAD
Properties:
Name: "corp.example.com"
Password:
Ref: MicrosoftADPW
ShortName:
Ref: MicrosoftADShortName
VpcSettings:
SubnetIds:
- Ref: subnetID1
- Ref: subnetID2
VpcId:
Ref: vpcID

참고 항목
• AWS Directory Service 관리자 가이드의 AWS Managed Microsoft AD 시작하기.
• AWS Directory Service API 참조의 CreateMicrosoftAD.

AWS::DirectoryService::MicrosoftAD VpcSettings
CreateDirectory 또는 CreateMicrosoftAD 작업에 대한 VPC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ubnetIds" : [ String, ... ],
"VpcId" : String

YAML
Subnet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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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VpcId: String

Properties
SubnetIds
디렉터리 서버에 대한 서브넷의 식별자입니다. 두 서브넷은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AWS
Directory Service는 각 서브넷에 디렉터리 서버와 DNS 서버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Id
디렉터리를 만들 VPC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vpc-[0-9a-f]{8}|vpc-[0-9a-f]{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irectoryService::SimpleAD
AWS::DirectoryService::SimpleAD 리소스는 디렉터리 사용자 및 그룹이 기존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AWS Management Console 및 AWS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AWS에 AWS Directory Service
Simple Active Directory(Simple AD)를 지정합니다. Simple AD는 Microsoft Active Directory 호환 디렉터리입
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Directory Service 관리자 가이드에서 Simple Active Directory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irectoryService::SimpleAD",
"Properties" : {
"CreateAlias" : Boolean,
"Description" : String,
"EnableSso" : Boolean,
"Name" : String,
"Password" : String,
"ShortName" : String,
"Size" : String,
"VpcSettings" : VpcSettings (p. 2244)
}

YAML
Type: AWS::DirectoryService::SimpleAD
Properties:
CreateAlias: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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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String
EnableSso: Boolean
Name: String
Password: String
ShortName: String
Size: String
VpcSettings:
VpcSettings (p. 2244)

Properties
CreateAlias
true로 설정된 경우 디렉터리에 대한 별칭을 지정하고 별칭을 디렉터리에 할당합니다. 이 별칭은 해당
디렉터리에 대한 액세스 URL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예: http://<alias>.awsapps.com). 기본
적으로 이 속성은 false로 설정됩니다.

Important
별칭이 생성된 후에는 삭제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작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만 사용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디렉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28
Pattern: ^([a-zA-Z0-9_])[\\a-zA-Z0-9_@#%*+=:?./!\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ableSso
디렉터리에 대해 Single Sign-On을 활성화할지 여부입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는 기본적으로 Single Sign-On을 비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디렉터리를 위한 정규화된 이름(예: corp.example.com)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a-zA-Z0-9]+[\\.-])+([a-zA-Z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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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ssword
디렉터리 관리자의 암호입니다. 디렉터리 생성 프로세스에서는 사용자 이름 Administrator와 이 암
호를 사용하여 관리자 계정을 생성합니다.
관리자 계정의 암호를 변경해야 할 경우 AWS Directory Service API 참조에서 ResetUserPassword API
호출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8,64}$)((?=.*\d)(?=.*[A-Z])(?=.*[a-z])|(?=.*\d)(?=.*[^A-Zaz0-9\s])(?=.*[a-z])|(?=.*[^A-Za-z0-9\s])(?=.*[A-Z])(?=.*[a-z])|(?=.*\d)(?
=.*[A-Z])(?=.*[^A-Za-z0-9\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hortName
디렉터리의 NetBIOS 이름(예: CORP)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ize
디렉터리의 크기입니다. 유효한 값은 AWS Directory Service API 참조에서 CreateDirectory를 참조하세
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Large | Small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cSettings
작업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는 DirectoryVpcSettings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VpcSettings (p. 224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입력하면 Ref는 해당 리소스 ID를 반환합니다.
다음 샘플에서 Ref 함수는 myDirectory 디렉터리의 ID(예: d-1a2b3c4d5e)를 반환합니다.
{ "Ref": "myDirec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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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lias
디렉터리의 별칭입니다. 예: d-12373a053a 또는 alias4mydirectory-12345abcgmzsk(CreateAlias 속성을 true로 설정한 경우).
DnsIpAddresses
디렉터리의 DNS 서버에 대한 IP 주소([ "172.31.3.154", "172.31.63.203" ])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Simple AD 디렉터리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디렉터리 DNS 이름은 corp.example.com입
니다.

Simple AD 디렉터리 생성
JSON
"myDirectory" : {
"Type" : "AWS::DirectoryService::SimpleAD",
"Properties" : {
"Name" : "corp.example.com",
"Password" : { "Ref" : "SimpleADPW" },
"Size" : "Small",
"VpcSettings" : {
"SubnetIds" : [ { "Ref" : "subnetID1" }, { "Ref" : "subnetID2" } ],
"VpcId" : { "Ref" : "vpcID" }
}
}
}

YAML
myDirectory:
Type: AWS::DirectoryService::SimpleAD
Properties:
Name: "corp.example.com"
Password:
Ref: SimpleADPW
Size: "Small"
VpcSettings:
SubnetIds:
- Ref: subnetID1
- Ref: subnetID2
VpcId:
Ref: vpcID

참고 항목
• AWS Directory Service 관리자 가이드의 Simple AD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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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Directory Service API 참조의 CreateDirectory.

AWS::DirectoryService::SimpleAD VpcSettings
CreateDirectory 또는 CreateMicrosoftAD 작업에 대한 VPC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ubnetIds" : [ String, ... ],
"VpcId" : String

YAML
SubnetIds:
- String
VpcId: String

Properties
SubnetIds
디렉터리 서버에 대한 서브넷의 식별자입니다. 두 서브넷은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AWS
Directory Service는 각 서브넷에 디렉터리 서버와 DNS 서버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Id
디렉터리를 만들 VPC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vpc-[0-9a-f]{8}|vpc-[0-9a-f]{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
•
•

AWS::DMS::Certificate (p. 2245)
AWS::DMS::Endpoint (p. 2246)
AWS::DMS::EventSubscription (p. 2270)
AWS::DMS::ReplicationInstance (p. 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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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DMS::ReplicationSubnetGroup (p. 2278)
• AWS::DMS::ReplicationTask (p. 2280)

AWS::DMS::Certificate
AWS::DMS::Certificate 리소스는 AWS DMS 엔드포인트와 복제 인스턴스 간의 연결을 암호화하는
SSL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MS::Certificate",
"Properties" : {
"CertificateIdentifier" : String,
"CertificatePem" : String,
"CertificateWallet" : String
}

YAML
Type: AWS::DMS::Certificate
Properties:
CertificateIdentifier: String
CertificatePem: String
CertificateWallet: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Identifier
고객이 할당하는 인증서의 이름입니다. 식별자는 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ASCII 문자, 숫자 및 하이픈만
포함해야 합니다. 하이픈으로 끝나거나 2개 연속 하이픈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ertificatePem
X.509 인증서가 들어 있는 .pem 파일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ertificateWallet
SSL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가져온 Oracle Wallet 인증서의 위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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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인증서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ertificate test",
"Resources": {
"BasicCertificate": {
"Type": "AWS::DMS::Certificate",
"Properties": {
"CertificatePem": "-----BEGIN CERTIFICATE-----\n MIID/
DCCAuSgAwIBAgIBUDANBgkqhkiG9w0BAQsFADCBijELMAkGA1UEBhMCVVMx...mqfEEuC7uUoPofXdBp2ObQ==\n
-----END CERTIFICATE-----\n"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ertificate test"
Resources:
BasicCertificate:
Properties:
CertificatePem: |-----BEGIN CERTIFICATE----MIID/
DCCAuSgAwIBAgABCDEFgkqhkiG9w0BAQsFADCBijEXAMPLE1UEBhMCVVMx...mqfEEuC7uUoPofXdBp2ObQ==
-----END CERTIFICATE----Type: "AWS::DMS::Certificate"

참고 항목
•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API 참조의 ImportCertificate
•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

AWS::DMS::Endpoint
AWS::DMS::Endpoint 리소스는 AWS DMS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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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WS CloudFormation이 지원하는 유일한 엔드포인트 설정은 DynamoDBSettings,
ElasticSearchSettings 및 Neptune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MS::Endpoint",
"Properties" : {
"CertificateArn" : String,
"DatabaseName" : String,
"DocDbSettings" : DocDbSettings (p. 2254),
"DynamoDbSettings" : DynamoDbSettings (p. 2255),
"ElasticsearchSettings" : ElasticsearchSettings (p. 2256),
"EndpointIdentifier" : String,
"EndpointType" : String,
"EngineName" : String,
"ExtraConnectionAttributes" : String,
"IbmDb2Settings" : IbmDb2Settings (p. 2257),
"KafkaSettings" : KafkaSettings (p. 2257),
"KinesisSettings" : KinesisSettings (p. 2258),
"KmsKeyId" : String,
"MicrosoftSqlServerSettings" : MicrosoftSqlServerSettings (p. 2259),
"MongoDbSettings" : MongoDbSettings (p. 2260),
"MySqlSettings" : MySqlSettings (p. 2263),
"NeptuneSettings" : NeptuneSettings (p. 2263),
"OracleSettings" : OracleSettings (p. 2265),
"Password" : String,
"Port" : Integer,
"PostgreSqlSettings" : PostgreSqlSettings (p. 2266),
"RedshiftSettings" : RedshiftSettings (p. 2267),
"ResourceIdentifier" : String,
"S3Settings" : S3Settings (p. 2268),
"ServerName" : String,
"SslMode" : String,
"SybaseSettings" : SybaseSettings (p. 2269),
"Tags" : [ Tag, ... ],
"Username" : String
}

YAML
Type: AWS::DMS::Endpoint
Properties:
CertificateArn: String
DatabaseName: String
DocDbSettings:
DocDbSettings (p. 2254)
DynamoDbSettings:
DynamoDbSettings (p. 2255)
ElasticsearchSettings:
ElasticsearchSettings (p. 2256)
EndpointIdentifier: String
EndpointType: String
EngineName: String
ExtraConnectionAttributes: String
IbmDb2Settings:
IbmDb2Settings (p. 2257)
Kafka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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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kaSettings (p. 2257)
KinesisSettings:
KinesisSettings (p. 2258)
KmsKeyId: String
MicrosoftSqlServerSettings:
MicrosoftSqlServerSettings (p. 2259)
MongoDbSettings:
MongoDbSettings (p. 2260)
MySqlSettings:
MySqlSettings (p. 2263)
NeptuneSettings:
NeptuneSettings (p. 2263)
OracleSettings:
OracleSettings (p. 2265)
Password: String
Port: Integer
PostgreSqlSettings:
PostgreSqlSettings (p. 2266)
RedshiftSettings:
RedshiftSettings (p. 2267)
ResourceIdentifier: String
S3Settings:
S3Settings (p. 2268)
ServerName: String
SslMode: String
SybaseSettings:
SybaseSettings (p. 2269)
Tags:
- Tag
Username: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Arn
인증서에 대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Name
엔드포인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MySQL 소스 또는 대상 엔드포인트의 경우 DatabaseName을
지정하지 마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cDbSettings
소스 DocumentDB 엔드포인트에 대한 JSON 형식의 설정입니다. 사용 가능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사용 설명서에서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에 대한 대상으
로 DocumentDB 사용의 구성 속성 섹션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DocDbSettings (p. 225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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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Settings
대상 Amazon DynamoDB 엔드포인트에 대한 JSON 형식의 설정입니다. 사용 가능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사용 설명서에서 객체 매핑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DynamoDB로 마이그레이션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DynamoDbSettings (p. 2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lasticsearchSettings
대상 OpenSearch 엔드포인트에 대한 JSON 형식의 설정입니다. 사용 가능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사용 설명서에서 AWS DMS에 대한 대상으로 OpenSearch를 사용
할 경우 추가 연결 속성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ElasticsearchSettings (p. 2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pointIdentifier
데이터베이스 엔드포인트 식별자입니다. 식별자는 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ASCII 문자, 숫자 및 하이픈만
포함해야 합니다. 하이픈으로 끝나거나 하이픈이 2개 연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pointType
엔드포인트의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은 source 및 target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ource | targe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gineName
엔드포인트에 대한 엔진의 유형입니다. EndpointType 값에 따라 유효한 값은 "mysql", "oracle",
"postgres", "mariadb", "aurora", "aurora-postgresql", "opensearch", "redshift",
"s3", "db2", "azuredb", "sybase", "dynamodb", "mongodb", "kinesis", "kafka",
"elasticsearch", "docdb", "sqlserver" 및 "neptune"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traConnectionAttributes
연결과 연관된 추가 속성입니다. 각 속성은 등호(=)로 연결된 이름-값 페어로 지정됩니다. 여러 속성은
추가 공백 없이 세미콜론(;)으로 구분됩니다. 소스 또는 대상 엔드포인트 연결에 사용할 수 있는 속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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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사용 설명서에서 AWS DMS 엔드포인트 작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bmDb2Settings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bmDb2Settings (p. 225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afkaSettings
대상 Apache Kafka 엔드포인트에 대한 JSON 형식의 설정입니다. 사용 가능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사용 설명서에서 객체 매핑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Kafka 주제로 마
이그레이션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KafkaSettings (p. 225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inesisSettings
Amazon Kinesis Data Streams의 대상 엔드포인트에 대한 JSON 형식의 설정입니다. 사용 가능한 설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사용 설명서에서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에 대한 대상으로 Amazon Kinesis Data Streams 사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KinesisSettings (p. 225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KeyId
엔드포인트용 연결 파라미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AWS KMS 키 식별자입니다.
KmsKeyId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DMS가 기본 암호화 키를 사용합니다.
AWS KMS에서 AWS 계정에 대한 기본 암호화 키를 생성합니다. AWS 계정에는 각 AWS 리전마다 다른
기본 암호화 키가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icrosoftSqlServerSettings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icrosoftSqlServerSettings (p.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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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ngoDbSettings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ongoDbSettings (p. 22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ySqlSettings
소스 및 대상 MySQL 엔드포인트에 대한 JSON 형식의 설정입니다. 사용 가능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사용 설명서에서 MySQL을 AWS DMS의 소스로 사용 시 추가
연결 속성 및 MySQL 호환 데이터베이스를 AWS DMS의 대상으로 사용 시 추가 연결 속성을 참조하세
요.
Required: 아니요
Type: MySqlSettings (p. 22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ptuneSetting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NeptuneSettings (p. 22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acleSettings
소스 및 대상 Oracle 엔드포인트에 대한 JSON 형식의 설정입니다. 사용 가능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사용 설명서에서 Oracle을 AWS DMS의 소스로 사용 시 추가 연
결 속성 및 Oracle을 AWS DMS의 대상으로 사용 시 추가 연결 속성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OracleSettings (p. 226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ssword
엔드포인트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할 암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엔드포인트 데이터베이스가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225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DMS

PostgreSqlSettings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ostgreSqlSettings (p. 226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dshiftSettings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dshiftSettings (p. 226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Identifier
생성된 Endpoint 객체에서 반환되는 EndpointArn 응답 파라미터의 끝에 표시되는 응답 식별
자의 표시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의 값은 최대 31자일 수 있습니다. ASCII 문자, 숫자 및 하이픈
('-')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픈으로 끝나거나 두 개의 연속된 하이픈을 포함할 수 없으며
Example-App-ARN1과 같은 문자로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값에서는 EndpointArn
값 arn:aws:dms:eu-west-1:012345678901:rep:Example-App-ARN1이 나올 수 있습니다.
ResourceIdentifier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DMS가 EndpointArn의 끝에 표시할 기본 식별
자 값을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Settings
대상 Amazon S3 엔드포인트에 대한 JSON 형식의 설정입니다. 사용 가능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사용 설명서에서 AWS DMS에 대한 대상으로 Amazon S3를 사용할
경우 추가 연결 속성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S3Settings (p. 22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erName
엔드포인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서버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slMode
SSL 연결에 사용할 SSL(Secure Sockets Layer) 모드입니다. 기본값은 none입니다.

Note
engine_name이 S3로 설정된 경우 허용되는 유일한 값은 non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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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ne | require | verify-ca | verify-ful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ybaseSettings
소스 및 대상 SAP ASE 엔드포인트에 대한 JSON 형식의 설정입니다. 사용 가능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사용 설명서에서 SAP ASE를 AWS DMS의 소스로 사용 시 추
가 연결 속성 및 SAP ASE를 AWS DMS의 대상으로 사용 시 추가 연결 속성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SybaseSettings (p. 226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엔드포인트에 할당할 하나 이상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rname
엔드포인트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할 사용자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엔드포인트의 ARN.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ternalId
교차 계정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값입니다.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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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myBasicEndpoint": {
"Type": "AWS::DMS::Endpoint",
"Properties": {
"EngineName": "mysql",
"EndpointType": "source",
"Username": "username",
"Password": {
"Ref": "PasswordParameter"
},
"ServerName": "source.db.amazon.com",
"Port": 1234,
"DatabaseName": "source-db"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Endpoint test"
Resources:
BasicEndpoint:
Properties:
DatabaseName: my-db
EndpointType: target
EngineName: mysql
Password: PasswordParameter
Port: 1234
ServerName: server.db.amazon.com
Tags:
Key: type
Value: new
Username: username
Type: "AWS::DMS::Endpoint"

참고 항목
•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API 참조의 CreateEndpoint
•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

AWS::DMS::Endpoint DocDbSettings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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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retsManagerAccessRoleArn" : String,
"SecretsManagerSecretId" : String

YAML
SecretsManagerAccessRoleArn: String
SecretsManagerSecretId: String

Properties
SecretsManagerAccessRoleArn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sManagerSecretId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MS::Endpoint DynamoDbSettings
Amazon DynamoDB 대상 엔드포인트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rviceAccessRoleArn" : String

YAML
ServiceAccessRoleArn: String

Properties
ServiceAccessRoleArn
서비스에서 IAM 역할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역할은
iam:PassRole 작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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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MS::Endpoint ElasticsearchSettings
OpenSearch 엔드포인트를 정의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pointUri" : String,
"ErrorRetryDuration" : Integer,
"FullLoadErrorPercentage" : Integer,
"ServiceAccessRoleArn" : String

YAML
EndpointUri: String
ErrorRetryDuration: Integer
FullLoadErrorPercentage: Integer
ServiceAccessRoleArn: String

Properties
EndpointUri
OpenSearch 클러스터의 엔드포인트입니다. 전송 프로토콜(http/https)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AWS DMS
은(는) HTTPS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rrorRetryDuration
OpenSearch 클러스터에 대해 실패한 API 요청을 DMS가 재시도하는 최대 시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ullLoadErrorPercentage
전체 로드 작업을 중지하지 않아도 되는 쓰기 실패 허용 최대 레코드 비율입니다.
조기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이 카운터는 1000개의 레코드가 전송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OpenSearch에는 관찰 기간의 마지막 10분 동안 이루어지는 오류 모니터링 개념도 있습니다. 마지막 10
분 동안 모든 레코드 전송이 실패하면 전체 로드 작업이 중지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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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AccessRoleArn
서비스 액세스 IAM 역할에서 사용되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역할은 iam:PassRole 작업
을 허용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MS::Endpoint IbmDb2Settings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cretsManagerAccessRoleArn" : String,
"SecretsManagerSecretId" : String

YAML
SecretsManagerAccessRoleArn: String
SecretsManagerSecretId: String

Properties
SecretsManagerAccessRoleArn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sManagerSecretId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MS::Endpoint KafkaSettings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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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roker" : String,
"Topic" : String

YAML
Broker: String
Topic: String

Properties
Broker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ic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MS::Endpoint KinesisSettings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essageFormat" : String,
"ServiceAccessRoleArn" : String,
"StreamArn" : String

YAML
MessageFormat: String
ServiceAccessRoleArn: String
Stream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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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MessageFormat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json | json-unformatt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AccessRoleArn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Arn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MS::Endpoint MicrosoftSqlServerSettings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cretsManagerAccessRoleArn" : String,
"SecretsManagerSecretId" : String

YAML
SecretsManagerAccessRoleArn: String
SecretsManagerSecretId: String

Properties
SecretsManagerAccessRoleArn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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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sManagerSecretId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MS::Endpoint MongoDbSettings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hMechanism" : String,
"AuthSource" : String,
"AuthType" : String,
"DatabaseName" : String,
"DocsToInvestigate" : String,
"ExtractDocId" : String,
"NestingLevel" : String,
"Password" : String,
"Port" : Integer,
"SecretsManagerAccessRoleArn" : String,
"SecretsManagerSecretId" : String,
"ServerName" : String,
"Username" : String

YAML
AuthMechanism: String
AuthSource: String
AuthType: String
DatabaseName: String
DocsToInvestigate: String
ExtractDocId: String
NestingLevel: String
Password: String
Port: Integer
SecretsManagerAccessRoleArn: String
SecretsManagerSecretId: String
ServerName: String
Username: String

Properties
AuthMechanism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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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efault | mongodb_cr | scram_sha_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Source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Type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 | passwor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Name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csToInvestigate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tractDocId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stingLevel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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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ne | on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ssword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sManagerAccessRoleArn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sManagerSecretId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erName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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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DMS::Endpoint MySqlSettings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cretsManagerAccessRoleArn" : String,
"SecretsManagerSecretId" : String

YAML
SecretsManagerAccessRoleArn: String
SecretsManagerSecretId: String

Properties
SecretsManagerAccessRoleArn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sManagerSecretId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MS::Endpoint NeptuneSettings
Amazon Neptune 엔드포인트를 정의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rrorRetryDuration" : Integer,
"IamAuthEnabled" : Boolean,
"MaxFileSize" : Integer,
"MaxRetryCount" : Integer,
"S3BucketFolder"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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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BucketName" : String,
"ServiceAccessRoleArn" : String

YAML
ErrorRetryDuration: Integer
IamAuthEnabled: Boolean
MaxFileSize: Integer
MaxRetryCount: Integer
S3BucketFolder: String
S3BucketName: String
ServiceAccessRoleArn: String

Properties
ErrorRetryDuration
AWS DMS는 이 시간(밀리초) 동안 기다렸다가 마이그레이션된 그래프 데이터를 Neptune 대상 데이터
베이스에 대량 로드하고자 재시도한 다음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기본값은 25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amAuthEnabled
이 엔드포인트에 대해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권한 부여를 사용하려면 이 파라미
터를 true로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ServiceAccessRoleArn에서 지정한 서비스 역할에 적절한 IAM
정책 문서를 연결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FileSize
AWS DMS가 Neptune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대량으로 로드하기 전에 .csv 파일에 저장되어 있
던 마이그레이션된 그래프 데이터의 최대 크기(KB)입니다. 기본값은 1,048,576KB입니다. 대량 로드가
성공하면 AWS DMS가 해당 버킷을 지우고, 마이그레이션된 그래프 데이터의 다음 배치를 저장할 준비
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RetryCount
AWS DMS는 이 횟수만큼 Neptune 대상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된 그래프 데이터의 대량 로드를
재시도한 뒤에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기본값은 5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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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BucketFolder
AWS DMS가 S3BucketName으로 지정된 S3 버킷에 마이그레이션된 그래프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
할 폴더 경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BucketName
AWS DMS가 마이그레이션된 그래프 데이터를 Neptune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대량으로 로드하기 전
에 .csv 파일에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Amazon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AWS DMS는 SQL 소스 데이터
를 .csv 파일에 저장하기 전에 그래프 데이터에 매핑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AccessRoleArn
Neptune 대상 엔드포인트에 대해 생성한 서비스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Amazon Resource
Name)입니다. 역할은 iam:PassRole 작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Neptune에 대상으로 액세스하기 위한 IAM 서비스 역할 생
성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MS::Endpoint OracleSettings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cretsManagerAccessRoleArn" : String,
"SecretsManagerOracleAsmAccessRoleArn" : String,
"SecretsManagerOracleAsmSecretId" : String,
"SecretsManagerSecretId" : String

YAML
SecretsManagerAccessRoleArn: String
SecretsManagerOracleAsmAccessRoleArn: String
SecretsManagerOracleAsmSecretId: String
SecretsManagerSecretI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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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SecretsManagerAccessRoleArn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sManagerOracleAsmAccessRoleArn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sManagerOracleAsmSecretId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sManagerSecretId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MS::Endpoint PostgreSqlSettings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cretsManagerAccessRoleArn" : String,
"SecretsManagerSecretId" : String

YAML
SecretsManagerAccessRoleArn: String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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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sManagerSecretId: String

Properties
SecretsManagerAccessRoleArn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sManagerSecretId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MS::Endpoint RedshiftSettings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cretsManagerAccessRoleArn" : String,
"SecretsManagerSecretId" : String

YAML
SecretsManagerAccessRoleArn: String
SecretsManagerSecretId: String

Properties
SecretsManagerAccessRoleArn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sManagerSecretId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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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MS::Endpoint S3Settings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Folder" : String,
"BucketName" : String,
"CompressionType" : String,
"CsvDelimiter" : String,
"CsvRowDelimiter" : String,
"ExternalTableDefinition" : String,
"ServiceAccessRoleArn" : String

YAML
BucketFolder: String
BucketName: String
CompressionType: String
CsvDelimiter: String
CsvRowDelimiter: String
ExternalTableDefinition: String
ServiceAccessRoleArn: String

Properties
BucketFolder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cketName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pressionType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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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zip | non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svDelimiter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svRowDelimiter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ternalTableDefinition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AccessRoleArn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MS::Endpoint SybaseSettings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cretsManagerAccessRoleArn" : String,
"SecretsManagerSecret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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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SecretsManagerAccessRoleArn: String
SecretsManagerSecretId: String

Properties
SecretsManagerAccessRoleArn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sManagerSecretId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MS::EventSubscription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를 통해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받으
려면 AWS::DMS::EventSubscription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사용 설명서에서 AWS DMS 이벤트 알림 사용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M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 {
"Enabled" : Boolean,
"EventCategories" : [ String, ... ],
"SnsTopicArn" : String,
"SourceIds" : [ String, ... ],
"SourceType" : String,
"Subscription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DM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Enabled: Boolean
EventCategorie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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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TopicArn: String
SourceIds:
- String
SourceType: String
Subscription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Enabled
구독을 활성화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속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구독
을 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Categories
구독할 소스 유형에 대한 이벤트 범주 목록입니다. 이 속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모든 이벤트 범주에 대
한 알림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DMS 사용 설명서에서 이벤트 및 알림 작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sTopicArn
이벤트 알림을 위해 생성한 Amazon SNS 주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주제를 만들고 구
독하면 Amazon SNS에서 ARN이 생성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Ids
AWS DMS에서 알림 이벤트를 제공하는 식별자 목록입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모든 소스에 대해 알림이 제공됩니다.
값을 여러 개 지정할 경우 값의 형식이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ID를 지정한
경우 나머지 모든 값도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ID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Type
이벤트를 생성하는 AWS DMS 리소스의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복제 인스턴스에서 생성되는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받으려면 이 파라미터를 replication-instance로 설정합니다. 이 값을 지정하지 않으
면 모든 이벤트가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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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값: replication-instance | replication-task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scriptionName
AWS DMS 이벤트 알림 구독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255자 미만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이벤트 구독에 할당할 하나 이상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 "Ref": "myEventSubscription"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다음 코드 조각은 기존 복제 인스턴스 rep-instance-1에 대해 이벤트 구독을 생성하며, 동일한 템플릿의
다른 위치에서 선언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myEventSubscription": {
"Type": "AWS::DM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
"EventCategories": [
"configuration change",
"failure",
"deletion"
],
"SnsTopicArn": "arn:aws:sns:us-west-2:123456789012:example-topic",
"SourceIds": [
"rep-instan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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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SourceType": "replication-instance",
"Enabled": false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EventSubscription:
Properties:
Enabled: false
EventCategories:
- "configuration change"
- failure
- deletion
SnsTopicArn: "arn:aws:sns:us-west-2:123456789012:example-topic"
SourceIds:
- rep-instance-1
SourceType: replication-instance
Type: "AWS::DMS::EventSubscription"

참고 항목
•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API 참조의 CreateEventSubscription
•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

AWS::DMS::ReplicationInstance
AWS::DMS::ReplicationInstance 리소스는 AWS DMS 복제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DMS::ReplicationInstance",
"Properties" : {
"AllocatedStorage" : Integer,
"AllowMajorVersionUpgrade" : Boolean,
"AutoMinorVersionUpgrade" : Boolean,
"AvailabilityZone" : String,
"EngineVersion" : String,
"KmsKeyId" : String,
"MultiAZ" : Boolean,
"PreferredMaintenanceWindow" : String,
"PubliclyAccessible" : Boolean,
"ReplicationInstanceClass" : String,
"ReplicationInstanceIdentifier" : String,
"ReplicationSubnetGroupIdentifier" : String,
"ResourceIdentifier" : String,
"Tags" : [ Tag, ... ],
"VpcSecurityGroupIds" : [ Str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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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AWS::DMS::ReplicationInstance
Properties:
AllocatedStorage: Integer
AllowMajorVersionUpgrade: Boolean
AutoMinorVersionUpgrade: Boolean
AvailabilityZone: String
EngineVersion: String
KmsKeyId: String
MultiAZ: Boolean
PreferredMaintenanceWindow: String
PubliclyAccessible: Boolean
ReplicationInstanceClass: String
ReplicationInstanceIdentifier: String
ReplicationSubnetGroupIdentifier: String
ResourceIdentifier: String
Tags:
- Tag
VpcSecurityGroupIds:
- String

Properties
AllocatedStorage
초기에 복제 인스턴스에 할당할 스토리지의 양입니다(GB).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lowMajorVersionUpgrade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가 허용됨을 나타냅니다. 이 파라미터를 변경해도 중단되지 않으며, 변경은 비동
기적으로 최대한 빨리 적용됩니다.
복제 인스턴스의 현재 버전과 메이저 버전이 다른 EngineVersion 파라미터의 값을 지정하려면 이 파
라미터를 true로 설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oMinorVersionUpgrade
유지 관리 기간 동안 마이너 엔진 업그레이드가 복제 인스턴스에 자동으로 적용되는지 나타내는 값입니
다. 이 파라미터의 기본값은 true입니다.
기본값: tru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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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ilityZone
복제 인스턴스가 생성될 가용 영역입니다.
기본값은 엔드포인트의 에 있는 시스템에서 선택한 임의의 가용 영역입니다(예: us-east-1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gineVersion
복제 인스턴스의 엔진 버전 번호입니다.
복제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엔진 버전 번호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사용 가능한 최신 엔진 버전
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KeyId
복제 인스턴스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AWS KMS 키 식별자입니다.
KmsKeyId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DMS가 기본 암호화 키를 사용합니다.
AWS KMS에서 AWS 계정에 대한 기본 암호화 키를 생성합니다. AWS 계정에는 각 AWS 리전마다 다른
기본 암호화 키가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ultiAZ
복제 인스턴스가 다중 AZ 배포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Multi-AZ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한 경우
AvailabilityZone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erredMaintenanceWindow
시스템 유지 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주 단위 기간(UTC, 협정 세계시)입니다.
형식: ddd:hh24:mi-ddd:hh24:mi
기본값: AWS 리전마다 주중에 무작위로 8시간의 주기를 두고 선택한 30분의 기간입니다.
유효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제약: 최소 30분의 기간.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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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ubliclyAccessible
복제 인스턴스에 대한 액세스 가능성 옵션을 지정합니다. true 값은 퍼블릭 IP 주소가 있는 인스턴스를
나타냅니다. false 값은 프라이빗 IP 주소가 있는 인스턴스를 나타냅니다. 기본 값은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plicationInstanceClass
지정된 복제 인스턴스 클래스에 대해 정의된 복제 인스턴스의 컴퓨팅 및 메모리 용량입니다. 예를 들어,
인스턴스 클래스 dms.c4.large를 지정하려면 이 파라미터를 "dms.c4.large"로 설정합니다.
사용 가능한 복제 인스턴스 클래스의 설정 및 용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에 적합한 AWS
DMS 복제 인스턴스 선택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licationInstanceIdentifier
복제 인스턴 식별자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소문자 문자열로 저장됩니다.
제약 조건:
• 1~63자의 영숫자 또는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첫 번째 문자는 글자이어야 합니다.
• 하이픈으로 끝나거나 하이픈이 2개 연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 myrepinstanc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licationSubnetGroupIdentifier
복제 인스턴스에 연결할 서브넷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Identifier
생성된 Endpoint 객체에서 반환되는 EndpointArn 응답 파라미터의 끝에 표시되는 응답 식별
자의 표시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의 값은 최대 31자일 수 있습니다. ASCII 문자, 숫자 및 하이픈
('-')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픈으로 끝나거나 두 개의 연속된 하이픈을 포함할 수 없으며
Example-App-ARN1과 같은 문자로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값에서는 EndpointArn
값 arn:aws:dms:eu-west-1:012345678901:rep:Example-App-ARN1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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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Identifier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DMS가 EndpointArn의 끝에 표시할 기본 식별
자 값을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복제 인스턴스에 할당할 하나 이상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cSecurityGroupIds
복제 인스턴스에 사용할 VPC 보안 그룹을 지정합니다. VPC 보안 그룹은 복제 인스턴스가 포함된 VPC
를 사용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복제 인스턴스 ARN.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ReplicationInstancePrivateIpAddresses
복제 인스턴스에 대한 한 개 이상의 프라이빗 IP 주소입니다.
ReplicationInstancePublicIpAddresses
복제 인스턴스에 대한 한 개 이상의 퍼블릭 IP 주소입니다.

예제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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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BasicReplicationInstance": {
"Type": "AWS::DMS::ReplicationInstance",
"Properties": {
"ReplicationInstanceClass": "dms.t2.small"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BasicReplicationInstance:
Properties:
ReplicationInstanceClass: dms.t2.small
Type: "AWS::DMS::ReplicationInstance"

참고 항목
•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API 참조의 CreateReplicationInstance
•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

AWS::DMS::ReplicationSubnetGroup
AWS::DMS::ReplicationSubnetGroup 리소스는 AWS DMS 복제 서브넷 그룹을 생성합니다. 동일한 리
전에서 서로 다른 두 가용 영역에 있는 서브넷이 두 개 이상 서브넷 그룹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Note
dms-vpc-role IAM 역할이 아직 없으면 리소스 생성이 실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사용 설명서에서 AWS CLI 및 AWS DMS API에서 사용하는 IAM 역할
생성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MS::ReplicationSubnetGroup",
"Properties" : {
"ReplicationSubnetGroupDescription" : String,
"ReplicationSubnetGroupIdentifier" : String,
"SubnetIds" : [ String,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DMS::ReplicationSubnetGroup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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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icationSubnetGroupDescription: String
ReplicationSubnetGroupIdentifier: String
SubnetIds:
- String
Tags:
- Tag

Properties
ReplicationSubnetGroupDescription
서브넷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licationSubnetGroupIdentifier
복제 서브넷 그룹의 식별자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 고유한 ID를 생
성하고 식별자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s
서브넷 그룹에 할당할 하나 이상의 서브넷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서브넷 그룹에 할당할 하나 이상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복제 서브넷 그룹의 이름(예:
mystack-myrepsubnetgroup-0a12bc456789de0fg).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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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myReplicationSubnetGroup": {
"Type": "AWS::DMS::ReplicationSubnetGroup",
"Properties": {
"ReplicationSubnetGroupIdentifier": "identifier",
"ReplicationSubnetGroupDescription": "description",
"SubnetIds": [
"subnet-7b5b4112",
"subnet-7b5b4115"
],
"Tags": [
{
"Key": "String",
"Value": "String"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ReplicationSubnetGroup:
Properties:
ReplicationSubnetGroupDescription: description
ReplicationSubnetGroupIdentifier: identifier
SubnetIds:
- subnet-7b5b4112
- subnet-7b5b4115
Tags:
Key: String
Value: String
Type: "AWS::DMS::ReplicationSubnetGroup"

참고 항목
•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API 참조의 CreateReplicationSubnetGroup
•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

AWS::DMS::ReplicationTask
AWS::DMS::ReplicationTask 리소스는 AWS DMS 복제 작업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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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DMS::ReplicationTask",
"Properties" : {
"CdcStartPosition" : String,
"CdcStartTime" : Double,
"CdcStopPosition" : String,
"MigrationType" : String,
"ReplicationInstanceArn" : String,
"ReplicationTaskIdentifier" : String,
"ReplicationTaskSettings" : String,
"ResourceIdentifier" : String,
"SourceEndpointArn" : String,
"TableMappings" : String,
"Tags" : [ Tag, ... ],
"TargetEndpointArn" : String,
"TaskData" : String
}

YAML
Type: AWS::DMS::ReplicationTask
Properties:
CdcStartPosition: String
CdcStartTime: Double
CdcStopPosition: String
MigrationType: String
ReplicationInstanceArn: String
ReplicationTaskIdentifier: String
ReplicationTaskSettings: String
ResourceIdentifier: String
SourceEndpointArn: String
TableMappings: String
Tags:
- Tag
TargetEndpointArn: String
TaskData: String

Properties
CdcStartPosition
변경 데이터 캡처(CDC) 작업을 시작할 시점을 나타냅니다. CdcStartPosition 또는 CdcStartTime을 사용
하여 CDC 작업을 시작할 시점을 지정합니다. 두 값을 모두 지정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값은 날짜, 체크포인트 또는 LSN/SCN 형식일 수 있습니다.
날짜 예: --cdc-start-position “2018-03-08T12:12:12”
체크포인트 예: --cdc-start-position "checkpoint:V1#27#mysql-binchangelog.157832:1975:-1:2002:677883278264080:mysql-bin-changelog.157832:1876#0#0#*#0#93"
LSN 예: --cdc-start-position “mysql-bin-changelog.000024:373”

Note
소스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이 작업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논리적 복제 슬롯이 이
미 생성되어 소스 엔드포인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slotName 추가 연결 속성을 이 논
리적 복제 슬롯의 이름으로 설정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ostgreSQL을
AWS DMS용 소스로 사용할 때 추가 연결 속성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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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dcStartTime
CDC(변경 데이터 캡처) 작업의 시작 시간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dcStopPosition
변경 데이터 캡처(CDC) 작업을 중지할 시점을 나타냅니다. 이 값은 서버 시간 또는 커밋 시간일 수 있습
니다.
서버 시간 예: --cdc-stop-position “server_time:2018-02-09T12:12:12”
커밋 시간 예: --cdc-stop-position “commit_time: 2018-02-09T12:12:12 “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grationType
마이그레이션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 full-load | cdc | full-load-and-cdc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dc | full-load | full-load-and-cd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licationInstanceArn
복제 인스턴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plicationTaskIdentifier
복제 작업의 식별자입니다.
제약 조건:
• 1~255자의 영숫자 또는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첫 번째 문자는 글자이어야 합니다.
• 하이픈으로 끝나거나 하이픈이 2개 연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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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licationTaskSettings
작업의 전체 설정(JSON 형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사용 설명서에서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태스크에 대한 태스크 설정 지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Identifier
생성된 Endpoint 객체에서 반환되는 EndpointArn 응답 파라미터의 끝에 표시되는 응답 식별
자의 표시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의 값은 최대 31자일 수 있습니다. ASCII 문자, 숫자 및 하이픈
('-')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픈으로 끝나거나 두 개의 연속된 하이픈을 포함할 수 없으며
Example-App-ARN1과 같은 문자로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값에서는 EndpointArn
값 arn:aws:dms:eu-west-1:012345678901:rep:Example-App-ARN1이 나올 수 있습니다.
ResourceIdentifier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DMS가 EndpointArn의 끝에 표시할 기본 식별
자 값을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EndpointArn
소스 엔드포인트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bleMappings
작업의 테이블 매핑(JSON 형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사용 설명서에
서 태스크 설정을 지정하기 위한 테이블 매핑 사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복제 작업에 할당할 하나 이상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rgetEndpointArn
대상 엔드포인트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API 버전 2010-05-15
228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DMS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skData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복제 작업 ARN.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myReplicationTask": {
"Type": "AWS::DMS::ReplicationTask",
"Properties": {
"SourceEndpointArn": 11,
"TargetEndpointArn": "12ff",
"ReplicationInstanceArn": "ert1",
"MigrationType": "full-load",
"TableMappings": "{ \"rules\": [ { \"rule-type\": \"selection\", \"rule-id
\": \"1\", \"rule-name\": \"1\", \"object-locator\": { \"schema-name\": \"%\", \"table-name
\": \"%\" }, \"rule-action\": \"include\" } ]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ReplicationTask:
Properties:
MigrationType: full-load
ReplicationInstanceArn: ReplicationInstance
SourceEndpointArn: SourceEndpoint
TableMappings: "{ \"rules\": [ { \"rule-type\": \"selection\", \"rule-id\": \"1\",
\"rule-name\": \"1\", \"object-locator\": { \"schema-name\": \"%\", \"table-name\": \"%
\" }, \"rule-action\": \"include\" } ] }"
TargetEndpointArn: TargetEndpoint
Type: "AWS::DMS::Replication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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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API 참조의 CreateReplicationTask
•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

Amazon DocumentDB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DocDB::DBCluster (p. 2285)
• AWS::DocDB::DBClusterParameterGroup (p. 2291)
• AWS::DocDB::DBInstance (p. 2294)
• AWS::DocDB::DBSubnetGroup (p. 2297)

AWS::DocDB::DBCluster
AWS::DocDB::DBCluster Amazon DocumentDB (with MongoDB compatibility) 리소스는 DBCluster를 지
정합니다. Amazon DocumentDB는 완전 관리형의 MongoDB 호환 문서 데이터베이스 엔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ocumentDB 개발자 안내서에서 DBCluster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ocDB::DBCluster",
"Properties" : {
"AvailabilityZones" : [ String, ... ],
"BackupRetentionPeriod" : Integer,
"DBClusterIdentifier" : String,
"DBClusterParameterGroupName" : String,
"DBSubnetGroupName" : String,
"DeletionProtection" : Boolean,
"EnableCloudwatchLogsExports" : [ String, ... ],
"EngineVersion" : String,
"KmsKeyId" : String,
"MasterUsername" : String,
"MasterUserPassword" : String,
"Port" : Integer,
"PreferredBackupWindow" : String,
"PreferredMaintenanceWindow" : String,
"SnapshotIdentifier" : String,
"StorageEncrypted" : Boolean,
"Tags" : [ Tag, ... ],
"VpcSecurityGroupIds" : [ String, ... ]
}

YAML
Type: AWS::DocDB::DBCluster
Properties:
Availability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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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BackupRetentionPeriod: Integer
DBClusterIdentifier: String
DBClusterParameterGroupName: String
DBSubnetGroupName: String
DeletionProtection: Boolean
EnableCloudwatchLogsExports:
- String
EngineVersion: String
KmsKeyId: String
MasterUsername: String
MasterUserPassword: String
Port: Integer
PreferredBackupWindow: String
PreferredMaintenanceWindow: String
SnapshotIdentifier: String
StorageEncrypted: Boolean
Tags:
- Tag
VpcSecurityGroupIds:
- String

Properties
AvailabilityZones
클러스터의 인스턴스가 생성될 수 있는 Amazon EC2 가용 영역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ackupRetentionPeriod
자동 백업이 보관되는 일수입니다. 1 이상의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본값: 1
제약 조건:
• 1~35의 값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BClusterIdentifier
클러스터 식별자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소문자 문자열로 저장됩니다.
제약 조건:
• 1~63자의 문자, 숫자 또는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첫 번째 자리는 문자여야 합니다.
• 하이픈으로 끝나거나 하이픈이 2개 연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 my-cluster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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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DBClusterParameterGroupName
이 클러스터와 연결할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BSubnetGroupName
이 클러스터와 연결할 서브넷 그룹입니다.
제약: 기존의 DBSubnetGroup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기본값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 mySubnetgroup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letionProtection
클러스터가 실수로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 항목을 활성화하면 클러스터를 수정하고
DeletionProtection을 비활성화하지 않는 한 클러스터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CloudwatchLogsExports
Amazon CloudWatch Logs로 내보내기 위해 활성화해야 하는 로그 유형의 목록입니다. 감사 로그 또
는 프로파일러 로그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ocumentDB 이벤트 감사 및
Amazon DocumentDB 작업 프로파일링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gineVersion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버전 번호입니다. --engine-version은 기본적으로 최신 메이저 엔진 버
전으로 설정됩니다. 프로덕션 워크로드의 경우 이 매개 변수를 의도한 주요 엔진 버전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msKeyId
암호화된 클러스터의 AWS KMS 키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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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KMS 키 식별자는 AWS KMS 암호화 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새 클러스터를 암호
화하는 데 사용되는 AWS KMS 암호화 키를 소유한 것과 동일한 AWS 계정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생성
하는 경우 AWS KMS 암호화 키의 ARN 대신 AWS KMS 키 별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msKeyId에 암호화 키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StorageEncrypted 파라미터가 true인 경우 Amazon DocumentDB는 기본 암호화 키를 사용합니
다.
AWS KMS에서 AWS 계정에 대한 기본 암호화 키를 생성합니다. AWS 계정에는 각 AWS 리전마다 다른
기본 암호화 키가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sterUsername
클러스터의 마스터 사용자 이름입니다.
제약 조건:
• 1~63자의 문자 또는 숫자여야 합니다.
• 첫 번째 자리는 문자여야 합니다.
•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sterUserPassword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암호입니다. 이 암호에는 슬래시(/), 큰따옴표(") 또는 ‘at’ 기호(@)를 제외
한 인쇄 가능 ASCII 문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약: 8~100자여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수신 대기하는 포트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erredBackupWindow
BackupRetentionPeriod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자동 백업을 활성화한 경우, 자동 백업이 생성되는 일
일 시간 범위입니다.
기본값은 AWS 리전별로 8시간의 시간 블록 중 임의로 선택한 30분의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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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조건:
• hh24:mi-hh24:mi 형식이어야 합니다.
• 협정 세계시(UTC)여야 합니다.
• 원하는 유지 관리 기간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 3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erredMaintenanceWindow
시스템 유지 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주 단위 기간(UTC, 협정 세계시)입니다.
형식: ddd:hh24:mi-ddd:hh24:mi
기본값은 AWS 리전별로 8시간의 시간 블록 중 임의로 선택한 30분의 기간이며, 발생하는 요일은 무작
위입니다.
유효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제약: 최소 30분의 기간.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apshotIdentifier
복원에 사용할 스냅샷 또는 클러스터 스냅샷의 식별자입니다.
이름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스냅샷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냅
샷을 지정할 때는 ARN만 사용해야 합니다.
제약 조건:
• 기존 스냅샷의 식별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orageEncrypted
클러스터의 암호화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클러스터에 할당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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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SecurityGroupIds
이 클러스터와 연결할 EC2 VPC 보안 그룹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mycluster 같은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DBClusterIdentifier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lusterResourceId
클러스터에 대한 리소스 ID입니다(예: cluster-ABCD1234EFGH5678IJKL90MNOP). 클러스터 ID는 클
러스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며, IAM 인증 정책 등에 사용됩니다.
Endpoint
클러스터에 대한 연결 엔드포인트입니다(예: sample-cluster.cluster-cozrlsfrcjoc.useast-1.docdb.amazonaws.com).
Port
클러스터에서 연결을 허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예: 27017.
ReadEndpoint
클러스터에 대한 리더 엔드포인트입니다. 예: sample-cluster.cluster-ro-cozrlsfrcjoc.useast-1.docdb.amazonaws.com.

예제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Resources" : {
"myDBInstance" : {
"Type" : "AWS::DocDB::DB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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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perties" : {
"BackupRetentionPeriod" : 8,
"DBClusterIdentifier" : "sample-cluster",
"DBClusterParameterGroupName" : "default.docdb3.6",
"DBSubnetGroupName" : "default",
"KmsKeyId" : "your-kms-key-id",
"MasterUsername" : "your-master-username",
"MasterUserPassword" : "your-master-user-password",
"Port" : "27017",
"PreferredBackupWindow" : "07:34-08:04",
"PreferredMaintenanceWindow" : "sat:04:51-sat:05:21",
"SnapshotIdentifier" : "sample-cluster-snapshot-id",
"StorageEncrypted" : true,
"Tags" : [ {"Key" : "String", "Value" : "String"}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DBInstance:
Type: "AWS::DocDB::DBCluster"
Properties:
BackupRetentionPeriod : 8
DBClusterIdentifier : "sample-cluster"
DBClusterParameterGroupName : "default.docdb3.6"
DBSubnetGroupName : "default"
KmsKeyId : "your-kms-key-id"
MasterUsername : "your-master-username"
MasterUserPassword : "your-master-user-password"
Port : "27017"
PreferredBackupWindow : "07:34-08:04"
PreferredMaintenanceWindow : "sat:04:51-sat:05:21"
SnapshotIdentifier : "sample-cluster-snapshot-id"
StorageEncrypted : true
Tags:
Key: "String"
Value: "String"

참고 항목
• DBCluster
• CreateDBCluster
• DeleteDBCluster
• DescribeDBClusters
• ModifyDBCluster

AWS::DocDB::DBClusterParameterGroup
AWS::DocDB::DBClusterParameterGroup Amazon DocumentDB (with MongoDB compatibility) 리소
스는 DBClusterParameterGroup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ocumentDB 개발자 안내서에서
DBClusterParameterGroup을 참조하세요.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의 파라미터는 클러스터의 모든 인스턴스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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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은 클러스터의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기본 파라미터
로 생성됩니다. 원하는 파라미터에 사용자 지정 값을 입력하려면 그룹을 생성한 뒤 그룹을 수정해야 합니다.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한 뒤에는 클러스터와 연결해야 합니다. 새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 및 연
결된 설정을 적용하려면 장애 조치 없이 클러스터의 DB 인스턴스를 재부팅해야 합니다.

Important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한 후 해당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을 기본 파라미터 그룹으로 사용
하는 첫 번째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전에 5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
이 기본값으로 새 클러스터에 사용되기 전에 Amazon DocumentDB에서 생성 작업을 완전히 마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character_set_database 파라미터로 정의한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문
자 세트 등 클러스터의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의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ocDB::DBClusterParameterGroup",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Family" : String,
"Name" : String,
"Parameters" : Json,
"Tags" : [ Tag, ... ]
}

YAML
Type: AWS::DocDB::DBClusterParameterGroup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Family: String
Name: String
Parameters: Json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amily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 패밀리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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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의 이름입니다.
제약 조건:
• 기존의 DBClusterParameterGroup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Note
이 값은 소문자 문자열로 저장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rameters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의 파라미터 목록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에 할당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DBClusterParameterGroup의 이름
(예: sample-db-cluster-param-group)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JSON
{

"Type" : "AWS::DocDB::DBClusterParameterGroup",
"Properties" : {
"Description" : "description",
"Family" : "docdb3.6",
"Name" : "sampleParameter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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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ameters" : [
"audit_logs": "disabled",
"tls": "enabled",
"ttl_monitor": "enabled"
],
"Tags" : [{ "Key": "String","Value": "String" }]

YAML
Type: "AWS::DocDB::DBClusterParameterGroup"
Properties:
Description: "description"
Family: "docdb3.6"
Name: "sampleParameterGroup"
Parameters:
audit_logs: "disabled"
tls: "enabled"
ttl_monitor: "enabled"
Tags:
Key: "String"
Value: "String"

참고 항목
• DBClusterParameterGroup
• CreateDBClusterParameterGroup
• DeleteDBClusterParameterGroup
• DescribeDBClusterParameterGroups
• ModifyDBClusterParameterGroup

AWS::DocDB::DBInstance
AWS::DocDB::DBInstance Amazon DocumentDB (with MongoDB compatibility) 리소스는 DBInstance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ocumentDB 개발자 안내서에서 DBInstance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ocDB::DBInstance",
"Properties" : {
"AutoMinorVersionUpgrade" : Boolean,
"AvailabilityZone" : String,
"DBClusterIdentifier" : String,
"DBInstanceClass" : String,
"DBInstanceIdentifier" : String,
"PreferredMaintenanceWindow" : String,
"Tags" : [ Ta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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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DocDB::DBInstance
Properties:
AutoMinorVersionUpgrade: Boolean
AvailabilityZone: String
DBClusterIdentifier: String
DBInstanceClass: String
DBInstanceIdentifier: String
PreferredMaintenanceWindow: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utoMinorVersionUpgrade
이 파라미터는 Amazon DocumentDB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mazon DocumentDB는 값 세트에 관계없
이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기본값: fals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vailabilityZone
인스턴스가 생성된 Amazon EC2 가용 영역입니다.
기본: 엔드포인트의 AWS 리전에서 시스템이 선택한 임의의 가용 영역입니다.
예: us-east-1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BClusterIdentifier
인스턴스가 속하게 될 클러스터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BInstanceClass
인스턴스의 컴퓨팅 및 메모리 용량입니다(예: db.m4.large). 인스턴스의 클래스를 변경하는 경우 클러
스터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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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InstanceIdentifier
인스턴스 식별자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소문자 문자열로 저장됩니다.
제약 조건:
• 1~63자의 문자, 숫자 또는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첫 번째 자리는 문자여야 합니다.
• 하이픈으로 끝나거나 하이픈이 2개 연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 mydbinstanc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eferredMaintenanceWindow
시스템 유지 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주 단위의 시간 범위(UTC, 협정 세계시)입니다.
형식: ddd:hh24:mi-ddd:hh24:mi
기본값은 AWS 리전별로 8시간의 시간 블록 중 임의로 선택한 30분의 기간이며, 발생하는 요일은 무작
위입니다.
유효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제약: 최소 30분의 기간.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인스턴스에 할당할 태그입니다. 하나의 인스턴스에 최대 10개의 태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DBInstance의 이름(예: samplecluster-instance)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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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point
인스턴스에 대한 연결 엔드포인트입니다. 예: sample-cluster.cluster-abcdefghijkl.useast-1.docdb.amazonaws.com.
Port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을 허용하는 포트 번호(예: 27017)입니다.

예제

JSON
{

}

"Type" : "AWS::DocDB::DBInstance",
"Properties" : {
"AutoMinorVersionUpgrade" : true,
"AvailabilityZone" : "us-east-1c",
"DBClusterIdentifier" : "sample-cluster",
"DBInstanceClass" : "db.r5.large",
"DBInstanceIdentifier" : "sample-cluster-instance-0",
"PreferredMaintenanceWindow" : "sat:06:54-sat:07:24",
"Tags" : [{ "Key": "String","Value": "String" }]
}

YAML
Type: "AWS::DocDB::DBInstance"
Properties:
AutoMinorVersionUpgrade: true
AvailabilityZone: "us-east-1c"
DBClusterIdentifier: "sample-cluster"
DBInstanceClass: "db.r5.large"
DBInstanceIdentifier: "sample-cluster-instance-0"
PreferredMaintenanceWindow: "sat:06:54-sat:07:24"
Tags:
Key: "String"
Value: "String"

참고 항목
• DBInstance
• CreateDBInstance
• DeleteDBInstance
• DescribeDBInstances
• ModifyDBInstance

AWS::DocDB::DBSubnetGroup
AWS::DocDB::DBSubnetGroup Amazon DocumentDB (with MongoDB compatibility) 리소스는
DBSubnetGroup을 설명합니다. 서브넷 그룹에는 AWS Region의 가용 영역 2개 이상에 있는 서브넷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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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ocumentDB 개발자 안내서에서 DBSubnetGroup을 참조
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ocDB::DBSubnetGroup",
"Properties" : {
"DBSubnetGroupDescription" : String,
"DBSubnetGroupName" : String,
"SubnetIds" : [ String,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DocDB::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String
DBSubnetGroupName: String
SubnetIds:
-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서브넷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BSubnetGroupName
서브넷 그룹의 이름입니다. 이 값은 소문자 문자열로 저장됩니다.
제약: 255자 이하의 문자, 숫자, 마침표, 밑줄, 공백 또는 하이픈만 포함해야 합니다. 기본값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 mySubnetgroup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s
서브넷 그룹의 Amazon EC2 서브넷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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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서브넷 그룹에 할당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DBSubnetGroup의 이름(예:
default)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Resources" : {
"myDBSubnetGroup" : {
"Type" : "AWS::DocDB::DBSubnetGroup",
"Properties" : {
"DBSubnetGroupDescription" : "description",
"SubnetIds" : [ "subnet-7b5b4112", "subnet-7b5b4115" ],
"Tags" : [ {"Key" : "String", "Value" : "String"}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DBSubnetGroup:
Type: "AWS::DocDB::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description"
SubnetIds:
- "subnet-7b5b4112"
- "subnet-7b5b4115"
Tags:
Key: "String"
Valu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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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서브넷
• DBSubnetGroup
• CreateDBSubnetGroup
• DeleteDBSubnetGroup
• DescribeDBSubnetGroups
• ModifyDBSubnetGroup

Amazon DynamoDB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DynamoDB::GlobalTable (p. 2300)
• AWS::DynamoDB::Table (p. 2322)

AWS::DynamoDB::GlobalTable
AWS::DynamoDB::GlobalTable 리소스를 사용하여 버전 2019.11.21 전역 테이블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
습니다. 이 리소스는 버전 2017.11.29 전역 테이블을 만들거나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Important
템플릿에서 유형을 변경하여 AWS::DynamoDB::Table 유형의 리소스를
AWS::DynamoDB::GlobalTable 유형의 리소스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DynamoDB
테이블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DynamoDB 전역 테이블 작업을 할 때 다음 동작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스택 작업을 실행하는 IAM 보안 주체는 사용자가 전역 테이블 복제본을 보유하려는 모든 리전에서 아래에
나열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IAM 보안 주체의 권한에는 IP 소스 주소에 따른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일부 전역 테이블 작업(예: 복제본 추가)은 비동기식이며, 완료될 때까지 IAM 보안 주체가 유효해야 합니
다. CloudFormation이 스택 업데이트를 마칠 때까지 보안 주체(사용자 또는 IAM 역할)를 삭제해서는 안 됩
니다.
• dynamodb:CreateTable
• dynamodb:UpdateTable
• dynamodb:DeleteTable
• dynamodb:DescribeContinuousBackups
• dynamodb:DescribeContributorInsights
• dynamodb:DescribeTable
• dynamodb:DescribeTableReplicaAutoScaling
• dynamodb:DescribeTimeToLive
• dynamodb:ListTables
• dynamodb:UpdateTimeToLive
• dynamodb:UpdateContributorInsights
• dynamodb:UpdateContinuousBackups
• dynamodb:ListTagsOfResource
• dynamodb:TagResource
• dynamodb:Untag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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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namodb:BatchWriteItem
• dynamodb:CreateTableReplica
• dynamodb:DeleteItem
• dynamodb:DeleteTableReplica
• dynamodb:DisableKinesisStreamingDestination
• dynamodb:EnableKinesisStreamingDestination
• dynamodb:GetItem
• dynamodb:PutItem
• dynamodb:Query
• dynamodb:Scan
• dynamodb:UpdateItem
• dynamodb:DescribeTableReplicaAutoScaling
• dynamodb:UpdateTableReplicaAutoScaling
• iam:CreateServiceLinkedRole
• kms:CreateGrant
• kms:DescribeKey
• application-autoscaling:DeleteScalingPolicy
• application-autoscaling:DeleteScheduledAction
• application-autoscaling:DeregisterScalableTarget
• application-autoscaling:DescribeScalingPolicies
• application-autoscaling:DescribeScalableTargets
• application-autoscaling:PutScalingPolicy
• application-autoscaling:PutScheduledAction
• application-autoscaling:RegisterScalableTarget
• 프로비저닝된 결제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CloudFormation은 각 복제본에 Auto Scaling 정책을 생성하여
쓰기 용량을 제어합니다. Write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속성을 사용하여 이 정책을 구성
해야 합니다. CloudFormation은 모든 복제본이 동일한 쓰기 용량 Auto Scaling 속성을 갖도록 합니다. 전역
테이블의 쓰기 용량 값은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없습니다.
• 테이블에서 프로비저닝된 용량을 사용하는 경우, AWS::DynamoDB::GlobalTable
리소스에서 직접 Auto Scaling을 구성해야 합니다. API를 통해 또
는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또는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을(를) 통해 테이블 복제본 또는 전역 보조 인덱
스에 대한 추가 Auto Scaling 정책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동작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AWS CloudFormation에서 각 전역 테이블은 복제본 수에 관계없이 단일 리전의 단일 스택에 의해 제어
됩니다. 템플릿을 배포할 때 CloudFormation은 단일 스택 작업의 일부로 모든 복제본을 생성/업데이트
합니다. 여러 리전에 동일한 AWS::DynamoDB::GlobalTable 리소스를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류가 발생하고 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을 여러 리전에 배포하는 경우, 조
건을 사용하여 단일 리전에서만 리소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애플리케이션 스택과 별도로 스택에서
AWS::DynamoDB::GlobalTable 리소스를 정의하도록 선택하고 단일 리전에만 배포되도록 할 수 있습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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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DynamoDB::GlobalTable",
"Properties" : {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Definition (p. 2305), ... ],
"BillingMode" : String,
"GlobalSecondaryIndexes" : [ GlobalSecondaryIndex (p. 2308), ... ],
"KeySchema" : [ KeySchema (p. 2310), ... ],
"LocalSecondaryIndexes" : [ LocalSecondaryIndex (p. 2311), ... ],
"Replicas" : [ ReplicaSpecification (p. 2315), ... ],
"SSESpecification" : SSESpecification (p. 2318),
"StreamSpecification" : StreamSpecification (p. 2318),
"TableName" : String,
"TimeToLiveSpecification" : TimeToLiveSpecification (p. 2320),
"Write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 Write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p. 2321)
}

YAML
Type: AWS::DynamoDB::GlobalTable
Properties: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Definition (p. 2305)
BillingMode: String
GlobalSecondaryIndexes:
- GlobalSecondaryIndex (p. 2308)
KeySchema:
- KeySchema (p. 2310)
LocalSecondaryIndexes:
- LocalSecondaryIndex (p. 2311)
Replicas:
- ReplicaSpecification (p. 2315)
SSESpecification:
SSESpecification (p. 2318)
StreamSpecification:
StreamSpecification (p. 2318)
TableName: String
TimeToLiveSpecification:
TimeToLiveSpecification (p. 2320)
Write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Write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p. 2321)

Properties
AttributeDefinitions
전역 테이블 및 인덱스에 대한 키 스키마를 설명하는 속성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AttributeDefinition (p. 230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illingMode
읽기 및 쓰기 처리량에 대한 청구 방법과 용량 관리 방법을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Y_PER_REQUEST
• PROVISIONED
전역 테이블의 모든 복제본에는 동일한 결제 모드가 있습니다. PROVISIONED 결제 모드를 사용하는 경
우, Write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속성을 통해 Auto Scaling 구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속성의 기본값은 PROVISION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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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PAY_PER_REQUEST | PROVISION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lobalSecondaryIndexes
전역 테이블에서 생성될 전역 보조 인덱스입니다. 최대 20개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
다. 전역 테이블의 각 복제본에는 동일한 전역 보조 인덱스 설정이 있습니다. 단일 스택 작업에서는 하나
의 전역 보조 인덱스만 만들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백필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CloudFormation은 인덱스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
습니다. 스택 작업이 롤백되면 CloudFormation이 추가된 인덱스를 삭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덱스를 수동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lobalSecondaryIndex (p. 230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Schema
테이블의 기본 키를 구성하는 속성을 지정합니다. KeySchema 속성의 속성을
AttributeDefinitions 속성에도 정의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KeySchema (p. 2310) 목록 (p. 231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calSecondaryIndexes
테이블에서 생성될 로컬 보조 인덱스입니다. 최대 5개 로컬 보조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 인덱
스의 범위는 해당 해시 키 값으로 지정됩니다. 각 해시 키의 크기는 최대 10기가바이트입니다. 전역 테이
블의 각 복제본에는 동일한 로컬 보조 인덱스 설정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calSecondaryIndex (p. 2311)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plicas
전역 테이블에 대한 복제본 목록을 지정합니다. 목록에는 전역 테이블을 정의하는 스택이 배포되는 리전
인 하나 이상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us-east-1에 배포된 스택에서 테이블을 정의하는
경우 us-east-1 리전이 있는 Replicas에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스택 리전에서는 복제본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Important
빈 테이블의 경우 복제본을 추가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고, 큰 테이블의 경우 몇 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복제본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려면 해당 변경 사항만 포함된 UpdateStack
작업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데이트하는 동안 복제본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다른 리소스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것
이 좋습니다. 스택이 업데이트되지 않고 새 복제본을 추가하는 동안 롤백되는 경우 복제본을 수
동으로 삭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두 개의 복제본이 포함된 새 전역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생성 후 복제본을 추가하거
나 제거할 수 있지만 각 업데이트에서 단일 복제본만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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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ReplicaSpecification (p. 231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SESpecification
서버 측 암호화를 활성화하도록 설정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모든 복제본에 적용됩니다. 고객 관리형
KMS 키를 사용하려는 경우, ReplicaSpecification.ReplicaSSESpecification 속성을 사용하
여 각 복제본에 대한 키를 제공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SESpecification (p. 231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Specification
전역 테이블의 스트림 설정을 지정합니다. 전역 테이블에 둘 이상의 복제본이 있는 경우 이 속성의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역 테이블에 복제본이 하나만 있는 경우 스트림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eamSpecification (p. 231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Name
전역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 고유의 물리적 ID를 생
성하여 테이블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형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
의 또는 전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바꿔야 한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255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imeToLiveSpecification
테이블에 대한 TTL(Time to Live) 설정을 지정합니다. 이 설정은 모든 복제본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imeToLiveSpecification (p. 23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rite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쓰기 용량에 대한 Auto Scaling 정책을 지정합니다. 이 정책은 모든 복제본에 적용됩니다.
BillingMode이(가) PROVISIONED(으)로 설정된 경우, 이 설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230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DynamoDB

Required: 아니요
Type: Write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p. 232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테이블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DynamoDB 테이블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예: arn:aws:dynamodb:useast-2:123456789012:table/myDynamoDBTable)입니다. 반환되는 ARN은 스택이 배포된 리전
의 복제본 ARN입니다.
StreamArn
DynamoDB 스트림의 ARN입니다(예: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
testddbstack-myDynamoDBTable-012A1SL7SMP5Q/stream/2015-11-30T20:10:00.000).
반환되는 StreamArn은(는) 스택이 배포된 리전의 복제본의 것입니다.

Note
이 속성을 사용하려면 StreamSpecification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TableId
테이블의 고유 식별자입니다(예: a123b456-01ab-23cd-123a-111222aaabbb). 반환되는
TableId은(는) 스택이 배포된 리전의 복제본의 것입니다.

AWS::DynamoDB::GlobalTable AttributeDefinition
테이블 및 인덱스에 대한 키 스키마를 설명하는 속성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Name" : String,
"AttributeType" : String

YAML
Attribute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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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Type: String

Properties
AttributeName
속성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ttributeType
속성의 데이터 유형입니다.
• S - 문자열 형식의 속성.
• N - 숫자 형식의 속성.
• B - 이진 형식의 속성.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 | N |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ynamoDB::GlobalTable CapacityAutoScalingSettings
테이블 또는 전역 보조 인덱스의 읽기 또는 쓰기 용량에 대한 확장 가능한 대상 및 AutoScaling 정책을 구성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MaxCapacity" : Integer,
"MinCapacity" : Integer,
"SeedCapacity" : Integer,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p. 2319)

}

YAML
MaxCapacity: Integer
MinCapacity: Integer
SeedCapacity: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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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p. 2319)

Properties
MaxCapacity
전역 테이블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최대 용량 단위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Capacity
전역 테이블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최소 용량 단위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edCapacity
결제 모드를 PAY_PER_REQUEST에서 PROVISIONED(으)로 전환할 때 DynamoDB에서는 테이블 및 각
전역 보조 인덱스에 대해 읽기 및 쓰기 용량 단위 값을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값은 모든 복제본에
적용됩니다. 템플릿에서 사용자가 구성한 AutoScaling 정책을 CloudFormation이 생성할 때까지 테이블
은 이러한 프로비저닝된 값을 사용합니다. CloudFormation은 테이블과 해당 전역 보조 인덱스가 이 기
간에 필요로 하는 용량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테이블의 결제 모드를 PAY_PER_REQUEST에서 PROVISIONED(으)로 전환하려면 자동 크기 조정된 각
리소스에 대해 이 속성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른 리전의 동일한 리소스에 대해 서로 다른 값을 지정
하는 경우, CloudFormation은 SeedCapacity 또는 ReadCapacityUnits 속성에서 발견된 가장 높은
값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역 보조 인덱스 myGSI에 us-east-1의 10 중 SeedCapacity 그리고 euwest-1의 20 중 ReadCapacityUnits이(가) 있는 경우, CloudFormation은 처음에 myGSI에 대한 읽기
용량을 20으로 설정합니다. us-east-1의 myGSI 중 ScaleIn을(를) 비활성화하면 읽기 용량 단위가 10으
로 다시 설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CloudFormation이 작업을 롤백(결제 모드를 PROVISIONED(으)로 되돌림)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SeedCapacity에 대한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테이블의 결제 모드를
PROVISIONED에서 PAY_PER_REQUEST(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도 SeedCapacity에 대한 값을 지정
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대상 추적 조정 정책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예
Type: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p. 231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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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DynamoDB::GlobalTable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복제본 또는 해당 인덱스 중 하나에 대한 기여자 인사이트 설정을 구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YAML
Enabled: Boolean

Properties
Enabled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활성화(true)할지 아니면 비활성화(false)할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허용된 값: DISABLE | ENA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ynamoDB::GlobalTable GlobalSecondaryIndex
전역 테이블에 대한 전역 보조 인덱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는 모든 복제본에 대해 정의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dexName" : String,
"KeySchema" : [ KeySchema (p. 2310), ... ],
"Projection" : Projection (p. 2312),
"Write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 Write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p. 2321)

YAML
IndexName: String
KeySchema:
- KeySchema (p. 2310)
Projection:
Projection (p. 2312)
Write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Write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p.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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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IndexName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이름입니다. 인덱스 이름은 이 테이블의 다른 모든 인덱스 중에서 식별할 수 있도
록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255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ySchema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한 전체 키 스키마이며, 하나 이상의 속성 이름 및 키 유형 쌍으로 구성됩니다.
• HASH - 파티션 키
• RANGE - 정렬 키

Note
항목의 파티션 키를 해시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해시 속성"이라는 용어는 DynamoDB가 파티
션 키 값을 바탕으로 데이터 항목을 파티션에 균등하게 분산하는 데 내부 해시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항목의 정렬 키를 범위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범위 속성"이라는 용어는 DynamoDB가 동일한
파티션 키를 지닌, 물리적으로 상호 근접한 항목들을 정렬 키 값에 의한 정렬 순서로 저장하는
방식에서 유래합니다.
Required: 예
Type: KeySchema (p. 2310) 목록 (p. 2310)
Maximum: 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jection
테이블에서 글로벌 보조 인덱스로 복사(프로젝션)되는 속성을 나타냅니다. 기본 키 속성 및 인덱스 키 속
성 외에 이러한 속성도 자동으로 프로젝션됩니다.
Required: 예
Type: Projection (p. 23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Write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전역 보조 인덱스에 대한 쓰기 용량 설정을 정의합니다. 테이블의 BillingMode이(가)
PROVISIONED인 경우 이 속성의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모든 복제본은 이 전역 보조 인덱스에 대해 동
일한 쓰기 용량 설정을 갖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Write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p. 232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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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DynamoDB::GlobalTable KeySchema
키 스키마의 단일 요소를 나타냅니다. 키 스키마는 테이블의 기본 키 또는 색인의 키 속성을 구성하는 속성을
지정합니다.
KeySchemaElement는 기본 키의 정확히 한 가지 속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단순형 기본 키는 하
나의 KeySchemaElement(파티션 키의 경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합 기본 키는 파티션 키에 대한
KeySchemaElement, 정렬 키에 대한 KeySchemaElement를 하나씩 필요로 합니다.
KeySchemaElement는 최상위 스칼라 속성입니다(중첩 속성 아님). 데이터 형식은 문자열, 숫자 또는 이진
수 중 하나여야 합니다. 이 속성은 목록이나 맵 내에 중첩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Name" : String,
"KeyType" : String

YAML
AttributeName: String
KeyType: String

Properties
AttributeName
이 키 속성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yType
이 키 속성이 맡을 역할입니다.
• HASH - 파티션 키
• RANGE - 정렬 키

Note
항목의 파티션 키를 해시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해시 속성"이라는 용어는 DynamoDB가 파티
션 키 값을 바탕으로 데이터 항목을 파티션에 균등하게 분산하는 데 내부 해시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항목의 정렬 키를 범위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범위 속성"이라는 용어는 DynamoDB가 동일한
파티션 키를 지닌, 물리적으로 상호 근접한 항목들을 정렬 키 값에 의한 정렬 순서로 저장하는
방식에서 유래합니다.
Required: 예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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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허용된 값: HASH | RANG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DynamoDB::GlobalTable LocalSecondaryIndex
로컬 보조 인덱스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dexName" : String,
"KeySchema" : [ KeySchema (p. 2310), ... ],
"Projection" : Projection (p. 2312)

YAML
IndexName: String
KeySchema:
- KeySchema (p. 2310)
Projection:
Projection (p. 2312)

Properties
IndexName
로컬 보조 인덱스의 이름입니다. 인덱스 이름은 이 테이블의 다른 모든 인덱스 중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255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ySchema
로컬 보조 인덱스에 대한 전체 키 스키마이며, 하나 이상의 속성 이름 및 키 유형 쌍으로 구성됩니다.
• HASH - 파티션 키
• RANGE - 정렬 키

Note
항목의 파티션 키를 해시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해시 속성"이라는 용어는 DynamoDB가 파티
션 키 값을 바탕으로 데이터 항목을 파티션에 균등하게 분산하는 데 내부 해시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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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의 정렬 키를 범위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범위 속성"이라는 용어는 DynamoDB가 동일한
파티션 키를 지닌, 물리적으로 상호 근접한 항목들을 정렬 키 값에 의한 정렬 순서로 저장하는
방식에서 유래합니다.
Required: 예
Type: KeySchema (p. 2310) 목록 (p. 2310)
Maximum: 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jection
테이블에서 로컬 보조 인덱스로 복사(프로젝션)되는 속성을 나타냅니다. 기본 키 속성 및 인덱스 키 속성
외에 이러한 속성도 자동으로 프로젝션됩니다.
Required: 예
Type: Projection (p. 23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DynamoDB::GlobalTable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설정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ointInTimeRecoveryEnabled" : Boolean

YAML
PointInTimeRecoveryEnabled: Boolean

Properties
PointInTimeRecoveryEnabled
테이블에 특정 시점으로 복구 기능이 활성화(true) 또는 비활성화(false)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ynamoDB::GlobalTable Projection
테이블에서 인덱스로 복사(프로젝션)되는 속성을 나타냅니다. 기본 키 속성 및 인덱스 키 속성 외에 이러한
속성도 자동으로 프로젝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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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onKeyAttributes" : [ String, ... ],
"ProjectionType" : String

YAML
NonKeyAttributes:
- String
ProjectionType: String

Properties
NonKeyAttributes
인덱스로 프로젝션될 속성 이름(키가 아닌 속성)을 나타냅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의 경우 모든 로컬 보조 인덱스에서 합산되는 NonKeyAttributes의 총 개수는 20개
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동일한 속성을 2개의 다른 인덱스에 프로젝션할 경우 합계를 확인할 때 2개의 서
로 다른 속성으로 카운트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jectionType
인덱스로 프로젝션되는 속성 세트입니다.
• KEYS_ONLY - 인덱스와 기본 키만 인덱스로 프로젝션됩니다.
• INCLUDE – KEYS_ONLY에서 설명한 속성 외에도 키를 제외한 다른 속성이 지정과 함께 보조 인덱스
에 추가됩니다.
• ALL - 모든 테이블 속성이 인덱스로 프로젝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 | INCLUDE | KEYS_ONL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ynamoDB::GlobalTable Read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BillingMode이(가) PROVISIONED(으)로 설정되면 복제본 테이블 또는 복제본 전역 보
조 인덱스에 대한 읽기 용량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adCapacityUnits 또는
ReadCapacityAutoScalingSettings에 대한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둘 다는 아님). 고정 용량과 Auto
Scaling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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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adCapacityAutoScalingSettings" : CapacityAutoScalingSettings (p. 2306),
"ReadCapacityUnits" : Integer

YAML
ReadCapacityAutoScalingSettings:
CapacityAutoScalingSettings (p. 2306)
ReadCapacityUnits: Integer

Properties
ReadCapacityAutoScalingSettings
복제본 테이블 또는 전역 보조 인덱스에 대한 Auto Scaling 설정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pacityAutoScalingSettings (p. 230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adCapacityUnits
복제본 테이블 또는 전역 보조 인덱스에 대한 고정 읽기 용량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ynamoDB::GlobalTable ReplicaGlobalSecondaryIndexSpecification
복제본별로 설정할 수 있는 전역 보조 인덱스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p. 2308),
"IndexName" : String,
"Read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 Read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p. 2313)

YAML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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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p. 2308)
IndexName: String
Read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Read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p. 2313)

Properties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특정 테이블 또는 인덱스에 대한 Contributor Insights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p. 230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dexName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이름입니다. 인덱스 이름은 이 테이블의 다른 모든 인덱스 중에서 식별할 수 있도
록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255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ad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BillingMode이(가) PROVISIONED(으)로 설정되면 복제본 전역 보조 인덱스에 대한 읽기 용량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ad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p. 23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ynamoDB::GlobalTable ReplicaSpecification
전역 테이블의 단일 복제본에 대한 설정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p. 2308),
"GlobalSecondaryIndexes" : [ ReplicaGlobalSecondaryIndexSpecification (p. 2314), ... ],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p. 2312),
"Read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 Read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p. 2313),
"Regi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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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ESpecification" : ReplicaSSESpecification (p. 2317),
"Tags" : [ Tag, ... ]

YAML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p. 2308)
GlobalSecondaryIndexes:
- ReplicaGlobalSecondaryIndexSpecification (p. 2314)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p. 2312)
Read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Read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p. 2313)
Region: String
SSESpecification:
ReplicaSSESpecification (p. 2317)
Tags:
- Tag

Properties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지정된 복제본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설정
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복제본에 대해 Contributor Insights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p. 230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lobalSecondaryIndexes
이 복제본의 전역 보조 인덱스에 대한 추가 설정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plicaGlobalSecondaryIndexSpecification (p. 231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복제본에 대해 특정 시점으
로 복원이 기본적으로 해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p. 23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ad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복제본 테이블에 대한 읽기 용량 설정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ad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p. 23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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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이 복제본이 있는 리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SESpecification
복제본에 대해 고객 관리 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버 측 암호화에 고객 관리 키를 사용하는 경우, 이
속성은 모든 복제본에서 값을 가져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plicaSSESpecification (p. 23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복제본에 적용할 키-값 페어의 배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ynamoDB::GlobalTable ReplicaSSESpecification
서버 측 암호화에 사용할 KMS 키 식별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키는 ARN, 키 ID 또는 별칭을 통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키는 복제본과 동일한 리전에서 생성되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MSMasterKeyId" : String

YAML
KMSMasterKeyId: String

Properties
KMSMasterKeyId
AWS KMS 암호화에 사용해야 하는 AWS KMS 키입니다. 키를 지정하려면 키 ID, Amazon 리소스 이름
(ARN), 별칭 이름 또는 별칭 ARN을 사용합니다. 키가 기본 DynamoDB 키 alias/aws/dynamodb와
다른 경우에만 이 파라미터를 지정해야 한다는 데 유의하세요.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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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ynamoDB::GlobalTable SSESpecification
서버 측 암호화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설정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SEEnabled" : Boolean,
"SSEType" : String

YAML
SSEEnabled: Boolean
SSEType: String

Properties
SSEEnabled
서버 측 암호화가 AWS 관리형 키 또는 AWS 소유 키를 사용하여 수행되는지 여부를 나타냅
니다. 사용 중지하거나(false) 지정하지 않으면 서버 측 암호화는 AWS 소유 키를 사용합니
다. 사용하면(true) 서버 측 암호화 유형이 KMS로 설정되고 AWS 관리형 키가 사용됩니다
(AWS KMS 요금이 적용됨). KMS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선택한 경우, 고객 관리형 KMS 키를
ReplicaSpecification.SSESpecification 객체에 지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WS 관리
형 KMS 키와 고객 관리형 KMS 키를 혼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SEType
서버 측 암호화 유형입니다 지원되는 유일한 값은
• KMS- AWS Key Management Service를 사용하는 서버 측 암호화입니다. 이 키는 사용자의 계정에 저
장되고 AWS KMS에 의해 관리됩니다(AWS KMS 요금 적용).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ES256 | KM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ynamoDB::GlobalTable StreamSpecification
DynamoDB의 테이블에 대한 DynamoDB Streams 구성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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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DynamoDB::GlobalTable에 Replicas의 항목 하나만 포함된 경우에만 이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
다. AWS::DynamoDB::GlobalTable에 복제본이 둘 이상 포함된 경우 이 속성의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reamViewType" : String

YAML
StreamViewType: String

Properties
StreamViewType
테이블의 항목이 수정될 경우 StreamViewType은 이 테이블에 대한 스트림에 쓸 정보를 정의합니다.
StreamViewType에 대해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YS_ONLY - 수정된 항목의 키 속성만 스트림에 씁니다.
• NEW_IMAGE - 수정된 후 표시된 전체 항목을 스트림에 씁니다.
• OLD_IMAGE - 수정되기 전에 표시된 전체 항목을 스트림에 씁니다.
• NEW_AND_OLD_IMAGES - 항목의 새 이미지와 기존 이미지를 모두 스트림에 씁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KEYS_ONLY | NEW_AND_OLD_IMAGES | NEW_IMAGE | OLD_IMAG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ynamoDB::GlobalTable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대상 추적 조정 정책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sableScaleIn" : Boolean,
"ScaleInCooldown" : Integer,
"ScaleOutCooldown" : Integer,
"TargetValue" : Double

YAML
DisableScaleIn: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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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InCooldown: Integer
ScaleOutCooldown: Integer
TargetValue: Double

Properties
DisableScaleIn
대상 추적 조정 정책에 대해 축소가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aleInCooldown
한 축소 활동을 완료한 후 다른 축소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aleOutCooldown
확장 활동을 완료한 후 다른 확장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Value
조정 정책의 대상 값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ynamoDB::GlobalTable TimeToLiveSpecification
지정한 테이블에 TTL(Time to Live)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설정을 나타냅니다. 모든 복
제본에는 동일한 TTL(Time to Live) 구성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ttributeName" : String,
"Enabled" :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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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AttributeName: String
Enabled: Boolean

Properties
AttributeName
테이블의 항목에 대한 만료 시간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속성의 이름입니다.
현재, TTL(Time To Live)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속성 이름은 직접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TTL(Time To Live)을 비활성화한 후 새 속성 이름을 사용하여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TTL(Time
To Live)에 대한 변경 사항이 적용되려면 최대 1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TTL(Time To
Live)을 수정하려고 하면 스택 작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테이블에 TTL이 활성화(true)되는지 또는 비활성화(false)되는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ynamoDB::GlobalTable WriteProvisionedThroughputSettings
쓰기 용량에 대한 Auto Scaling 정책을 지정합니다. 이 정책은 모든 복제본에 적용됩니다. BillingMode이
(가) PROVISIONED(으)로 설정된 경우, 이 설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WriteCapacityAutoScalingSettings" : CapacityAutoScalingSettings (p. 2306)

YAML
WriteCapacityAutoScalingSettings:
CapacityAutoScalingSettings (p.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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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WriteCapacityAutoScalingSettings
복제본 테이블 또는 전역 보조 인덱스에 대한 Auto Scaling 설정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pacityAutoScalingSettings (p. 230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ynamoDB::Table
AWS::DynamoDB::Table 리소스는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API 참조에서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DynamoDB 테이블 작업을 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AWS CloudFormation은 일반적으로 여러 DynamoDB 테이블을 동시에 생성합니다. 하지만 템플릿에 인덱
스가 지정된 여러 DynamoDB 테이블이 포함된 경우 테이블이 순차적으로 생성되도록 종속성을 선언해야
합니다. Amazon DynamoDB는 생성 중 상태인 보조 인덱스가 지정된 테이블 수를 제한합니다. 인덱스가
지정된 여러 테이블을 동시에 생성하는 경우 DynamoDB에서 오류가 반환되고 스택 작업이 실패합니다.
예는 DependsOn 속성이 있는 DynamoDB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DynamoDB::Table",
"Properties" : {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Definition (p. 2335), ... ],
"BillingMode" : String,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p. 2336),
"GlobalSecondaryIndexes" : [ GlobalSecondaryIndex (p. 2337), ... ],
"KeySchema" : [ KeySchema (p. 2338), ... ],
"KinesisStreamSpecification" : KinesisStreamSpecification (p. 2340),
"LocalSecondaryIndexes" : [ LocalSecondaryIndex (p. 2340), ... ],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p. 2342),
"ProvisionedThroughput" : ProvisionedThroughput (p. 2343),
"SSESpecification" : SSESpecification (p. 2344),
"StreamSpecification" : StreamSpecification (p. 2345),
"TableName" : String,
"Tags" : [ Tag, ... ],
"TimeToLiveSpecification" : TimeToLiveSpecification (p. 2346)
}

YAML
Type: AWS::DynamoDB::Table
Properties: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Definition (p. 2335)
BillingMode: String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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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p. 2336)
GlobalSecondaryIndexes:
- GlobalSecondaryIndex (p. 2337)
KeySchema:
- KeySchema (p. 2338)
KinesisStreamSpecification:
KinesisStreamSpecification (p. 2340)
LocalSecondaryIndexes:
- LocalSecondaryIndex (p. 2340)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p. 2342)
ProvisionedThroughput:
ProvisionedThroughput (p. 2343)
SSESpecification:
SSESpecification (p. 2344)
StreamSpecification:
StreamSpecification (p. 2345)
TableName: String
Tags:
- Tag
TimeToLiveSpecification:
TimeToLiveSpecification (p. 2346)

Properties
AttributeDefinitions
테이블 및 인덱스에 대한 키 스키마를 설명하는 속성의 목록입니다.
이 속성은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업데이트 필요 조건: 일부 중단. 기존 AttributeDefinition을 편집할 경우 이 값으로 대체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AttributeDefinition (p. 2335)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BillingMode
읽기 및 쓰기 처리량에 대한 청구 방법과 용량 관리 방법을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PROVISIONED - 예측 가능한 워크로드에 PROVISIONED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VISIONED는 결제 모드를 프로비저닝 모드로 설정합니다.
• PAY_PER_REQUEST - 예측할 수 없는 워크로드에 PAY_PER_REQUEST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PAY_PER_REQUEST는 결제 모드를 온디맨드 모드로 설정합니다.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PROVISIONE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PAY_PER_REQUEST | PROVISION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지정된 테이블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설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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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p. 23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lobalSecondaryIndexes
테이블에서 생성될 글로벌 보조 인덱스입니다. 최대 20개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새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포함하도록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인
덱스 생성을 시작하고 나서 스택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테이블 크기에 따라 채우기 단계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AWS CloudFormation은 인덱스 생성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덱스의 상태가 ACTIVE가 될 때까지 인덱스를 사용하거나 테이블을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DynamoDB DescribeTable 명령을 사용하여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하는 동안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다른 리소스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것
이 좋습니다. 새 인덱스를 추가하는 동안 스택 업데이트가 실패하여 롤백되는 경우 인덱스를 수
동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값만 업데이트하는 경우 중단 없이 테이블을 업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중단 없이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데이트에서 둘 다
수행하는 경우(예를 들면, 인덱스의 논리적 ID를 변경하여) 업데이트가 실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lobalSecondaryIndex (p. 233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Schema
테이블의 기본 키를 구성하는 속성을 지정합니다. KeySchema 속성의 속성을
AttributeDefinitions 속성에도 정의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KeySchema (p. 2338) 목록 (p. 233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inesisStreamSpecification
지정된 테이블에 대한 Kinesis Data Streams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inesisStreamSpecification (p. 234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calSecondaryIndexes
테이블에서 생성될 로컬 보조 인덱스입니다. 최대 5개 로컬 보조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 인덱
스의 범위는 해당 해시 키 값으로 지정됩니다. 각 해시 키의 크기는 최대 10기가바이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calSecondaryIndex (p. 2340)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PI 버전 2010-05-15
232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DynamoDB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p. 234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visionedThroughput
지정된 테이블의 처리량으로, ReadCapacityUnits 및 WriteCapacityUnits에 대한 값으로
구성됩니다.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구조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테이블
ProvisionedThroughput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BillingMode를 PROVISIONED로 설정한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BillingMode를
PAY_PER_REQUEST로 설정한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ProvisionedThroughput (p. 234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SESpecification
서버 측 암호화를 활성화하도록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SESpecification (p. 2344)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StreamSpecification
테이블에 저장된 항목에 대한 변경 내용을 수집하는 DynamoDB 테이블 스트림의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eamSpecification (p. 234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Name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 고유의 물리적 ID를 생성하여
테이블 이름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
의 또는 전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바꿔야 한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255
Pattern: [a-zA-Z0-9_.-]+
API 버전 2010-05-15
232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DynamoDB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ToLiveSpecification
테이블에 대한 TTL(Time to Live) 설정을 지정합니다.

Note
DynamoDB의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 the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DynamoDB의 한도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imeToLiveSpecification (p. 23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 "Ref": "MyResource" }
논리적 ID myDynamoDBTable를 사용하는 리소스의 경우 Ref는 DynamoDB 테이블 이름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DynamoDB 테이블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예: arn:aws:dynamodb:useast-2:123456789012:table/myDynamoDBTable)입니다.
StreamArn
DynamoDB 스트림의 ARN입니다(예: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
testddbstack-myDynamoDBTable-012A1SL7SMP5Q/stream/2015-11-30T20:10:00.000).

Note
이 속성을 사용하려면 StreamSpecification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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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로컬 및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포함하는 DynamoDB 테이블
다음 샘플에서는 속성으로 Album, Artist, Sales, NumberOfSongs를 포함하는 DynamoDB 테이블을 생
성합니다. 기본 키는 Album 속성을 해시 키로 포함하고 Artist 속성을 범위 키로 포함합니다. 또한 이 테이
블에는 글로벌 인덱스 두 개와 보조 인덱스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해당 아티스트
에 대한 판매량을 쿼리하여 Sales 속성을 해시 키로 사용하고 Artist 속성을 범위 키로 사용합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곡 수에 따른 판매량을 쿼리하여 NumberOfSongs 속성을 해시 키로 사용하고 Sales
속성을 범위 키로 사용합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는 앨범 판매량을 쿼리하여 테이블과 동일한 해시 키를 사용하되 Sales 속성을 범위 키로
사용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Resources" : {
"myDynamoDBTable" : {
"Type" : "AWS::DynamoDB::Table",
"Properties" : {
"AttributeDefinitions" : [
{
"AttributeName" : "Album",
"AttributeType" : "S"
},
{
"AttributeName" : "Artist",
"AttributeType" : "S"
},
{
"AttributeName" : "Sales",
"AttributeType" : "N"
},
{
"AttributeName" : "NumberOfSongs",
"AttributeType" : "N"
}
],
"KeySchema" : [
{
"AttributeName" : "Album",
"KeyType" : "HASH"
},
{
"AttributeName" : "Artist",
"KeyType" : "RANGE"
}
],
"ProvisionedThroughput" : {
"ReadCapacityUnits" : "5",
"WriteCapacityUnits" : "5"
},
"TableName" : "myTableName",
"GlobalSecondaryIndexes" : [{
"IndexName" : "myGSI",
"KeySchema" : [
{
"AttributeName" : "Sales",
"KeyType" : "HA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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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AttributeName" : "Artist",
"KeyType" : "RANGE"

}
],
"Projection" : {
"NonKeyAttributes" : ["Album","NumberOfSongs"],
"ProjectionType" : "INCLUDE"
},
"ProvisionedThroughput" : {
"ReadCapacityUnits" : "5",
"WriteCapacityUnits" : "5"
}
},
{
"IndexName" : "myGSI2",
"KeySchema" : [
{
"AttributeName" : "NumberOfSongs",
"KeyType" : "HASH"
},
{
"AttributeName" : "Sales",
"KeyType" : "RANGE"
}
],
"Projection" : {
"NonKeyAttributes" : ["Album","Artist"],
"ProjectionType" : "INCLUDE"
},
"ProvisionedThroughput" : {
"ReadCapacityUnits" : "5",
"WriteCapacityUnits" : "5"
}
}],
"LocalSecondaryIndexes" :[{
"IndexName" : "myLSI",
"KeySchema" : [
{
"AttributeName" : "Album",
"KeyType" : "HASH"
},
{
"AttributeName" : "Sales",
"KeyType" : "RANGE"
}
],
"Projection" : {
"NonKeyAttributes" : ["Artist","NumberOfSongs"],
"ProjectionType" : "INCLUDE"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DynamoDBTable:
Type: AWS::DynamoDB::Tabl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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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Definitions:
AttributeName: "Album"
AttributeType: "S"
AttributeName: "Artist"
AttributeType: "S"
AttributeName: "Sales"
AttributeType: "N"
AttributeName: "NumberOfSongs"
AttributeType: "N"
KeySchema:
AttributeName: "Album"
KeyType: "HASH"
AttributeName: "Artist"
KeyType: "RANGE"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5"
TableName: "myTableName"
GlobalSecondaryIndexes:
IndexName: "myGSI"
KeySchema:
AttributeName: "Sales"
KeyType: "HASH"
AttributeName: "Artist"
KeyType: "RANGE"
Projection:
NonKeyAttributes:
- "Album"
- "NumberOfSongs"
ProjectionType: "INCLUDE"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5"
IndexName: "myGSI2"
KeySchema:
AttributeName: "NumberOfSongs"
KeyType: "HASH"
AttributeName: "Sales"
KeyType: "RANGE"
Projection:
NonKeyAttributes:
- "Album"
- "Artist"
ProjectionType: "INCLUDE"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5"
LocalSecondaryIndexes:
IndexName: "myLSI"
KeySchema:
AttributeName: "Album"
KeyType: "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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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ributeName: "Sales"
KeyType: "RANGE"
Projection:
NonKeyAttributes:
- "Artist"
- "NumberOfSongs"
ProjectionType: "INCLUDE"

DependsOn 속성이 있는 DynamoDB 테이블
템플릿 하나에 인덱스가 지정된 DynamoDB 테이블이 여러 개 포함된 경우, 종속성을 포함하여 테이블이 순
차적으로 생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DynamoDB는 생성 중 상태인 보조 인덱스가 지정된 테이블 수를 제한합
니다. 인덱스가 지정된 여러 테이블을 동시에 생성하는 경우 DynamoDB에서 오류가 반환되고 스택 작업이
실패합니다.
다음 샘플에서는 myFirstDDBTable 테이블이 mySecondDDBTable 테이블과 동일한 테이블에 선
언되었고, 두 테이블에 보조 인덱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mySecondDDBTable 테이블은
myFirstDDBTable 테이블에 대한 종속성을 포함하므로 AWS CloudFormation에서 테이블이 한 번에 하나
씩 생성됩니다.

JSON
"mySecondDDBTable" : {
"Type" : "AWS::DynamoDB::Table",
"DependsOn" : "myFirstDDBTable" ,
"Properties" : {
"AttributeDefinitions" : [
{
"AttributeName" : "ArtistId",
"AttributeType" : "S"
},
{
"AttributeName" : "Concert",
"AttributeType" : "S"
},
{
"AttributeName" : "TicketSales",
"AttributeType" : "S"
}
],
"KeySchema" : [
{
"AttributeName" : "ArtistId",
"KeyType" : "HASH"
},
{
"AttributeName" : "Concert",
"KeyType" : "RANGE"
}
],
"ProvisionedThroughput" : {
"ReadCapacityUnits" : {"Ref" : "ReadCapacityUnits"},
"WriteCapacityUnits" : {"Ref" : "WriteCapacityUnits"}
},
"GlobalSecondaryIndexes" : [{
"IndexName" : "myGSI",
"KeySchema" : [
{
"AttributeName" : "TicketSales",
"KeyType" : "HAS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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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jection" : {
"ProjectionType" : "KEYS_ONLY"
},
"ProvisionedThroughput" : {
"ReadCapacityUnits" : {"Ref" : "ReadCapacityUnits"},
"WriteCapacityUnits" : {"Ref" : "WriteCapacityUnits"}
}
}],
"Tags": [
{
"Key": "foo",
"Value": "bar"
}
]

YAML
mySecondDDBTable:
Type: AWS::DynamoDB::Table
DependsOn: "myFirstDDBTable"
Properties:
AttributeDefinitions:
AttributeName: "ArtistId"
AttributeType: "S"
AttributeName: "Concert"
AttributeType: "S"
AttributeName: "TicketSales"
AttributeType: "S"
KeySchema:
AttributeName: "ArtistId"
KeyType: "HASH"
AttributeName: "Concert"
KeyType: "RANGE"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Ref: "ReadCapacityUnits"
WriteCapacityUnits:
Ref: "WriteCapacityUnits"
GlobalSecondaryIndexes:
IndexName: "myGSI"
KeySchema:
AttributeName: "TicketSales"
KeyType: "HASH"
Projection:
ProjectionType: "KEYS_ONLY"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Ref: "ReadCapacityUnits"
WriteCapacityUnits:
Ref: "WriteCapacityUnits"
Tags:
- Key: foo
Valu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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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Auto Scaling이 있는 DynamoDB 테이블
이 예에서는 AWS::DynamoDB::Table 리소스에 대해 Application Auto Scaling을 설정합니다. 이 템플릿은
테이블에 대한 TargetTrackingScaling 처리량을 확장하는 WriteCapacityUnits 조정 정책을 정의
합니다.

JSON
{

"Resources": {
"DDBTable": {
"Type": "AWS::DynamoDB::Table",
"Properties": {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ArtistId",
"AttributeType": "S"
},
{
"AttributeName": "Concert",
"AttributeType": "S"
},
{
"AttributeName": "TicketSales",
"AttributeType": "S"
}
],
"KeySchema": [
{
"AttributeName": "ArtistId",
"KeyType": "HASH"
},
{
"AttributeName": "Concert",
"KeyType": "RANGE"
}
],
"GlobalSecondaryIndexes": [
{
"IndexName": "GSI",
"KeySchema": [
{
"AttributeName": "TicketSales",
"KeyType": "HASH"
}
],
"Projection": {
"ProjectionType": "KEYS_ONLY"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5
}
}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5
}
}
},
"WriteCapacityScalableTarget": {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Properties": {
"MaxCapacity":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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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Capacity": 5,
"ResourceId": { "Fn::Join": [
"/",
[
"table",
{ "Ref": "DDBTable" }
]
] },
"RoleARN": {
"Fn::GetAtt": ["ScalingRole", "Arn"]
},
"ScalableDimension": "dynamodb:table:WriteCapacityUnits",
"ServiceNamespace": "dynamodb"

}
},
"Scaling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application-autoscaling.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DescribeTable",
"dynamodb:UpdateTable",
"cloudwatch:PutMetricAlarm",
"cloudwatch:DescribeAlarms",
"cloudwatch:GetMetricStatistics",
"cloudwatch:SetAlarmState",
"cloudwatch:DeleteAlarms"
],
"Resource": "*"
}
]
}
}
]
}
},
"WriteScalingPolicy": {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
"PolicyName": "WriteAutoScalingPolicy",
"PolicyType": "TargetTrackingScaling",
"ScalingTarget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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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Ref": "WriteCapacityScalableTarget"
},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
"TargetValue": 50.0,
"ScaleInCooldown": 60,
"ScaleOutCooldown": 60,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
"PredefinedMetricType": "DynamoDBWriteCapacityUtilization"
}
}

YAML
Resources:
DDBTable:
Type: AWS::DynamoDB::Table
Properties:
AttributeDefinitions:
AttributeName: "ArtistId"
AttributeType: "S"
AttributeName: "Concert"
AttributeType: "S"
AttributeName: "TicketSales"
AttributeType: "S"
KeySchema:
AttributeName: "ArtistId"
KeyType: "HASH"
AttributeName: "Concert"
KeyType: "RANGE"
GlobalSecondaryIndexes:
IndexName: "GSI"
KeySchema:
AttributeName: "TicketSales"
KeyType: "HASH"
Projection:
ProjectionType: "KEYS_ONLY"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5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5
WriteCapacityScalableTarget: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Properties:
MaxCapacity: 15
MinCapacity: 5
ResourceId: !Join
- /
- - table
- !Ref DDBTable
RoleARN: !GetAtt ScalingRole.Arn
ScalableDimension: dynamodb:table:WriteCapacity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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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Namespace: dynamodb
Scaling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application-autoscaling.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DescribeTable"
- "dynamodb:UpdateTable"
- "cloudwatch:PutMetricAlarm"
- "cloudwatch:DescribeAlarms"
- "cloudwatch:GetMetricStatistics"
- "cloudwatch:SetAlarmState"
- "cloudwatch:DeleteAlarms"
Resource: "*"
WriteScalingPolicy:
Type: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PolicyName: WriteAutoScalingPolicy
PolicyType: TargetTrackingScaling
ScalingTargetId: !Ref WriteCapacityScalableTarget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TargetValue: 50.0
ScaleInCooldown: 60
ScaleOutCooldown: 60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PredefinedMetricType: DynamoDBWriteCapacityUtilization

AWS::DynamoDB::Table AttributeDefinition
테이블 및 인덱스에 대한 키 스키마를 설명하는 속성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Name" : String,
"AttributeType" : String

YAML
Attribute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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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Type: String

Properties
AttributeName
속성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ttributeType
속성의 데이터 유형입니다.
• S - 문자열 형식의 속성.
• N - 숫자 형식의 속성.
• B - 이진 형식의 속성.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 | N |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ynamoDB::Table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YAML
Enabled: Boolean

Properties
Enabled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활성화(true)할지 아니면 비활성화(false)할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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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허용된 값: DISABLE | ENA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ynamoDB::Table GlobalSecondaryIndex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p. 2336),
"IndexName" : String,
"KeySchema" : [ KeySchema (p. 2338), ... ],
"Projection" : Projection (p. 2342),
"ProvisionedThroughput" : ProvisionedThroughput (p. 2343)

YAML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p. 2336)
IndexName: String
KeySchema:
- KeySchema (p. 2338)
Projection:
Projection (p. 2342)
ProvisionedThroughput:
ProvisionedThroughput (p. 2343)

Properties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지정된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p. 23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dexName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이름입니다. 인덱스 이름은 이 테이블의 다른 모든 인덱스 중에서 식별할 수 있도
록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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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Schema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한 전체 키 스키마이며, 하나 이상의 속성 이름 및 키 유형 쌍으로 구성됩니다.
• HASH - 파티션 키
• RANGE - 정렬 키

Note
항목의 파티션 키를 해시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해시 속성"이라는 용어는 DynamoDB가 파티
션 키 값을 바탕으로 데이터 항목을 파티션에 균등하게 분산하는 데 내부 해시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항목의 정렬 키를 범위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범위 속성"이라는 용어는 DynamoDB가 동일한
파티션 키를 지닌, 물리적으로 상호 근접한 항목들을 정렬 키 값에 의한 정렬 순서로 저장하는
방식에서 유래합니다.
Required: 예
Type: KeySchema (p. 2338) 목록 (p. 2338)
Maximum: 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jection
테이블에서 글로벌 보조 인덱스로 복사(프로젝션)되는 속성을 나타냅니다. 기본 키 속성 및 인덱스 키 속
성 외에 이러한 속성도 자동으로 프로젝션됩니다.
Required: 예
Type: Projection (p. 234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visionedThroughput
지정한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한 프로비저닝 처리량 설정을 나타냅니다.
현재 최소 및 최대 프로비저닝 처리량 값은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의 서비스, 계정 및 테이
블 할당량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ProvisionedThroughput (p. 234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ynamoDB::Table KeySchema
키 스키마의 단일 요소를 나타냅니다. 키 스키마는 테이블의 기본 키 또는 색인의 키 속성을 구성하는 속성을
지정합니다.
KeySchemaElement는 기본 키의 정확히 한 가지 속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단순형 기본 키는 하
나의 KeySchemaElement(파티션 키의 경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합 기본 키는 파티션 키에 대한
KeySchemaElement, 정렬 키에 대한 KeySchemaElement를 하나씩 필요로 합니다.
KeySchemaElement는 최상위 스칼라 속성입니다(중첩 속성 아님). 데이터 형식은 문자열, 숫자 또는 이진
수 중 하나여야 합니다. 이 속성은 목록이나 맵 내에 중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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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Name" : String,
"KeyType" : String

YAML
AttributeName: String
KeyType: String

Properties
AttributeName
이 키 속성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Type
이 키 속성이 맡을 역할입니다.
• HASH - 파티션 키
• RANGE - 정렬 키

Note
항목의 파티션 키를 해시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해시 속성"이라는 용어는 DynamoDB가 파티
션 키 값을 바탕으로 데이터 항목을 파티션에 균등하게 분산하는 데 내부 해시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항목의 정렬 키를 범위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범위 속성"이라는 용어는 DynamoDB가 동일한
파티션 키를 지닌, 물리적으로 상호 근접한 항목들을 정렬 키 값에 의한 정렬 순서로 저장하는
방식에서 유래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HASH | RANG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선언된 키 스키마의 예는 AWS::DynamoDB::Table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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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DynamoDB::Table KinesisStreamSpecification
지정된 테이블에 대한 Kinesis Data Streams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reamArn" : String

YAML
StreamArn: String

Properties
StreamArn
특정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ARN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37입니다. 최대 길이 1024.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7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DynamoDB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Streams에 대한 변경 데이터 캡처

AWS::DynamoDB::Table LocalSecondaryIndex
로컬 보조 인덱스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dexName" : String,
"KeySchema" : [ KeySchema (p. 2338), ... ],
"Projection" : Projection (p.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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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IndexName: String
KeySchema:
- KeySchema (p. 2338)
Projection:
Projection (p. 2342)

Properties
IndexName
로컬 보조 인덱스의 이름입니다. 인덱스 이름은 이 테이블의 다른 모든 인덱스 중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255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Schema
로컬 보조 인덱스에 대한 전체 키 스키마이며, 하나 이상의 속성 이름 및 키 유형 쌍으로 구성됩니다.
• HASH - 파티션 키
• RANGE - 정렬 키

Note
항목의 파티션 키를 해시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해시 속성"이라는 용어는 DynamoDB가 파티
션 키 값을 바탕으로 데이터 항목을 파티션에 균등하게 분산하는 데 내부 해시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항목의 정렬 키를 범위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범위 속성"이라는 용어는 DynamoDB가 동일한
파티션 키를 지닌, 물리적으로 상호 근접한 항목들을 정렬 키 값에 의한 정렬 순서로 저장하는
방식에서 유래합니다.
Required: 예
Type: KeySchema (p. 2338) 목록 (p. 2338)
Maximum: 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jection
테이블에서 로컬 보조 인덱스로 복사(프로젝션)되는 속성을 나타냅니다. 기본 키 속성 및 인덱스 키 속성
외에 이러한 속성도 자동으로 프로젝션됩니다.
Required: 예
Type: Projection (p. 234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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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선언된 로컬 보조 인덱스의 예는 AWS::DynamoDB::Table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DynamoDB::Table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ointInTimeRecoveryEnabled" : Boolean

YAML
PointInTimeRecoveryEnabled: Boolean

Properties
PointInTimeRecoveryEnabled
테이블에 특정 시점으로 복구 기능이 활성화(true) 또는 비활성화(false)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Amazon DynamoDB API의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AWS::DynamoDB::Table Projection
테이블에서 인덱스로 복사(프로젝션)되는 속성을 나타냅니다. 기본 키 속성 및 인덱스 키 속성 외에 이러한
속성도 자동으로 프로젝션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onKeyAttributes" : [ String, ... ],
"ProjectionType" : String

YAML
NonKey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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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ProjectionType: String

Properties
NonKeyAttributes
인덱스로 프로젝션될 속성 이름(키가 아닌 속성)을 나타냅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의 경우 모든 로컬 보조 인덱스에서 합산되는 NonKeyAttributes의 총 개수는 20개
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동일한 속성을 2개의 다른 인덱스에 프로젝션할 경우 합계를 확인할 때 2개의 서
로 다른 속성으로 카운트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jectionType
인덱스로 프로젝션되는 속성 세트입니다.
• KEYS_ONLY - 인덱스와 기본 키만 인덱스로 프로젝션됩니다.
• INCLUDE – KEYS_ONLY에서 설명한 속성 외에도 키를 제외한 다른 속성이 지정과 함께 보조 인덱스
에 추가됩니다.
• ALL - 모든 테이블 속성이 인덱스로 프로젝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 | INCLUDE | KEYS_ONL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ynamoDB::Table ProvisionedThroughput
지정된 테이블의 처리량으로, ReadCapacityUnits 및 WriteCapacityUnits에 대한 값으로
구성됩니다.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구조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테이블
ProvisionedThroughput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adCapacityUnits" : Long,
"WriteCapacityUnits" : Long

YAML
ReadCapacityUnits: Long
WriteCapacityUnits: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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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ReadCapacityUnits
DynamoDB가 ThrottlingException을 반환하기 전에 초당 사용되는 Strongly Consistent Read의
최대 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의 읽기 및 쓰기 요구 사항 지정을 참
조하십시오.
읽기/쓰기 모드가 PAY_PER_REQUEST일 경우 이 값은 0으로 설정됩니다.
Required: 예
Type: Long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riteCapacityUnits
DynamoDB가 ThrottlingException을 반환하기 전에 초당 사용되는 최대 쓰기 수입니다. 자세한 내
용은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의 읽기 및 쓰기 요구 사항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읽기/쓰기 모드가 PAY_PER_REQUEST일 경우 이 값은 0으로 설정됩니다.
Required: 예
Type: Long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ynamoDB::Table SSESpecification
서버 측 암호화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설정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MSMasterKeyId" : String,
"SSEEnabled" : Boolean,
"SSEType" : String

YAML
KMSMasterKeyId: String
SSEEnabled: Boolean
SSEType: String

Properties
KMSMasterKeyId
AWS KMS 암호화에 사용해야 하는 AWS KMS 키입니다. 키를 지정하려면 키 ID, Amazon 리소스 이름
(ARN), 별칭 이름 또는 별칭 ARN을 사용합니다. 키가 기본 DynamoDB 키 alias/aws/dynamodb와
다른 경우에만 이 파라미터를 지정해야 한다는 데 유의하세요.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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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SEEnabled
서버 측 암호화가 AWS 관리형 키와 AWS 소유 키 중 어느 것을 사용해 수행되는지 나타냅니다. 사용하
면(true) 서버 측 암호화 유형이 KMS로 설정되고 AWS 관리형 키가 사용됩니다(AWS KMS 요금이 적용
됨). 사용 중지하거나(false) 지정하지 않으면 서버 측 암호화 유형이 AWS 소유 키로 설정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SEType
서버 측 암호화 유형입니다 지원되는 유일한 값은
• KMS- AWS Key Management Service를 사용하는 서버 측 암호화입니다. 이 키는 사용자의 계정에 저
장되고 AWS KMS에 의해 관리됩니다(AWS KMS 요금 적용).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ynamoDB::Table StreamSpecification
DynamoDB의 테이블에 대한 DynamoDB Streams 구성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reamViewType" : String

YAML
StreamViewType: String

Properties
StreamViewType
테이블의 항목이 수정될 경우 StreamViewType은 이 테이블에 대한 스트림에 쓸 정보를 정의합니다.
StreamViewType에 대해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YS_ONLY - 수정된 항목의 키 속성만 스트림에 씁니다.
• NEW_IMAGE - 수정된 후 표시된 전체 항목을 스트림에 씁니다.
• OLD_IMAGE - 수정되기 전에 표시된 전체 항목을 스트림에 씁니다.
• NEW_AND_OLD_IMAGES - 항목의 새 이미지와 기존 이미지를 모두 스트림에 씁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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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허용된 값: KEYS_ONLY | NEW_AND_OLD_IMAGES | NEW_IMAGE | OLD_IMAG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DynamoDB::Table TimeToLiveSpecification
지정한 테이블에 TTL(Time to Live)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설정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Name" : String,
"Enabled" : Boolean

YAML
AttributeName: String
Enabled: Boolean

Properties
AttributeName
테이블의 항목에 대한 만료 시간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TTL 속성의 이름입니다.

Note
이 속성을 업데이트하려면 먼저 TTL을 비활성화한 다음 새 속성 이름으로 TTL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테이블에 TTL이 활성화(true)되는지 또는 비활성화(false)되는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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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EC2::CapacityReservation (p. 2348)
• AWS::EC2::CarrierGateway (p. 2353)
• AWS::EC2::ClientVpnAuthorizationRule (p. 2354)
• AWS::EC2::ClientVpnEndpoint (p. 2356)
• AWS::EC2::ClientVpnRoute (p. 2367)
• AWS::EC2::ClientVpnTargetNetworkAssociation (p. 2369)
• AWS::EC2::CustomerGateway (p. 2371)
• AWS::EC2::DHCPOptions (p. 2373)
• AWS::EC2::EC2Fleet (p. 2375)
• AWS::EC2::EgressOnlyInternetGateway (p. 2394)
• AWS::EC2::EIP (p. 2395)
• AWS::EC2::EIPAssociation (p. 2398)
• AWS::EC2::EnclaveCertificateIamRoleAssociation (p. 2402)
• AWS::EC2::FlowLog (p. 2404)
• AWS::EC2::GatewayRouteTableAssociation (p. 2410)
• AWS::EC2::Host (p. 2411)
• AWS::EC2::Instance (p. 2413)
• AWS::EC2::InternetGateway (p. 2445)
• AWS::EC2::LaunchTemplate (p. 2447)
• AWS::EC2::LocalGatewayRoute (p. 2484)
• AWS::EC2::LocalGatewayRouteTableVPCAssociation (p. 2486)
• AWS::EC2::NatGateway (p. 2487)
• AWS::EC2::NetworkAcl (p. 2490)
• AWS::EC2::NetworkAclEntry (p. 2491)
• AWS::EC2::NetworkInsightsAnalysis (p. 2497)
• AWS::EC2::NetworkInsightsPath (p. 2521)
• AWS::EC2::NetworkInterface (p. 2524)
• AWS::EC2::NetworkInterfaceAttachment (p. 2530)
• AWS::EC2::NetworkInterfacePermission (p. 2531)
• AWS::EC2::PlacementGroup (p. 2533)
• AWS::EC2::PrefixList (p. 2534)
• AWS::EC2::Route (p. 2538)
• AWS::EC2::RouteTable (p. 2542)
• AWS::EC2::SecurityGroup (p. 2544)
• AWS::EC2::SecurityGroupEgress (p. 2552)
• AWS::EC2::SecurityGroupIngress (p. 2557)
• AWS::EC2::SpotFleet (p. 2565)
• AWS::EC2::Subnet (p. 2598)
• AWS::EC2::SubnetCidrBlock (p. 2602)
• AWS::EC2::SubnetNetworkAclAssociation (p. 2603)
•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 2605)
• AWS::EC2::TrafficMirrorFilter (p. 2606)
• AWS::EC2::TrafficMirrorFilterRule (p. 2608)
• AWS::EC2::TrafficMirrorSession (p. 2613)
• AWS::EC2::TrafficMirrorTarget (p. 2616)
• AWS::EC2::TransitGateway (p. 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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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EC2::TransitGatewayAttachment (p. 2623)
•
•
•
•
•

AWS::EC2::TransitGatewayConnect (p. 2625)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Domain (p. 2627)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DomainAssociation (p. 2628)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GroupMember (p. 2630)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GroupSource (p. 2632)

• AWS::EC2::TransitGatewayPeeringAttachment (p. 2633)
• AWS::EC2::TransitGatewayRoute (p. 2635)
•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 (p. 2637)
•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Association (p. 2638)
•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Propagation (p. 2639)
• AWS::EC2::Volume (p. 2640)
• AWS::EC2::VolumeAttachment (p. 2645)
• AWS::EC2::VPC (p. 2648)
• AWS::EC2::VPCCidrBlock (p. 2651)
• AWS::EC2::VPCDHCPOptionsAssociation (p. 2654)
• AWS::EC2::VPCEndpoint (p. 2656)
• AWS::EC2::VPCEndpointConnectionNotification (p. 2660)
• AWS::EC2::VPCEndpointService (p. 2661)
• AWS::EC2::VPCEndpointServicePermissions (p. 2663)
• AWS::EC2::VPCGatewayAttachment (p. 2664)
• AWS::EC2::VPCPeeringConnection (p. 2666)
• AWS::EC2::VPNConnection (p. 2668)
• AWS::EC2::VPNConnectionRoute (p. 2672)
• AWS::EC2::VPNGateway (p. 2673)
• AWS::EC2::VPNGatewayRoutePropagation (p. 2675)

AWS::EC2::CapacityReservation
지정된 속성을 사용하여 새 용량 예약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용량 예
약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C2::CapacityReservation",
"Properties" : {
"AvailabilityZone" : String,
"EbsOptimized" : Boolean,
"EndDate" : String,
"EndDateType" : String,
"EphemeralStorage" : Boolean,
"InstanceCount" : Integer,
"InstanceMatchCriteria" : String,
"InstancePlatform" : String,
"InstanceType" : String,
"TagSpecifications" : [ TagSpecification (p. 2352), ... ],
"Tenancy"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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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Type: AWS::EC2::CapacityReservation
Properties:
AvailabilityZone: String
EbsOptimized: Boolean
EndDate: String
EndDateType: String
EphemeralStorage: Boolean
InstanceCount: Integer
InstanceMatchCriteria: String
InstancePlatform: String
InstanceType: String
TagSpecifications:
- TagSpecification (p. 2352)
Tenancy: String

Properties
AvailabilityZone
용량 예약을 생성할 가용 영역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bsOptimized
용량 예약이 EBS 최적화 인스턴스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최적화는 Amazon EBS에 전용
처리량을 제공하며 최적의 I/O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구성 스택을 제공합니다. 이 최적화는 일부
인스턴스 유형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BS 최적화 인스턴스를 사용할 경우 추가 사용 요금이 적용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dDate
용량 예약이 만료되는 날짜와 시간입니다. 용량 예약 만료 시 예약된 용량이 해제되고 더 이상 용량 예
약으로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용량 예약의 종료 날짜 및 시간에 도달 시 용량 예약의 상태는
expired로 변경됩니다.
EndDateType이 limited인 경우 EndDate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EndDateType이 unlimited인
경우 EndDate를 생략합니다.
EndDateType이 limited인 경우 지정된 시간으로부터 1시간 내에 용량 예약이 취소됩니다. 예를 들
어 2019년 5월 31일 13:30:55를 지정하는 경우 용량 예약은 2019년 5월 31일 13:30:55 ~ 14:30:55에 종
료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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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DateType
용량 예약이 종료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용량 예약의 종료 유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unlimited -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취소할 때까지 용량 예약은 활성 상태로 남습니다.
EndDateType이 unlimited인 경우 EndDate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 limited - 용량 예약은 지정된 날짜 및 시간에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EndDateType 값이
limited인 경우 EndDate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limited | unlimit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phemeralStorage
용량 예약이 임시 블록 레벨 용량으로 인스턴스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Count
용량을 예약할 인스턴스 수입니다.
유효한 범위: 1 - 1000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MatchCriteria
용량 예약이 허용하는 인스턴스 시작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옵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open - 용량 예약은 일치하는 속성(인스턴스 유형, 플랫폼 및 가용 영역)이 있는 모든 인스턴스와 자동
으로 맞춰집니다. 추가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고 일치하는 속성이 용량 예약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도
록 한 인스턴스입니다.
• targeted - 용량 예약에서, 일치하는 속성(인스턴스 유형, 플랫폼 및 가용 영역)이 있고 용량 예약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인스턴스만 허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허용된 인스턴스만이 예약된 용량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open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pen | targete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Platform
용량을 예약할 운영 체제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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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Linux with SQL Server Enterprise | Linux with SQL Server Standard
| Linux with SQL Server Web | Linux/UNIX | Red Hat Enterprise Linux |
SUSE Linux | Windows | Windows with SQL Server | Windows with SQL Server
Enterprise | Windows with SQL Server Standard | Windows with SQL Server Web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Type
용량을 예약할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인스턴스 유형을 참조
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pecifications
시작 시 용량 예약에 적용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Specification (p. 2352)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enancy
용량 예약의 테넌시를 나타냅니다. 용량 예약의 테넌시 유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default - 용량 예약은 다른 AWS 계정와(과) 공유되는 하드웨어에서 생성됩니다.
• dedicated - 용량 예약은 단일 AWS 계정 전용 단일 테넌트 하드웨어에서 생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edicated | defaul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ID(예:
cr-1234ab5cd6789e0f1)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vailabilityZone
용량이 예약되는 가용 영역을 반환합니다. 예: us-east-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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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InstanceCount
용량 예약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인스턴스 수를 나타내는 나머지 용량을 반환합니다. 예: 9.
InstanceType
용량이 예약되는 인스턴스 유형을 반환합니다. 예: m4.large.
Tenancy
용량 예약의 테넌시를 반환합니다. 예: dedicated.
TotalInstanceCount
용량 예약에서 용량을 예약하는 총 인스턴스 수를 반환합니다. 예: 15.

참고 항목
•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온디맨드 용량 예약

AWS::EC2::CapacityReservation TagSpecification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ourceType" : String,
"Tags" : [ Tag, ... ]

YAML
ResourceTyp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ResourceType
태그를 지정할 리소스의 유형입니다. capacity-reservation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apacity-reservation | carrier-gateway | client-vpn-endpoint |
customer-gateway | dedicated-host | dhcp-options | egress-only-internetgateway | elastic-gpu | elastic-ip | export-image-task | export-instancetask | fleet | fpga-image | host-reservation | image | import-image-task
| import-snapshot-task | instance | instance-event-window | internet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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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way | ipv4pool-ec2 | ipv6pool-ec2 | key-pair | launch-template | localgateway | local-gateway-route-table | local-gateway-route-table-virtualinterface-group-association | local-gateway-route-table-vpc-association |
local-gateway-virtual-interface | local-gateway-virtual-interface-group |
natgateway | network-acl | network-insights-analysis | network-insightspath | network-interface | placement-group | prefix-list | replace-rootvolume-task | reserved-instances | route-table | security-group | securitygroup-rule | snapshot | spot-fleet-request | spot-instances-request | subnet
| traffic-mirror-filter | traffic-mirror-session | traffic-mirror-target |
transit-gateway | transit-gateway-attachment | transit-gateway-connect-peer
| transit-gateway-multicast-domain | transit-gateway-route-table | volume
| vpc | vpc-endpoint | vpc-endpoint-service | vpc-flow-log | vpc-peeringconnection | vpn-connection | vpn-gatewa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리소스에 적용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CarrierGateway
통신 사업자 게이트웨이를 생성합니다. 통신 사업자 게이트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Wavelength 개
발자 안내서에서 통신 사업자 게이트웨이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CarrierGateway",
"Properties" : {
"Tags" : [ Tag, ... ],
"VpcId" : String
}

YAML
Type: AWS::EC2::CarrierGateway
Properties:
Tags:
- Tag
VpcId: String

Properties
Tags
통신 사업자 게이트웨이에 할당된 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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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Id
통신 사업자 게이트웨이와 연결된 VPC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통신 사업자 게이트웨이 ID입니다.
예: cagw-05a8da9a199afb1c7.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arrierGatewayId
통신 사업자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OwnerId
통신 사업자 게이트웨이 소유자의 AWS 계정 ID입니다.
State
통신 사업자 게이트웨이의 상태입니다.

참고 항목
•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통신 사업자 게이트웨이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CarrierGateway

AWS::EC2::ClientVpnAuthorizationRule
Client VPN 엔드포인트에 추가할 수신 권한 부여 규칙을 지정합니다. 수신 권한 부여 규칙은 네트워크에 대
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방화벽의 역할을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AWS 또는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의 리소
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수신 권한 부여 규칙을 구성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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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EC2::ClientVpnAuthorizationRule",
"Properties" : {
"AccessGroupId" : String,
"AuthorizeAllGroups" : Boolean,
"ClientVpnEndpointId" : String,
"Description" : String,
"TargetNetworkCidr" : String
}

YAML
Type: AWS::EC2::ClientVpnAuthorizationRule
Properties:
AccessGroupId: String
AuthorizeAllGroups: Boolean
ClientVpnEndpointId: String
Description: String
TargetNetworkCidr: String

Properties
AccessGroupId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그룹의 ID입니다(예: Active Directory 그룹 또는 자격 증명 공급자(IdP) 그룹).
AuthorizeAllGroups 또는 false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uthorizeAllGroups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VPN 연결
액세스를 성공적으로 설정하는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면 true를 지정합니다.
AccessGroupId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true로 설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lientVpnEndpointId
Client VPN 엔드포인트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권한 부여 규칙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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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rgetNetworkCidr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는 중인 네트워크의, CIDR 표기법으로 된, IPv4 주소 범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예제
클라이언트 VPN 엔드포인트에 권한 부여 규칙 추가
다음 예에서는 모든 사용자에게 인터넷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 부여 규칙을 추가합니다.

YAML
myAuthRule:
Type: "AWS::EC2::ClientVpnAuthorizationRule"
Properties:
ClientVpnEndpointId:
Ref: myClientVpnEndpoint
AuthorizeAllGroups: true
TargetNetworkCidr: "0.0.0.0/0"
Description: "myAuthRule"

JSON
"myAuthRule": {
"Type": "AWS::EC2::ClientVpnAuthorizationRule",
"Properties": {
"ClientVpnEndpointId": {
"Ref": "myClientVpnEndpoint"
},
"AuthorizeAllGroups": true,
"TargetNetworkCidr": "0.0.0.0/0",
"Description": "myAuthRule"
}
}

참고 항목
• AWS Client VPN 관리자 가이드의 Client VPN 시작하기
• AWS Client VPN 관리자 가이드의 권한 부여 규칙

AWS::EC2::ClientVpnEndpoint
Client VPN 엔드포인트를 지정합니다. Client VPN 엔드포인트는 클라이언트 VPN 세션을 활성화하고 관리하
기 위해 생성 및 구성하는 리소스입니다. 모든 클라이언트 VPN 세션이 종료되는 대상 엔드포인트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235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2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ClientVpnEndpoint",
"Properties" : {
"AuthenticationOptions" : [ ClientAuthenticationRequest (p. 2362), ... ],
"ClientCidrBlock" : String,
"ClientConnectOptions" : ClientConnectOptions (p. 2363),
"ConnectionLogOptions" : ConnectionLogOptions (p. 2364),
"Description" : String,
"DnsServers" : [ String, ... ],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elfServicePortal" : String,
"ServerCertificateArn" : String,
"SplitTunnel" : Boolean,
"TagSpecifications" : [ TagSpecification (p. 2366), ... ],
"TransportProtocol" : String,
"VpcId" : String,
"VpnPort" : Integer
}

YAML
Type: AWS::EC2::ClientVpnEndpoint
Properties:
AuthenticationOptions:
- ClientAuthenticationRequest (p. 2362)
ClientCidrBlock: String
ClientConnectOptions:
ClientConnectOptions (p. 2363)
ConnectionLogOptions:
ConnectionLogOptions (p. 2364)
Description: String
DnsServers:
- String
SecurityGroupIds:
- String
SelfServicePortal: String
ServerCertificateArn: String
SplitTunnel: Boolean
TagSpecifications:
- TagSpecification (p. 2366)
TransportProtocol: String
VpcId: String
VpnPort: Integer

Properties
AuthenticationOptions
클라이언트를 인증하는 데 사용하는 인증 방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예
Type: ClientAuthenticationRequest (p. 2362)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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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CidrBlock
클라이언트 IP 주소를 할당할 IPv4 주소 범위입니다(CIDR 표기). 주소 범위가 연결된 서브넷이 위치하는
VPC의 로컬 CIDR 또는 수동으로 추가하는 라우팅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Client VPN 엔드포인트가 생
성된 후에는 주소 범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CIDR 블록은 block should be /22 이상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lientConnectOptions
새 클라이언트 연결에 대한 연결 권한 부여 관리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ientConnectOptions (p. 23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ionLogOptions
클라이언트 연결 로깅 옵션에 관한 정보입니다.
클라이언트 연결 로깅을 활성화한 경우 클라이언트 연결에 대한 데이터가 Cloudwatch Logs 로그 스트
림으로 전송됩니다. 다음 정보가 로깅됩니다.
• 클라이언트 연결 요청
• 클라이언트 연결 결과(성공 및 실패)
• 클라이언트 연결 요청의 실패 이유
• 클라이언트 연결 해지 시간
Required: 예
Type: ConnectionLogOptions (p. 23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Client VPN 엔드포인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nsServers
DNS 확인에 사용되는 DNS 서버에 관한 정보입니다. Client VPN 엔드포인트는 최대 2개의 DNS 서버를
가질 수 있습니다. DNS 서버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디바이스에서 구성된 DNS 주소가 DNS 서버에 사용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Ids
대상 네트워크에 적용할 하나 이상의 보안 그룹 ID입니다. 보안 그룹이 포함된 VPC의 ID도 지정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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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lfServicePortal
클라이언트 VPN 엔드포인트에 대해 셀프 서비스 포털을 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Default Value: enable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erCertificateArn
서버 인증서의 ARN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ertificate Manager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litTunnel
AWS Client VPN 엔드포인트에서 분할 터널을 사용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VPN 엔드포인트에서 분할 터널이 비활성화됩니다.
분할 터널 VPN 엔드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ient VPN 관리자 가이드에서 분할 터널 AWS
Client VPN 엔드포인트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pecifications
생성 중에 Client VPN 엔드포인트에 적용되는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Specification (p. 2366)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ransportProtocol
VPN 세션에서 사용하는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기본값: udp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tcp | u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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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cId
Client VPN 엔드포인트와 연결할 VPC의 ID입니다. 요청에 지정된 보안 그룹 ID가 없으면 VPC의 기본
보안 그룹이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nPort
TCP 및 UDP 트래픽에 대한 클라이언트 VPN 엔드포인트에 할당할 포트 번호입니다.
유효한 값: 443 | 1194
Default Value: 443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Client VPN 엔드포인트의 ID입니다.
예: cvpn-endpoint-1234567890abcdef0.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Client VPN 엔드포인트
다음 예에서는 Active Directory 인증을 사용하고 10.0.0.0/22 CIDR 범위에서 클라이언트 IP 주소를 할당
하는 Client VPN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YAML
myClientVpnEndpoint:
Type: AWS::EC2::ClientVpnEndpoint
Properties:
AuthenticationOptions:
- Type: "directory-service-authentication"
ActiveDirectory:
DirectoryId: d-926example
ClientCidrBlock: "10.0.0.0/22"
ConnectionLogOptions:
Enabled: false
Description: "My Client VPN Endpoint"
DnsServers:
- "11.11.0.1"
ServerCertificateArn: "arn:aws:acm:useast-1:111122223333:certificate/12345678-1234-1234-1234-123456789012"
TagSpecifications:
- ResourceType: "client-vpn-end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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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Key: "Purpose"
Value: "Production"
TransportProtocol: "udp"

JSON
"myClientVpnEndpoint": {
"Type": "AWS::EC2::ClientVpnEndpoint",
"Properties": {
"AuthenticationOptions": [
{
"Type": "directory-service-authentication",
"ActiveDirectory": {
"DirectoryId": "d-926example"
}
}
],
"ClientCidrBlock": "10.0.0.0/22",
"ConnectionLogOptions": {
"Enabled": false
},
"Description": "My Client VPN Endpoint",
"DnsServers": [
"11.11.0.1"
],
"ServerCertificateArn": "arn:aws:acm:useast-1:111122223333:certificate/12345678-1234-1234-1234-123456789012",
"TagSpecifications": [
{
"ResourceType": "client-vpn-endpoint",
"Tags": [
{
"Key": "Purpose",
"Value": "Production"
}
]
}
],
"TransportProtocol": "udp"
}
}

참고 항목
• AWS Client VPN 관리자 가이드의 Client VPN 시작하기
• AWS Client VPN 관리자 가이드의 Client VPN 엔드포인트

AWS::EC2::ClientVpnEndpoint CertificateAuthenticationRequest
인증에 사용할 클라이언트 인증서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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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RootCertificateChainArn" : String

YAML
ClientRootCertificateChainArn: String

Properties
ClientRootCertificateChainArn
클라이언트 인증서의 ARN입니다. 인증서는 인증 기관(CA)에서 서명하고 AWS Certificate
Manager(ACM)에서 프로비저닝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ClientVpnEndpoint ClientAuthenticationRequest
클라이언트 VPN 엔드포인트에서 사용할 인증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ient VPN 관리자
안내서에서 인증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veDirectory" : DirectoryServiceAuthenticationRequest (p. 2365),
"FederatedAuthentication" : FederatedAuthenticationRequest (p. 2365),
"MutualAuthentication" : CertificateAuthenticationRequest (p. 2361),
"Type" : String

YAML
ActiveDirectory:
DirectoryServiceAuthenticationRequest (p. 2365)
FederatedAuthentication:
FederatedAuthenticationRequest (p. 2365)
MutualAuthentication:
CertificateAuthenticationRequest (p. 2361)
Type: String

Properties
ActiveDirectory
해당되는 경우 사용할 Active Directory에 대한 정보입니다. Type이 directory-serviceauthentication인 경우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irectoryServiceAuthenticationRequest (p. 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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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ederatedAuthentication
IAM SAML 자격 증명 공급자에 대한 정보입니다(해당하는 경우).
Required: 아니요
Type: FederatedAuthenticationRequest (p. 236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utualAuthentication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인증 인증서에 대한 정보입니다. Type이 certificate-authentication인 경
우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ertificateAuthenticationRequest (p. 236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사용할 클라이언트 인증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ertificate-authentication | directory-service-authentication |
federated-authenticati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ClientVpnEndpoint ClientConnectOptions
클라이언트 연결 옵션의 사용 여부를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false (활성화되지 않음) 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LambdaFunctionArn" : String

YAML
Enabled: Boolean
LambdaFunctionArn: String

Properties
Enabled
클라이언트 연결 옵션의 사용 여부를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false (활성화되지 않음) 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236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2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mbdaFunctionArn
연결 권한 부여에 사용되는 AWS Lambda 함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ClientVpnEndpoint ConnectionLogOptions
Client VPN 엔드포인트에 대한 클라이언트 연결 로깅 옵션을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oudwatchLogGroup" : String,
"CloudwatchLogStream" : String,
"Enabled" : Boolean

YAML
CloudwatchLogGroup: String
CloudwatchLogStream: String
Enabled: Boolean

Properties
CloudwatchLogGroup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의 이름입니다. 연결 로깅이 활성화된 경우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oudwatchLogStream
연결 데이터가 게시되는 CloudWatch Logs 로그 스트림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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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ed
연결 로깅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ClientVpnEndpoint DirectoryServiceAuthenticationRequest
클라이언트 인증에 사용할 Active Directory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rectoryId" : String

YAML
DirectoryId: String

Properties
DirectoryId
인증에 사용할 Active Directory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ClientVpnEndpoint FederatedAuthenticationRequest
페더레이션 인증에 사용되는 IAM SAML 자격 증명 공급자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AMLProviderArn" : String,
"SelfServiceSAMLProviderArn" : String

YAML
SAMLProvider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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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ServiceSAMLProviderArn: String

Properties
SAMLProviderArn
IAM SAML 자격 증명 공급자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lfServiceSAMLProviderArn
셀프 서비스 포털에 대한 IAM SAML 자격 증명 공급자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ClientVpnEndpoint TagSpecification
리소스가 생성되는 중에 리소스에 적용할 태그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ourceType" : String,
"Tags" : [ Tag, ... ]

YAML
ResourceTyp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ResourceType
태그를 지정할 리소스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apacity-reservation | carrier-gateway | client-vpn-endpoint |
customer-gateway | dedicated-host | dhcp-options | egress-only-internetgateway | elastic-gpu | elastic-ip | export-image-task | export-instancetask | fleet | fpga-image | host-reservation | image | import-image-task
| import-snapshot-task | instance | instance-event-window | internet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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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way | ipv4pool-ec2 | ipv6pool-ec2 | key-pair | launch-template | localgateway | local-gateway-route-table | local-gateway-route-table-virtualinterface-group-association | local-gateway-route-table-vpc-association |
local-gateway-virtual-interface | local-gateway-virtual-interface-group |
natgateway | network-acl | network-insights-analysis | network-insightspath | network-interface | placement-group | prefix-list | replace-rootvolume-task | reserved-instances | route-table | security-group | securitygroup-rule | snapshot | spot-fleet-request | spot-instances-request | subnet
| traffic-mirror-filter | traffic-mirror-session | traffic-mirror-target |
transit-gateway | transit-gateway-attachment | transit-gateway-connect-peer
| transit-gateway-multicast-domain | transit-gateway-route-table | volume
| vpc | vpc-endpoint | vpc-endpoint-service | vpc-flow-log | vpc-peeringconnection | vpn-connection | vpn-gatewa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리소스에 적용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예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ClientVpnRoute
Client VPN 엔드포인트에 추가할 네트워크 라우팅을 지정합니다. 각 Client VPN 엔드포인트에는 사용 가능
한 대상 네트워크 라우팅을 설명하는 라우팅 테이블이 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의 각 라우팅은 특정 리소스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 경로를 지정합니다.
대상 네트워크 연결은 경로를 지정하기 전에 생성해야 합니다. Client VPN 엔드
포인트의 모든 구성 요소를 동시에 설정하는 경우 DependsOn 속성을 사용하여
AWS::EC2::ClientVpnTargetNetworkAssociation 리소스에 대한 종속성을 선언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ClientVpnRoute",
"Properties" : {
"ClientVpnEndpointId" : String,
"Description" : String,
"DestinationCidrBlock" : String,
"TargetVpcSubnetId" : String
}

YAML
Type: AWS::EC2::ClientVpnRoute
Properties:
ClientVpnEndpointId: String
Description: String
DestinationCidrBlock: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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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VpcSubnetId: String

Properties
ClientVpnEndpointId
라우팅을 추가할 Client VPN 엔드포인트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라우팅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tinationCidrBlock
라우팅 대상의 IPv4 주소 범위입니다(CIDR 표기). 예:
• 인터넷 액세스용 라우팅을 추가하려면 0.0.0.0/0을 입력합니다.
• 피어링된 VPC에 대한 라우팅을 추가하려면 피어링된 VPC의 IPv4 CIDR 범위를 입력합니다.
•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를 추가하려면 AWS Site-to-Site VPN 연결의 IPv4 CIDR 범위를 입
력합니다.
• 로컬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를 추가하려면 클라이언트 CIDR 범위를 입력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rgetVpcSubnetId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브넷의 ID입니다. 지정된 서브넷은 Client VPN 엔드포인트의 기
존 대상 네트워크여야 합니다.
또는 로컬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를 추가하려는 경우 local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예제
클라이언트 VPN 엔드포인트에 라우팅 추가
다음 예에서는 클라이언트 VPN 엔드포인트에 인터넷 액세스를 위한 라우팅을 추가합니다.

YAML
my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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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EC2::ClientVpnRoute"
Properties:
ClientVpnEndpointId:
Ref: myClientVpnEndpoint
TargetVpcSubnetId:
Ref: mySubnet
DestinationCidrBlock: "0.0.0.0/0"
Description: "myRoute"

JSON
"myRoute": {
"Type": "AWS::EC2::ClientVpnRoute",
"Properties": {
"ClientVpnEndpointId": {
"Ref": "myClientVpnEndpoint"
},
"TargetVpcSubnetId": {
"Ref": "mySubnet"
},
"DestinationCidrBlock": "0.0.0.0/0",
"Description": "myRoute"
}
}

참고 항목
• AWS Client VPN 관리자 가이드의 Client VPN 시작하기
• AWS Client VPN 관리자 가이드의 경로

AWS::EC2::ClientVpnTargetNetworkAssociation
Client VPN 엔드포인트와 연결할 대상 네트워크를 지정합니다. 대상 네트워크는 VPC 안의 서브넷입니다. 동
일한 VPC의 여러 서브넷과 Client VPN 엔드포인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각 가용 영역에서 하나의 서브넷
만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을 2개 이상 연결하여 가용 영역 중복성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ClientVpnTargetNetworkAssociation",
"Properties" : {
"ClientVpnEndpointId" : String,
"SubnetId" : String
}

YAML
Type: AWS::EC2::ClientVpnTargetNetworkAssociation
Properties:
ClientVpnEndpointId: String
SubnetI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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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lientVpnEndpointId
Client VPN 엔드포인트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
Client VPN 엔드포인트와 연결할 서브넷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연결 ID입니다. 예: cvpnassoc-1234567890abcdef0.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대상 서브넷을 클라이언트 VPN 엔드포인트에 연결
다음 예제에서는 대상 네트워크를 클라이언트 VPN 엔드포인트에 연결합니다.

YAML
myNetworkAssociation:
Type: "AWS::EC2::ClientVpnTargetNetworkAssociation"
Properties:
ClientVpnEndpointId:
Ref: myClientVpnEndpoint
SubnetId:
Ref: mySubnet

JSON
"myNetworkAssociation": {
"Type": "AWS::EC2::ClientVpnTargetNetworkAssociation",
"Properties": {
"ClientVpnEndpointId": {
"Ref": "myClientVpnEndpoint"
},
"SubnetId": {
"Ref": "mySubne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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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WS Client VPN 관리자 가이드의 Client VPN 시작하기
• AWS Client VPN 관리자 가이드의 대상 네트워크

AWS::EC2::CustomerGateway
고객 게이트웨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CustomerGateway",
"Properties" : {
"BgpAsn" : Integer,
"IpAddress" : String,
"Tags" : [ Tag, ... ],
"Type" : String
}

YAML
Type: AWS::EC2::CustomerGateway
Properties:
BgpAsn: Integer
IpAddress: String
Tags:
- Tag
Type: String

Properties
BgpAsn
BGP를 지원하는 디바이스의 경우 고객 게이트웨이의 BGP ASN입니다.
기본값: 65000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pAddress
고객 게이트웨이 외부 인터페이스용 인터넷 라우팅 가능 IP 주소입니다. 이 주소는 고정 값이어야 합니
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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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고객 게이트웨이에 대한 하나 이상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고객 게이트웨이가 지원하는 VPN 연결 유형입니다(ipsec.1).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psec.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고객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YAML
myCustomerGateway:
Type: AWS::EC2::CustomerGateway
Properties:
Type: ipsec.1
BgpAsn: 65534
IpAddress: 12.1.2.3

JSON
{

}

"myCustomerGateway" : {
"Type" : "AWS::EC2::CustomerGateway",
"Properties" : {
"Type" : "ipsec.1",
"BgpAsn" : "65534",
"IpAddress" : "12.1.2.3"
}
}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Customer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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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2::DHCPOptions
VPC에 대한 DHCP 옵션 세트를 지정합니다.
DomainNameServers, NetbiosNameServers, NtpServers 속성을 최소 하나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NetbiosNameServers를 지정할 경우 NetbiosNodeType을 지정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DHCPOptions",
"Properties" : {
"DomainName" : String,
"DomainNameServers" : [ String, ... ],
"NetbiosNameServers" : [ String, ... ],
"NetbiosNodeType" : Integer,
"NtpServers" : [ String,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EC2::DHCPOptions
Properties:
DomainName: String
DomainNameServers:
- String
NetbiosNameServers:
- String
NetbiosNodeType: Integer
NtpServers:
-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omainName
이 값은 정규화되지 않은 DNS 호스트 이름을 완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us-east-1에
서 AmazonProvidedDNS를 사용할 경우 ec2.internal을 지정합니다. 다른 리전에서
AmazonProvidedDNS를 사용할 경우 region.compute.internal을 지정합니다(예: apnortheast-1.compute.internal). 그렇지 않으면, 도메인 이름을 지정합니다(예:
MyCompany.com).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omainNameServers
최대 4개의 도메인 이름 서버 또는 AmazonProvidedDNS의 IPv4 주소입니다. 기본 DHCP 옵션 세트는
AmazonProvidedDNS를 지정합니다. 2개 이상의 도메인 이름 서버를 지정할 경우 단일 파라미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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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표로 구분하여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인스턴스가 DomainName에 지정된 사용자 지정 DNS 호스트
이름을 받으려면, 이를 사용자 지정 DNS 서버로 설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etbiosNameServers
최대 4개의 NetBIOS 이름 서버의 IPv4 주소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etbiosNodeType
NetBIOS 노드 유형(1, 2, 4 또는 8)입니다. 2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브로드캐스트와 멀티캐스트는
현재 지원되지 않음).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tpServers
최대 4개의 NTP(Network Time Protocol) 서버의 IPv4 주소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DHCP 옵션 세트에 할당된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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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pOptionsId
DHCP 옵션 세트의 ID입니다.

예제
YAML
myDhcpOptions:
Type: AWS::EC2::DHCPOptions
Properties:
DomainName: example.com
DomainNameServers:
- AmazonProvidedDNS
NtpServers:
- 10.2.5.1
NetbiosNameServers:
- 10.2.5.1
NetbiosNodeType: 2
Tags:
- Key: project
Value: 123

JSON
{

}

"myDhcpOptions" : {
"Type" : "AWS::EC2::DHCPOptions",
"Properties" : {
"DomainName" : "example.com",
"DomainNameServers" : [ "AmazonProvidedDNS" ],
"NtpServers" : [ "10.2.5.1" ],
"NetbiosNameServers" : [ "10.2.5.1" ],
"NetbiosNodeType" : 2,
"Tags" : [ { "Key" : "project", "Value" : "123" } ]
}
}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DhcpOptions
•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DHCP 옵션 세트

AWS::EC2::EC2Fleet
인스턴스의 플릿 또는 그룹을 시작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지정합니다. EC2 플릿은 온디맨드 인스턴스, 예약
인스턴스 및 스팟 인스턴스 구매 모델을 함께 사용하여 여러 가용 영역에서 여러 인스턴스 유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C2 플릿을 사용하여 별도의 온디맨드 용량 및 스팟 용량 목표를 정의하고,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하게 작동하는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하며, Amazon EC2가 각 구매 모델에 플릿 용량을 배포할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EC2 플릿 시작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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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EC2Fleet",
"Properties" : {
"Context" : String,
"ExcessCapacityTerminationPolicy" : String,
"LaunchTemplateConfigs" : [ FleetLaunchTemplateConfigRequest (p. 2380), ... ],
"OnDemandOptions" : OnDemandOptionsRequest (p. 2385),
"ReplaceUnhealthyInstances" : Boolean,
"SpotOptions" : SpotOptionsRequest (p. 2389),
"TagSpecifications" : [ TagSpecification (p. 2391), ... ],
"TargetCapacitySpecification" : TargetCapacitySpecificationRequest (p. 2392),
"TerminateInstancesWithExpiration" : Boolean,
"Type" : String,
"ValidFrom" : String,
"ValidUntil" : String
}

YAML
Type: AWS::EC2::EC2Fleet
Properties:
Context: String
ExcessCapacityTerminationPolicy: String
LaunchTemplateConfigs:
- FleetLaunchTemplateConfigRequest (p. 2380)
OnDemandOptions:
OnDemandOptionsRequest (p. 2385)
ReplaceUnhealthyInstances: Boolean
SpotOptions:
SpotOptionsRequest (p. 2389)
TagSpecifications:
- TagSpecification (p. 2391)
TargetCapacitySpecification:
TargetCapacitySpecificationRequest (p. 2392)
TerminateInstancesWithExpiration: Boolean
Type: String
ValidFrom: String
ValidUntil: String

Properties
Context
예약.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essCapacityTerminationPolicy
EC2 플릿의 총 목표 용량이 EC2 플릿의 현재 크기보다 작아질 경우 실행 중인 인스턴스를 종료할지 여
부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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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termination | terminati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unchTemplateConfigs
EC2 플릿의 구성.
Required: 예
Type: FleetLaunchTemplateConfigRequest (p. 2380)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nDemandOptions
EC2 플릿의 온디맨드 인스턴스에 대한 구성을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nDemandOptionsRequest (p. 238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placeUnhealthyInstances
EC2 플릿에서 비정상 스팟 인스턴스를 교체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maintain 유형의 플릿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에서 EC2 플릿 상태 확인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potOptions
EC2 플릿의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구성을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potOptionsRequest (p. 238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pecifications
생성 시 EC2 플릿 요청에 태그를 지정하기 위한 키-값 페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태깅을 참조하
세요.
플릿 유형이 instant인 경우 리소스 유형을 fleet으로 지정하여 플릿을 태깅하거나 instance로 지
정하여 시작 시 인스턴스를 태깅합니다.
플릿 유형이 maintain 또는 request인 경우 리소스 유형을 fleet으로 지정하여 플릿을 태깅합니다.
리소스 유형을 instance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 시 인스턴스에 태그를 지정하려면 시작 템플
릿에서 태그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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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agSpecification (p. 2391)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rgetCapacitySpecification
요청할 단위 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TargetCapacitySpecificationRequest (p. 23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rminateInstancesWithExpiration
EC2 플릿 만료 시 실행 중인 스팟 인스턴스가 종료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
플릿 유형입니다. 기본 값은 maintain입니다.
• maintain - EC2 플릿은 원하는 용량에 대한 비동기식 요청을 제출하고 중단된 스팟 인스턴스를 보
충하여 원하는 스팟 용량을 유지합니다.
• request - EC2 플릿은 원하는 용량에 대한 비동기식 일회성 요청을 체줄하지만, 스팟 용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용량 풀의 스팟 요청을 제출하고, 스팟 인스턴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스팟 용량을 유
지하지 않습니다.
• instant - EC2 플릿은 원하는 용량에 대한 동기식 일회성 요청을 제출하고, 시작할 수 없는 인스턴스
에 대해 오류를 반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EC2 플릿 요청 유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nstant | maintain | reques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idFrom
UTC 형식(예: YYYY-MM-DDTHH:MM:SSZ)의 요청 시작 날짜 및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청을 즉시
이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idUntil
UTC 형식(예: YYYY-MM-DDTHH:MM:SSZ)의 요청 종료 날짜 및 시간입니다. 현재 새로운 EC2 플릿 요
청이 접수되거나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요청은 취소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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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플릿 ID(예: fleet-1fe24079d272-4023-8e7c-70e10784cb0e)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FleetId
EC2 플릿의 ID입니다.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Fleet

AWS::EC2::EC2Fleet CapacityReservationOptionsRequest
온디맨드 용량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용량 예약을 사용하는 전략을 설명합니다.

Note
이 전략은 EC2 플릿 유형이 instant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량 예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온디맨드 용량 예약을 참조하십시오. EC2 플
릿에서 용량 예약을 사용하는 예는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EC2 플릿 예제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UsageStrategy" : String

YAML
UsageStrategy: String

Properties
UsageStrategy
온디맨드 용량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용량 예약을 사용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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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capacity-reservations-first를 지정하면 플릿은 미사용 용량 예약을 사용하여 온디맨드
용량을 목표 온디맨드 용량까지 이행합니다. 여러 인스턴스 풀에 미사용 용량 예약이 있는 경우, 온디맨
드 할당 전략(lowest-price 또는 prioritized)이 적용됩니다. 미사용 용량 예약 수가 온디맨드 목
표 용량보다 적을 경우, 온디맨드 할당 전략(lowest-price 또는 prioritized)에 따라 나머지 온디
맨드 목표 용량이 시작됩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플릿은 선택한 온디맨드 할당 전략에 따라 온디맨드 용량을 채웁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use-capacity-reservations-firs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EC2Fleet FleetLaunchTemplateConfigRequest
EC2 플릿에 대한 시작 템플릿 및 재정의를 지정합니다.
FleetLaunchTemplateConfigRequest은 AWS::EC2::EC2Fleet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aunchTemplateSpecification" : FleetLaunchTemplateSpecificationRequest (p. 2384),
"Overrides" : [ FleetLaunchTemplateOverridesRequest (p. 2381), ... ]

YAML
LaunchTemplateSpecification:
FleetLaunchTemplateSpecificationRequest (p. 2384)
Overrides:
- FleetLaunchTemplateOverridesRequest (p. 2381)

Properties
LaunchTemplateSpecification
사용할 시작 템플릿입니다. 요청에서 시작 템플릿 ID 또는 시작 템플릿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leetLaunchTemplateSpecificationRequest (p. 238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verrides
어떤 파라미터를 지정하더라도 시작 템플릿에 있는 같은 파라미터를 재정의합니다.
request 및 maintain 유형 플릿의 경우 모든 시작 템플릿에서 최대 300개의 항목이 허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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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FleetLaunchTemplateOverridesRequest (p. 2381)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FleetLaunchTemplateConfigRequest

AWS::EC2::EC2Fleet FleetLaunchTemplateOverridesRequest
EC2 플릿의 시작 템플릿에 대한 재정의를 지정합니다.
FleetLaunchTemplateOverridesRequest는 FleetLaunchTemplateConfigRequest 속성 유형의 속성
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vailabilityZone" : String,
"InstanceType" : String,
"MaxPrice" : String,
"Placement" : Placement (p. 2387),
"Priority" : Double,
"SubnetId" : String,
"WeightedCapacity" : Double

YAML
AvailabilityZone: String
InstanceType: String
MaxPrice: String
Placement:
Placement (p. 2387)
Priority: Double
SubnetId: String
WeightedCapacity: Double

Properties
AvailabilityZone
인스턴스를 시작할 가용 영역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Type
인스턴스 유형.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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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1.2xlarge | a1.4xlarge | a1.large | a1.medium | a1.metal |
a1.xlarge | c1.medium | c1.xlarge | c3.2xlarge | c3.4xlarge | c3.8xlarge
| c3.large | c3.xlarge | c4.2xlarge | c4.4xlarge | c4.8xlarge | c4.large
| c4.xlarge | c5.12xlarge | c5.18xlarge | c5.24xlarge | c5.2xlarge |
c5.4xlarge | c5.9xlarge | c5.large | c5.metal | c5.xlarge | c5a.12xlarge
| c5a.16xlarge | c5a.24xlarge | c5a.2xlarge | c5a.4xlarge | c5a.8xlarge
| c5a.large | c5a.xlarge | c5ad.12xlarge | c5ad.16xlarge | c5ad.24xlarge
| c5ad.2xlarge | c5ad.4xlarge | c5ad.8xlarge | c5ad.large | c5ad.xlarge
| c5d.12xlarge | c5d.18xlarge | c5d.24xlarge | c5d.2xlarge | c5d.4xlarge
| c5d.9xlarge | c5d.large | c5d.metal | c5d.xlarge | c5n.18xlarge |
c5n.2xlarge | c5n.4xlarge | c5n.9xlarge | c5n.large | c5n.metal | c5n.xlarge
| c6g.12xlarge | c6g.16xlarge | c6g.2xlarge | c6g.4xlarge | c6g.8xlarge
| c6g.large | c6g.medium | c6g.metal | c6g.xlarge | c6gd.12xlarge |
c6gd.16xlarge | c6gd.2xlarge | c6gd.4xlarge | c6gd.8xlarge | c6gd.large
| c6gd.medium | c6gd.metal | c6gd.xlarge | c6gn.12xlarge | c6gn.16xlarge
| c6gn.2xlarge | c6gn.4xlarge | c6gn.8xlarge | c6gn.large | c6gn.medium
| c6gn.xlarge | cc1.4xlarge | cc2.8xlarge | cg1.4xlarge | cr1.8xlarge |
d2.2xlarge | d2.4xlarge | d2.8xlarge | d2.xlarge | d3.2xlarge | d3.4xlarge
| d3.8xlarge | d3.xlarge | d3en.12xlarge | d3en.2xlarge | d3en.4xlarge
| d3en.6xlarge | d3en.8xlarge | d3en.xlarge | f1.16xlarge | f1.2xlarge
| f1.4xlarge | g2.2xlarge | g2.8xlarge | g3.16xlarge | g3.4xlarge |
g3.8xlarge | g3s.xlarge | g4ad.16xlarge | g4ad.2xlarge | g4ad.4xlarge |
g4ad.8xlarge | g4ad.xlarge | g4dn.12xlarge | g4dn.16xlarge | g4dn.2xlarge
| g4dn.4xlarge | g4dn.8xlarge | g4dn.metal | g4dn.xlarge | h1.16xlarge
| h1.2xlarge | h1.4xlarge | h1.8xlarge | hi1.4xlarge | hs1.8xlarge |
i2.2xlarge | i2.4xlarge | i2.8xlarge | i2.xlarge | i3.16xlarge | i3.2xlarge
| i3.4xlarge | i3.8xlarge | i3.large | i3.metal | i3.xlarge | i3en.12xlarge
| i3en.24xlarge | i3en.2xlarge | i3en.3xlarge | i3en.6xlarge | i3en.large
| i3en.metal | i3en.xlarge | inf1.24xlarge | inf1.2xlarge | inf1.6xlarge
| inf1.xlarge | m1.large | m1.medium | m1.small | m1.xlarge | m2.2xlarge
| m2.4xlarge | m2.xlarge | m3.2xlarge | m3.large | m3.medium | m3.xlarge |
m4.10xlarge | m4.16xlarge | m4.2xlarge | m4.4xlarge | m4.large | m4.xlarge
| m5.12xlarge | m5.16xlarge | m5.24xlarge | m5.2xlarge | m5.4xlarge |
m5.8xlarge | m5.large | m5.metal | m5.xlarge | m5a.12xlarge | m5a.16xlarge
| m5a.24xlarge | m5a.2xlarge | m5a.4xlarge | m5a.8xlarge | m5a.large |
m5a.xlarge | m5ad.12xlarge | m5ad.16xlarge | m5ad.24xlarge | m5ad.2xlarge
| m5ad.4xlarge | m5ad.8xlarge | m5ad.large | m5ad.xlarge | m5d.12xlarge
| m5d.16xlarge | m5d.24xlarge | m5d.2xlarge | m5d.4xlarge | m5d.8xlarge
| m5d.large | m5d.metal | m5d.xlarge | m5dn.12xlarge | m5dn.16xlarge |
m5dn.24xlarge | m5dn.2xlarge | m5dn.4xlarge | m5dn.8xlarge | m5dn.large
| m5dn.metal | m5dn.xlarge | m5n.12xlarge | m5n.16xlarge | m5n.24xlarge
| m5n.2xlarge | m5n.4xlarge | m5n.8xlarge | m5n.large | m5n.metal |
m5n.xlarge | m5zn.12xlarge | m5zn.2xlarge | m5zn.3xlarge | m5zn.6xlarge
| m5zn.large | m5zn.metal | m5zn.xlarge | m6g.12xlarge | m6g.16xlarge |
m6g.2xlarge | m6g.4xlarge | m6g.8xlarge | m6g.large | m6g.medium | m6g.metal
| m6g.xlarge | m6gd.12xlarge | m6gd.16xlarge | m6gd.2xlarge | m6gd.4xlarge
| m6gd.8xlarge | m6gd.large | m6gd.medium | m6gd.metal | m6gd.xlarge |
m6i.12xlarge | m6i.16xlarge | m6i.24xlarge | m6i.2xlarge | m6i.32xlarge
| m6i.4xlarge | m6i.8xlarge | m6i.large | m6i.xlarge | mac1.metal |
p2.16xlarge | p2.8xlarge | p2.xlarge | p3.16xlarge | p3.2xlarge | p3.8xlarge
| p3dn.24xlarge | p4d.24xlarge | r3.2xlarge | r3.4xlarge | r3.8xlarge |
r3.large | r3.xlarge | r4.16xlarge | r4.2xlarge | r4.4xlarge | r4.8xlarge |
r4.large | r4.xlarge | r5.12xlarge | r5.16xlarge | r5.24xlarge | r5.2xlarge
| r5.4xlarge | r5.8xlarge | r5.large | r5.metal | r5.xlarge | r5a.12xlarge
| r5a.16xlarge | r5a.24xlarge | r5a.2xlarge | r5a.4xlarge | r5a.8x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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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5a.large | r5a.xlarge | r5ad.12xlarge | r5ad.16xlarge | r5ad.24xlarge
| r5ad.2xlarge | r5ad.4xlarge | r5ad.8xlarge | r5ad.large | r5ad.xlarge
| r5b.12xlarge | r5b.16xlarge | r5b.24xlarge | r5b.2xlarge | r5b.4xlarge
| r5b.8xlarge | r5b.large | r5b.metal | r5b.xlarge | r5d.12xlarge |
r5d.16xlarge | r5d.24xlarge | r5d.2xlarge | r5d.4xlarge | r5d.8xlarge
| r5d.large | r5d.metal | r5d.xlarge | r5dn.12xlarge | r5dn.16xlarge |
r5dn.24xlarge | r5dn.2xlarge | r5dn.4xlarge | r5dn.8xlarge | r5dn.large
| r5dn.metal | r5dn.xlarge | r5n.12xlarge | r5n.16xlarge | r5n.24xlarge |
r5n.2xlarge | r5n.4xlarge | r5n.8xlarge | r5n.large | r5n.metal | r5n.xlarge
| r6g.12xlarge | r6g.16xlarge | r6g.2xlarge | r6g.4xlarge | r6g.8xlarge
| r6g.large | r6g.medium | r6g.metal | r6g.xlarge | r6gd.12xlarge |
r6gd.16xlarge | r6gd.2xlarge | r6gd.4xlarge | r6gd.8xlarge | r6gd.large |
r6gd.medium | r6gd.metal | r6gd.xlarge | t1.micro | t2.2xlarge | t2.large
| t2.medium | t2.micro | t2.nano | t2.small | t2.xlarge | t3.2xlarge
| t3.large | t3.medium | t3.micro | t3.nano | t3.small | t3.xlarge |
t3a.2xlarge | t3a.large | t3a.medium | t3a.micro | t3a.nano | t3a.small |
t3a.xlarge | t4g.2xlarge | t4g.large | t4g.medium | t4g.micro | t4g.nano |
t4g.small | t4g.xlarge | u-12tb1.112xlarge | u-12tb1.metal | u-18tb1.metal
| u-24tb1.metal | u-6tb1.112xlarge | u-6tb1.56xlarge | u-6tb1.metal |
u-9tb1.112xlarge | u-9tb1.metal | x1.16xlarge | x1.32xlarge | x1e.16xlarge
| x1e.2xlarge | x1e.32xlarge | x1e.4xlarge | x1e.8xlarge | x1e.xlarge |
x2gd.12xlarge | x2gd.16xlarge | x2gd.2xlarge | x2gd.4xlarge | x2gd.8xlarge
| x2gd.large | x2gd.medium | x2gd.metal | x2gd.xlarge | z1d.12xlarge |
z1d.2xlarge | z1d.3xlarge | z1d.6xlarge | z1d.large | z1d.metal | z1d.xlarg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xPrice
스팟 인스턴스에 지불하려는 단위 시간당 최고 가격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lacement
해당하는 경우 인스턴스가 시작된 위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배치 (p. 238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ority
시작 템플릿 재정의에 대한 우선 순위입니다.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먼저 시작합니다.
온디맨드 AllocationStrategy가 prioritized로 설정된 경우 EC2 플릿은 우선 순위를 사용하여
온디맨드 용량을 이행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할 시작 템플릿 재정의를 결정합니다.
스팟 AllocationStrategy가 capacity-optimized-prioritized로 설정된 경우 EC2 플릿은
우선 순위를 최대한 사용하여 스팟 용량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할 시작 템플릿 재정의를 결정하지만 용량
을 먼저 최적화합니다.
0부터 시작하는 모든 숫자가 유효한 값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우선 순위가 높아집니다. 숫자를 설정하
지 않으면 시작 템플릿 재정의가 가장 낮은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 다른 시작 템플릿 재정의에 대해 동일
한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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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oubl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서브넷의 ID입니다. 쉼표를 사용하여 여러 서브넷 ID를 구분합니다(예:
subnet-1234abcdeexample1, subnet-0987cdef6example2). instant 유형의 요청에는 하나
의 서브넷 ID만 있을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WeightedCapacity
지정된 인스턴스 유형에서 제공하는 단위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FleetLaunchTemplateOverridesRequest

AWS::EC2::EC2Fleet FleetLaunchTemplateSpecificationRequest
EC2 플릿에서 사용할 시작 템플릿을 지정합니다. 요청에서 시작 템플릿 ID 또는 시작 템플릿 이름을 지정해
야 합니다.
FleetLaunchTemplateSpecificationRequest는 FleetLaunchTemplateConfigRequest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aunchTemplateId" : String,
"LaunchTemplateName" : String,
"Version" : String

YAML
LaunchTemplateId: String
LaunchTemplateName: String
Version: String

Properties
LaunchTemplateId
시작 템플릿의 ID입니다. 템플릿 ID를 지정하는 경우 템플릿 이름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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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aunchTemplateName
시작 템플릿의 이름입니다. 템플릿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템플릿 ID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128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ersion
시작 템플릿 버전 번호($Latest 또는 $Default)입니다.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청이
실패합니다.
값이 $Latest이면 Amazon EC2는 시작 템플릿의 최신 버전을 사용합니다.
값이 $Default이면 Amazon EC2는 시작 템플릿의 기본 버전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FleetLaunchTemplateSpecificationRequest

AWS::EC2::EC2Fleet OnDemandOptionsRequest
EC2 플릿의 온디맨드 인스턴스에 대한 할당 전략을 지정합니다.
OnDemandOptionsRequest은 AWS::EC2::EC2Fleet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ocationStrategy" : String,
"CapacityReservationOptions" : CapacityReservationOptionsRequest (p. 2379),
"MaxTotalPrice" : String,
"MinTargetCapacity" : Integer,
"SingleAvailabilityZone" : Boolean,
"SingleInstanceType" :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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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llocationStrategy: String
CapacityReservationOptions:
CapacityReservationOptionsRequest (p. 2379)
MaxTotalPrice: String
MinTargetCapacity: Integer
SingleAvailabilityZone: Boolean
SingleInstanceType: Boolean

Properties
AllocationStrategy
온디맨드 용량을 채우기 위해 사용할 시작 템플릿 재정의 순서입니다. lowest-price를 지정한 경우
EC2 플릿에서 가격을 통해 순서를 결정하여 최저 가격을 먼저 시작합니다. prioritized를 지정한 경
우 EC2 플릿에서 각 시작 템플릿 재정의에 할당된 우선 순위를 사용하여 최우선 순위를 먼저 시작합니
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EC2 플릿에서 lowest-price를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lowest-price | prioritize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apacityReservationOptions
온디맨드 용량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용량 예약을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instant 유형의 플릿
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pacityReservationOptionsRequest (p. 237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xTotalPrice
온디맨드 인스턴스에 대해 지불할 최대 시간당 금액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inTargetCapacity
플릿의 온디맨드 인스턴스에 대한 최소 대상 용량입니다. 최소 대상 용량에 도달하지 못하면 플릿은 아
무 인스턴스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ingleAvailabilityZone
플릿이 단일 가용 영역으로 모든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instant 유형의 플
릿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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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ingleInstanceType
플릿이 단일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하여 플릿에 있는 모든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것을 나타냅니
다. instant 유형의 플릿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OnDemandOptionsRequest

AWS::EC2::EC2Fleet Placement
인스턴스의 배치를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ffinity" : String,
"AvailabilityZone" : String,
"GroupName" : String,
"HostId" : String,
"HostResourceGroupArn" : String,
"PartitionNumber" : Integer,
"SpreadDomain" : String,
"Tenancy" : String

YAML
Affinity: String
AvailabilityZone: String
GroupName: String
HostId: String
HostResourceGroupArn: String
PartitionNumber: Integer
SpreadDomain: String
Tenancy: String

Properties
Affinity
전용 호스트에 있는 인스턴스의 선호도 설정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ImportInstance 명령에 대해 지원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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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라미터는 CreateFleet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vailabilityZone
인스턴스의 가용 영역입니다.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가용 영역이 해당 리전에 대한 로드 밸런싱 기준에 기초하여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CreateFleet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roupName
인스턴스가 있는 배치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HostId
인스턴스가 상주하는 전용 호스트의 ID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ImportInstance 명령에 대해 지원되지 않
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CreateFleet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HostResourceGroupArn
인스턴스를 시작할 호스트 리소스 그룹의 ARN입니다. 호스트 리소스 그룹 ARN을 지정하는 경우 테넌
시 파라미터를 생략하거나 host로 설정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CreateFleet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rtitionNumber
인스턴스가 있는 파티션의 번호입니다. 배치 그룹 전략이 partition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유효합니
다.
이 파라미터는 CreateFleet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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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preadDomain
추후 사용 예약
이 파라미터는 CreateFleet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enancy
인스턴스의 테넌시입니다(VPC에서 인스턴스가 실행 중인 경우). dedicated 테넌시가 있는 인스턴스
는 단일 테넌트 하드웨어에서 실행됩니다. host 테넌시는 ImportInstance 명령에 대해 지원되지 않습니
다.
이 파라미터는 CreateFleet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edicated | default | hos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EC2Fleet SpotOptionsRequest
EC2 플릿에 대한 스팟 인스턴스 구성을 지정합니다.
SpotOptionsRequest은 AWS::EC2::EC2Fleet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ocationStrategy" : String,
"InstanceInterruptionBehavior" : String,
"InstancePoolsToUseCount" : Integer,
"MaxTotalPrice" : String,
"MinTargetCapacity" : Integer,
"SingleAvailabilityZone" : Boolean,
"SingleInstanceType" : Boolean

YAML
AllocationStrategy: String
InstanceInterruptionBehavior: String
InstancePoolsToUseCount: Integer
MaxTotalPrice: String
MinTargetCapacity: Integer
SingleAvailabilityZone: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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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InstanceType: Boolean

Properties
AllocationStrategy
EC2 플릿에 의해 지정된 스팟 인스턴스 풀에 목표 스팟 인스턴스 용량을 할당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할당 전략이 lowestPrice인 경우 EC2 플릿이 최저 가격의 스팟 인스턴스 풀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합
니다. 이것이 기본 할당 전략입니다.
할당 전략이 diversified인 경우 EC2 플릿이 사용자가 지정한 모든 스팟 인스턴스 풀에서 인스턴스
를 시작합니다.
할당 전략이 capacityOptimized인 경우 EC2 플릿이 가용 스팟 인스턴스 용량에 따라 최적으로 선택
된 스팟 인스턴스 풀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허용된 값: lowestPrice | diversified | capacityOptimized |
capacityOptimizedPrioritize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InterruptionBehavior
스팟 인스턴스가 중단될 때의 동작입니다. 기본값은 terminat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hibernate | stop | terminat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PoolsToUseCount
대상 스팟 용량을 할당할 스팟 풀 수입니다. 스팟 AllocationStrategy가 lowest-price로 설정된 경우에
만 유효합니다. EC2 플릿에서 가장 저렴한 스팟 풀을 선택하고 지정한 스팟 풀 수에 걸쳐 대상 스팟 용량
을 균등하게 할당합니다.
EC2 플릿은 사용자가 지정한 수의 풀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준으로 스팟 인스턴스를 가져오려고 시도합
니다. 풀의 스팟 용량이 대상 용량을 이행하기에 부족한 경우 EC2 플릿은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풀에서
용량을 가져와서 요청을 이행합니다. 대상 용량을 충족하기 위해 지정된 수보다 많은 풀에서 스팟 인스
턴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풀에 스팟 용량이 없는 경우 지정한 풀 수보다 적은 풀에
서 전체 대상 용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xTotalPrice
스팟 인스턴스에 대해 지불할 최대 시간당 금액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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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MinTargetCapacity
플릿의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최소 대상 용량입니다. 최소 대상 용량에 도달하지 못하면 플릿은 아무 인
스턴스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ingleAvailabilityZone
플릿이 단일 가용 영역으로 모든 스팟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instant 유형의 플릿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ingleInstanceType
플릿이 단일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하여 플릿에 있는 모든 스팟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instant 유형의 플릿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SpotOptionsRequest

AWS::EC2::EC2Fleet TagSpecification
EC2 플릿에 대해 리소스가 생성 중일 때 리소스를 적용할 태그를 지정합니다.
TagSpecification은 AWS::EC2::EC2Fleet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ourceType" : String,
"Tags" : [ Tag, ... ]

YAML
ResourceType: String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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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Properties
ResourceType
태그를 지정할 리소스의 유형입니다. ResourceType은 fleet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apacity-reservation | carrier-gateway | client-vpn-endpoint |
customer-gateway | dedicated-host | dhcp-options | egress-only-internetgateway | elastic-gpu | elastic-ip | export-image-task | export-instancetask | fleet | fpga-image | host-reservation | image | import-image-task
| import-snapshot-task | instance | instance-event-window | internetgateway | ipv4pool-ec2 | ipv6pool-ec2 | key-pair | launch-template | localgateway | local-gateway-route-table | local-gateway-route-table-virtualinterface-group-association | local-gateway-route-table-vpc-association |
local-gateway-virtual-interface | local-gateway-virtual-interface-group |
natgateway | network-acl | network-insights-analysis | network-insightspath | network-interface | placement-group | prefix-list | replace-rootvolume-task | reserved-instances | route-table | security-group | securitygroup-rule | snapshot | spot-fleet-request | spot-instances-request | subnet
| traffic-mirror-filter | traffic-mirror-session | traffic-mirror-target |
transit-gateway | transit-gateway-attachment | transit-gateway-connect-peer
| transit-gateway-multicast-domain | transit-gateway-route-table | volume
| vpc | vpc-endpoint | vpc-endpoint-service | vpc-flow-log | vpc-peeringconnection | vpn-connection | vpn-gateway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리소스에 적용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TagSpecification

AWS::EC2::EC2Fleet TargetCapacitySpecificationRequest
EC2 플릿에 대한 요청의 단위 수를 지정합니다. vCPU, 메모리 또는 I/O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 중
요한 인스턴스 또는 성능 특성에 따라 목표 용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청 유형이 maintain인 경우, 목표
용량을 0으로 설정하고 나중에 용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TargetCapacitySpecificationRequest은 AWS::EC2::EC2Fleet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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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DefaultTargetCapacityType" : String,
"OnDemandTargetCapacity" : Integer,
"SpotTargetCapacity" : Integer,
"TotalTargetCapacity" : Integer

YAML
DefaultTargetCapacityType: String
OnDemandTargetCapacity: Integer
SpotTargetCapacity: Integer
TotalTargetCapacity: Integer

Properties
DefaultTargetCapacityType
기본값 TotalTargetCapacity은 Spot 또는 On-Deman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n-demand | spo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nDemandTargetCapacity
요청할 온디맨드 단위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otTargetCapacity
요청할 스팟 단위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talTargetCapacity
DefaultTargetCapacityType을 사용하여 입력하는 요청할 스팟 단위 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TargetCapacitySpecification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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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2::EgressOnlyInternetGateway
[IPv6만 해당] VPC에 대한 송신 전용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지정합니다. 송신 전용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VPC
의 인스턴스에서 인터넷으로 IPv6를 통한 아웃바운드 통신을 활성화하고, VPC 외부의 호스트가 인스턴스와
IPv6 연결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EgressOnlyInternetGateway",
"Properties" : {
"VpcId" : String
}

YAML
Type: AWS::EC2::EgressOnlyInternetGateway
Properties:
VpcId: String

Properties
VpcId
외부 전용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생성할 VPC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외부 전용 인터넷 게이트웨이의 ID(물리적 리소스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Id
송신 전용 인터넷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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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YAML
myEgressOnlyInternetGateway:
Type: AWS::EC2::EgressOnlyInternetGateway
Properties:
VpcId: vpc-1a2b3c4d

JSON
{

}

"myEgressOnlyInternetGateway" : {
"Type" : "AWS::EC2::EgressOnlyInternetGateway",
"Properties" : {
"VpcId" : "vpc-1a2b3c4d"
}
}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EgressOnlyInternetGateway

AWS::EC2::EIP
탄력적 IP 주소(EIP)를 지정하고, Amazon EC2 인스턴스와 선택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AWS가 소유한 주소 풀 또는 기존 보유 IP 주소(BYOIP)를 사용하여 AWS 리소스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AWS로 가져온 퍼블릭 IPv4 주소 범위에서 생성한 주소 풀의 탄력적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고유 IP 주소 가져오기(BYOIP)를 참조하십시오.
[EC2-VPC] 탄력적 IP 주소를 해제한 경우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AWS 계정에 할당된 후에 릴리스한 탄력
적 IP 주소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EC2-Classic의 탄력적 IP 주소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릴리스한 탄력적 IP
주소를 복구하려면 이 작업에서 지정하십시오.
탄력적 IP 주소는 EC2-Classic 플랫폼 또는 VPC에서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리전별 EC2-Classic에 5개의
탄력적 IP 주소, 리전별 EC2-VPC에 5개의 탄력적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탄력적 IP 주소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C2::EIP",
"Properties" : {
"Domain" : String,
"InstanceId" : String,
"PublicIpv4Pool" : String,
"Tags" : [ Ta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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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Type: AWS::EC2::EIP
Properties:
Domain: String
InstanceId: String
PublicIpv4Pool: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omain
탄력적 IP 주소가 VPC의 인스턴스에 사용되는지 아니면 EC2-Classic의 인스턴스에 사용되는지를 나타
냅니다.
기본값: 리전에서 EC2-Classic을 지원하는 경우 기본값은 standard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vpc입니다.
리전에서 EC2-Classic을 지원하는 경우 VPC에 사용할 주소를 할당할 때 사용합니다.
탄력적 IP 주소를 정의하여 동일한 템플릿에서 정의한 VPC와 연결하는 경우 이 리소스에 대한
DependsOn Attribute를 사용하여 VPC-게이트웨이 연결에 대한 종속성을 선언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tandard | vpc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Id
인스턴스의 ID

Important
InstanceId 속성을 업데이트하려면 일부 중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IP에서 업데이트를 수
행하면 연결된 리소스에서 주소가 다시 연결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PublicIpv4Pool
소유하고 있는 주소 풀의 ID입니다. Amazon EC2가 주소 풀에서 주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이 파라
미터를 사용하십시오.

Important
PublicIpv4Pool 속성을 업데이트하려면 일부 중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IP에서 업데이
트를 수행하면 연결된 리소스에서 주소가 다시 연결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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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Tags
엘라스틱 IP 주소에 할당된 모든 태그입니다.

Important
Tags 속성을 업데이트하려면 일부 중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IP에서 업데이트를 수행하면
연결된 리소스에서 주소가 다시 연결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탄력적 IP 주소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llocationId
Amazon VPC에서 사용할 주소 할당을 나타내기 위해 AWS에서 할당하는 ID입니다. 이 ID는 VPC 탄력
적 IP 주소에 대해서만 반환됩니다. 예: eipalloc-5723d13e.

예제
Amazon EC2 Elastic IP 주소 할당
이 예에서는 Amazon EC2 탄력적 IP 주소를 할당한 후 AWS::EC2::EIP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EC2 인
스턴스에 해당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MyEIP" : {
"Type" : "AWS::EC2::EIP",
"Properties" : {
"InstanceId" : { "Ref" : "logical name of an AWS::EC2::Instance resource" }
}
}

YAML
MyEIP:
Type: AWS::EC2::EIP
Properties:
InstanceId: !Ref Logical name of an AWS::EC2::Instance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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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2::EIPAssociation
탄력적 IP 주소를 인스턴스 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결합니다. 탄력적 IP 주소를 사용하려면 먼저 계
정에 할당해야 합니다.
탄력적 IP 주소는 EC2-Classic 플랫폼 또는 VPC에서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
서의 탄력적 IP 주소를 참조하십시오.
[EC2-Classic, EC2-VPC 전용 계정의 VPC] 탄력적 IP 주소가 이미 다른 인스턴스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스턴스와의 연결이 해제되고 지정된 인스턴스와 연결됩니다. 기존 탄력적 IP 주소가 있는 인스턴스에 탄력
적 IP 주소를 연결하면 기존 주소와 인스턴스의 연결이 해제되지만 계정에 할당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EC2-Classic 계정의 VPC] 프라이빗 IP 주소를 지정하지 않으면 탄력적 IP 주소가 기본 IP 주소와 연결됩니
다. 탄력적 IP 주소가 이미 다른 인스턴스 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재연결을 허용하
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기존 탄력적 IP 주소가 할당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인스턴스와 탄력적
IP 주소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EIPAssociation",
"Properties" : {
"AllocationId" : String,
"EIP" : String,
"InstanceId" : String,
"NetworkInterfaceId" : String,
"PrivateIpAddress" : String
}

YAML
Type: AWS::EC2::EIPAssociation
Properties:
AllocationId: String
EIP: String
InstanceId: String
NetworkInterfaceId: String
PrivateIpAddress: String

Properties
AllocationId
[EC2-VPC] 할당 ID입니다. EC2-VPC에 필요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EIP
[EC2-Classic] 인스턴스에 연결할 탄력적 IP 주소입니다. EC2-Classic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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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InstanceId
인스턴스의 ID 정확히 1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만 인스턴스에 연결해야 합니다. EC2-VPC의 경우 인
스턴스 ID 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ID 중 하나만 지정할 수 있지만 둘 다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EC2Classic의 경우 인스턴스 ID를 지정해야 하며 인스턴스는 실행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NetworkInterfaceId
[EC2-VP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ID입니다. 인스턴스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EC2-VPC의 경우 인스턴스 ID 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ID 중 하나만 지정할 수 있지만 둘 다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PrivateIpAddress
[EC2-VPC] 탄력적 IP 주소와 연결할 기본 또는 보조 프라이빗 IP 주소입니다. 프라이빗 IP 주소가 지정
되어 있지 않으면 탄력적 IP 주소는 기본 프라이빗 IP 주소와 연결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인스턴스에 탄력적 IP 주소 연결
다음 예제에서는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ENI) 두 개로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기존
VPC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추가 예제는 AWS::EC2::EIP Snippet을 사용하여 Amazon EC2 탄력적 IP 할당을 참조하십시오.

JSON
"Resourc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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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PortAddress" : {
"Type" : "AWS::EC2::EIP",
"Properties" : {
"Domain" : "vpc"
}
},
"AssociateControlPort" : {
"Type" : "AWS::EC2::EIPAssociation",
"Properties" : {
"AllocationId" : { "Fn::GetAtt" : [ "ControlPortAddress", "AllocationId" ]},
"NetworkInterfaceId" : { "Ref" : "controlXface" }
}
},
"WebPortAddress" : {
"Type" : "AWS::EC2::EIP",
"Properties" : {
"Domain" : "vpc"
}
},
"AssociateWebPort" : {
"Type" : "AWS::EC2::EIPAssociation",
"Properties" : {
"AllocationId" : { "Fn::GetAtt" : [ "WebPortAddress", "AllocationId" ]},
"NetworkInterfaceId" : { "Ref" : "webXface" }
}
},
"SSHSecurityGroup" : {
"Type" :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VpcId" : { "Ref" : "VpcId" },
"GroupDescription" : "Enable SSH access via port 22",
"SecurityGroupIngress" : [ { "IpProtocol" : "tcp", "FromPort" : 22, "ToPort" :
22, "CidrIp" : "0.0.0.0/0" } ]
}
},
"WebSecurityGroup" : {
"Type" :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VpcId" : { "Ref" : "VpcId" },
"GroupDescription" : "Enable HTTP access via user defined port",
"SecurityGroupIngress" : [ { "IpProtocol" : "tcp", "FromPort" : 80, "ToPort" :
80, "CidrIp" : "0.0.0.0/0" } ]
}
},
"controlXface" : {
"Type" : "AWS::EC2::NetworkInterface",
"Properties" : {
"SubnetId" : { "Ref" : "SubnetId" },
"Description" :"Interface for control traffic such as SSH",
"GroupSet" : [ {"Ref" : "SSHSecurityGroup"} ],
"SourceDestCheck" : "true",
"Tags" : [ {"Key" : "Network", "Value" : "Control"}]
}
},
"webXface" : {
"Type" : "AWS::EC2::NetworkInterface",
"Properties" : {
"SubnetId" : { "Ref" : "SubnetId" },
"Description" :"Interface for web traffic",
"GroupSet" : [ {"Ref" : "WebSecurityGroup"} ],
"SourceDestCheck" : "true",
"Tags" : [ {"Key" : "Network", "Value" : "Web"}]
}
},
"Ec2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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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 {
"ImageId" : { "Fn::FindInMap" : [ "RegionMap", { "Ref" : "AWS::Region" },
"AMI" ]},
"KeyName" : { "Ref" : "KeyName" },
"NetworkInterfaces" : [ { "NetworkInterfaceId" : {"Ref" : "controlXface"},
"DeviceIndex" : "0" }, { "NetworkInterfaceId" : {"Ref" : "webXface"}, "DeviceIndex" :
"1" }],
"Tags" : [ {"Key" : "Role", "Value" : "Test Instance"}],
"UserData" : {"Fn::Base64" : { "Fn::Join" : ["",["#!/bin/bash -ex","\n",
"\n","yum install ec2-net-utils -y","\n", "ec2ifup eth1","\n", "service httpd start"]]}}
}
}

}

YAML
Resources:
ControlPortAddress:
Type: AWS::EC2::EIP
Properties:
Domain: vpc
AssociateControlPort:
Type: AWS::EC2::EIPAssociation
Properties:
AllocationId: !GetAtt ControlPortAddress.AllocationId
NetworkInterfaceId: !Ref controlXface
WebPortAddress:
Type: AWS::EC2::EIP
Properties:
Domain: vpc
AssociateWebPort:
Type: AWS::EC2::EIPAssociation
Properties:
AllocationId: !GetAtt WebPortAddress.AllocationId
NetworkInterfaceId: !Ref webXface
SSH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VpcId: !Ref VpcId
GroupDescription: Enable SSH access via port 22
SecurityGroupIngress:
- CidrIp: 0.0.0.0/0
FromPort: 22
IpProtocol: tcp
ToPort: 22
Web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VpcId: !Ref VpcId
GroupDescription: Enable HTTP access via user defined port
SecurityGroupIngress:
- CidrIp: 0.0.0.0/0
FromPort: 80
IpProtocol: tcp
ToPort: 80
controlXface:
Type: AWS::EC2::NetworkInterface
Properties:
SubnetId: !Ref SubnetId
Description: Interface for controlling traffic such as SSH
GroupSet:
- !Ref SSHSecurityGroup
SourceDestCheck: true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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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Network
Value: Control
webXface:
Type: AWS::EC2::NetworkInterface
Properties:
SubnetId: !Ref SubnetId
Description: Interface for controlling traffic such as SSH
GroupSet:
- !Ref WebSecurityGroup
SourceDestCheck: true
Tags:
- Key: Network
Value: Web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FindInMap [ RegionMap, !Ref 'AWS::Region', AMI ]
KeyName: !Ref KeyName
NetworkInterfaces:
- NetworkInterfaceId: !Ref controlXface
DeviceIndex: 0
- NetworkInterfaceId: !Ref webXface
DeviceIndex: 1
Tags:
- Key: Role
Value: Test Instance
UserData:
Fn::Base64: !Sub |
#!/bin/bash -xe
yum install ec2-net-utils -y
ec2ifup eth1
service httpd start

AWS::EC2::EnclaveCertificateIamRoleAssociation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을 AWS Certificate Manager(ACM) 인증서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엔클레이브 내의 Nitro 엔클레이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ACM에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Nitro Enclaves 사용 설명서에서 Nitro Enclaves용 AWS Certificate Manager를 참조하
세요.
IAM 역할이 ACM 인증서에 연결되면 연결된 IAM 역할만 액세스할 수 있는 Amazon S3 버킷에 인증서, 인증
서 체인 및 암호화된 프라이빗 키가 배치됩니다. 인증서의 프라이빗 키는 인증 기반 키 정책이 첨부된 AWS
관리형 키로 암호화됩니다.
IAM 역할로 Amazon S3 객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명령에서 반환된 Amazon S3 버킷에서
s3:GetObject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역할에 부여해야 합니다. IAM 역할로 KMS 키에 액세스할 수 있도
록 하려면 명령에서 반환된 KMS 키에서 kms:Decrypt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역할에 부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Nitro Enclaves 사용 설명서에서 역할에 인증서 및 암호화 키 액세스 권한 부여를 참조하
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C2::EnclaveCertificateIamRoleAssociation",
"Properties" : {
"CertificateArn" : String,
"RoleArn" :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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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AWS::EC2::EnclaveCertificateIamRoleAssociation
Properties:
CertificateArn: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Arn
IAM 역할을 연결할 ACM 인증서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Arn
ACM 인증서에 연결할 IAM 역할의 ARN입니다. ACM 인증서에 최대 16개의 IAM 역할을 연결할 수 있습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IAM 역할 및 ACM 인증서 연결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ertificateS3BucketName
인증서가 업로드된 Amazon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CertificateS3ObjectKey
인증서, 인증서 체인 및 암호화된 프라이빗 키 번들이 저장되는 Amazon S3 객체 키입니다. 객체 키의 형
식은 role_arn/certificate_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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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ryptionKmsKeyId
인증서의 프라이빗 키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AWS KMS key의 ID입니다.

예제
IAM 역할을 ACM 인증서에 연결
다음 예제에서는 IAM 역할 arn:aws:iam::123456789012:role/my-acm-role을 ACM
인증서 arn:aws:acm:us-east-1:123456789012:certificate/123abcde-cdefabcd-1234-123abEXAMPLE에 연결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myCertAssociation",
"Resources": {
"MyEnclaveCertificateIamRoleAssociation": {
"Type": "AWS::EC2::EnclaveCertificateIamRoleAssociation",
"Properties": {
"CertificateArn": "arn:aws:acm:us-east-1:123456789012:certificate/123abcde-cdefabcd-1234-123abEXAMPLE",
"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my-acm-role"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CertAssociation:
Type: AWS::EC2::EnclaveCertificateIamRoleAssociation
Properties:
CertificateArn:
"arn:aws:acm:us-east-1:123456789012:certificate/123abcde-cdefabcd-1234-123abEXAMPLE"
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my-acm-role"

AWS::EC2::FlowLog
지정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서브넷 또는 VPC에 대한 IP 트래픽을 캡처하는 VPC 흐름 로그를 지정합니다.
로그 데이터를 보려면, Amazon CloudWatch Logs(CloudWatch Logs)를 사용하여 연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흐름 로그를 사용하여 특정 트래픽이 인스턴스에 도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할 수 있
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도하게 제한적인 보안 그룹 규칙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VPC 흐름 로그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C2::Flow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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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
"DeliverLogsPermissionArn" : String,
"LogDestination" : String,
"LogDestinationType" : String,
"LogFormat" : String,
"LogGroupName" : String,
"MaxAggregationInterval" : Integer,
"ResourceId" : String,
"ResourceType" : String,
"Tags" : [ Tag, ... ],
"TrafficType" : String
}

YAML
Type: AWS::EC2::FlowLog
Properties:
DeliverLogsPermissionArn: String
LogDestination: String
LogDestinationType: String
LogFormat: String
LogGroupName: String
MaxAggregationInterval: Integer
ResourceId: String
ResourceType: String
Tags:
- Tag
TrafficType: String

Properties
DeliverLogsPermissionArn
Amazon EC2가 계정의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에 흐름 로그를 게시하도록 허용하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LogDestinationType를 s3로 지정한 경우 DeliverLogsPermissionArn 또는 LogGroupName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gDestination
흐름 로그 데이터가 게시될 대상을 지정합니다. 흐름 로그 데이터는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 또는
Amazon S3 버킷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에 대해 지정된 값은 LogDestinationType에 대
해 지정된 값에 따라 다릅니다.
LogDestinationType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cloud-watch-logs인 경우 CloudWatch Logs 로
그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my-logs라는 로그 그룹에 게시하
는 경우 arn:aws:logs:us-east-1:123456789012:log-group:my-logs를 지정합니다. 또는
LogGroupName을 대신 사용합니다.
LogDestinationType이 s3로 지정된 경우 Amazon S3 버킷의 ARN을 지정합니다. 버킷에 하위 폴더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버킷에 하위 폴더를 지정하려면 다음 ARN 형식을 사용하십시오. bucket_ARN/
subfolder_name/ 예를 들어 my-logs이란 이름의 버킷에 my-bucket이란 이름의 하위 폴더를 지정
하려면 다음 ARN을 사용하십시오. arn:aws:s3:::my-bucket/my-logs/. AWSLogs를 하위 폴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용어는 예약된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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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gDestinationType
흐름 로그 데이터가 게시될 대상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흐름 로그 데이터는 CloudWatch Logs 또는
Amazon S3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흐름 로그 데이터를 CloudWatch Logs에 게시하려면 cloudwatch-logs를 지정합니다. 흐름 로그 데이터를 Amazon S3에 게시하려면 s3를 지정합니다.
LogDestinationType를 s3로 지정한 경우 DeliverLogsPermissionArn 또는 LogGroupName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기본값: cloud-watch-logs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loud-watch-logs | s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gFormat
흐름 로그 레코드에 포함할 필드(나타나는 순서대로)입니다. 사용 가능한 필드 목록은 흐름 로그 레코
드를 참조하십시오. 이 파라미터를 생략하면 기본 형식을 사용하여 흐름 로그가 생성됩니다. 이 파라미
터를 지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필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field-id} 형식을 사용하여 공백으로 구분해 필드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gGroupName
Amazon EC2가 흐름 로그를 게시하는 신규 또는 기존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의 이름입니다.
LogDestinationType를 s3로 지정한 경우 DeliverLogsPermissionArn 또는 LogGroupName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xAggregationInterval
패킷 흐름을 캡처하고 흐름 로그 레코드로 집계하는 최대 시간 간격입니다. 60초(1분) 또는 600초(10분)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Nitro 기반 인스턴스에 연결된 경우 집계 간격은 지정된 값에 관계없이 항상 60
초 이하입니다.
기본값: 600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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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Id
흐름 로그를 생성하려는 서브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VPC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Type
흐름 로그를 생성할 리소스의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ResourceId 속성에 대한 VPC ID를 지정한 경우
이 속성에 대한 VPC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etworkInterface | Subnet | VPC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흐름 로그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fficType
로깅할 트래픽의 유형입니다. 리소스가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트래픽 또는 모든 트래픽을 로깅할 수 있습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CCEPT | ALL | REJEC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흐름 로그 ID(예:
fl-123456abc123abc1)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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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흐름 로그의 ID입니다. 예: fl-123456abc123abc1.

예제
CloudWatch Logs에 흐름 로그를 게시하여 모든 트래픽 모니터링
다음 예에서는 지정된 VPC에 대한 흐름 로그를 생성하고 모든 트래픽 유형을 캡처합니다. Amazon EC2는
FlowLogsGroup 로그 그룹에 로그를 게시합니다.

JSON
{

}

"MyFlowLog": {
"Type": "AWS::EC2::FlowLog",
"Properties": {
"DeliverLogsPermissionArn": {
"Fn::GetAtt": [
"FlowLogRole",
"Arn"
]
},
"LogGroupName": "FlowLogsGroup",
"ResourceId": {
"Ref": "MyVPC"
},
"ResourceType": "VPC",
"TrafficType": "ALL"
}
}

YAML
MyFlowLog:
Type: AWS::EC2::FlowLog
Properties:
DeliverLogsPermissionArn: !GetAtt FlowLogRole.Arn
LogGroupName: FlowLogsGroup
ResourceId: !Ref MyVPC
ResourceType: VPC
TrafficType: ALL

REJECT 트래픽에 대해 사용자 지정 형식 흐름 로그를 CloudWatch Logs에 게시
다음 예에서는 지정된 서브넷에 대한 흐름 로그를 생성하고 REJECT 트래픽을 캡처합니다. 흐름 로그는
사용자 지정 로그 형식을 사용합니다(LogFormat 속성은 공백으로 구분된 ${field-id} 형식 사용).
Amazon EC2는 60초 간격으로 로그를 집계하고 로그를 FlowLogsGroup 로그 그룹에 게시합니다. 흐름 로
그는 두 개의 태그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JSON
{

"MyDetailedFlowLogDeliveringToCloudWatchLogs": {
"Type": "AWS::EC2::FlowLog",
"Properties": {
"ResourceId": {
"Ref": "MySu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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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Type": "Subnet",
"TrafficType": "REJECT",
"LogGroupName": "FlowLogsGroup",
"DeliverLogsPermissionArn": {
"Fn::GetAtt": [
"FlowLogRole",
"Arn"
]
},
"LogFormat": "${version} ${vpc-id} ${subnet-id} ${instance-id} ${srcaddr} ${dstaddr}
${srcport} ${dstport} ${protocol} ${tcp-flags} ${type} ${pkt-srcaddr} ${pkt-dstaddr}",
"MaxAggregationInterval": 60,
"Tags": [
{
"Key": "Name",
"Value": "FlowLogForSubnetA"
},
{
"Key": "Purpose",
"Value": "RejectTraffic"
}
]
}
}

}

YAML
MyDetailedFlowLogDeliveringToCloudWatchLogs:
Type: AWS::EC2::FlowLog
Properties:
ResourceId: !Ref MySubnet
ResourceType: Subnet
TrafficType: REJECT
LogGroupName: FlowLogsGroup
DeliverLogsPermissionArn: !GetAtt FlowLogRole.Arn
LogFormat: '${version} ${vpc-id} ${subnet-id} ${instance-id} ${srcaddr} ${dstaddr}
${srcport} ${dstport} ${protocol} ${tcp-flags} ${type} ${pkt-srcaddr} ${pkt-dstaddr}'
MaxAggregationInterval: 60
Tags:
Key: Name
Value: FlowLogForSubnetA
Key: Purpose
Value: RejectTraffic

ACCEPT 트래픽에 대해 사용자 지정 형식 흐름 로그를 Amazon S3에 게시
다음 예에서는 지정된 서브넷에 대한 흐름 로그를 생성하고 ACCEPT 트래픽을 캡처합니다. 흐름 로그는
사용자 지정 로그 형식을 사용합니다(LogFormat 속성은 공백으로 구분된 ${field-id} 형식 사용).
Amazon EC2는 60초 간격으로 로그를 집계하고 ARN에서 참조하는 Amazon S3 버킷 MyS3Bucket.Arn에
로그를 게시합니다. 흐름 로그는 두 개의 태그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JSON
{

"MyFlowLogDeliveringToS3": {
"Type": "AWS::EC2::FlowLog",
"Properties": {
"Resource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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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MySubnet"
},
"ResourceType": "Subnet",
"TrafficType": "ACCEPT",
"LogDestination": {
"Fn::GetAtt": [
"MyS3Bucket",
"Arn"
]
},
"LogDestinationType": "s3",
"LogFormat": "${version} ${vpc-id} ${subnet-id} ${instance-id} ${srcaddr} ${dstaddr}
${srcport} ${dstport} ${protocol} ${tcp-flags} ${type} ${pkt-srcaddr} ${pkt-dstaddr}",
"MaxAggregationInterval": 60,
"Tags": [
{
"Key": "Name",
"Value": "FlowLogForSubnetB"
},
{
"Key": "Purpose",
"Value": "AcceptTraffic"
}
]
}
}

}

YAML
MyFlowLogDeliveringToS3:
Type: AWS::EC2::FlowLog
Properties:
ResourceId: !Ref MySubnet
ResourceType: Subnet
TrafficType: ACCEPT
LogDestination: !GetAtt MyS3Bucket.Arn
LogDestinationType: s3
LogFormat: '${version} ${vpc-id} ${subnet-id} ${instance-id} ${srcaddr} ${dstaddr}
${srcport} ${dstport} ${protocol} ${tcp-flags} ${type} ${pkt-srcaddr} ${pkt-dstaddr}'
MaxAggregationInterval: 60
Tags:
Key: Name
Value: FlowLogForSubnetB
Key: Purpose
Value: AcceptTraffic

AWS::EC2::GatewayRouteTableAssociation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 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라우팅 테이블과 연결합니다. 게이트웨이와 라우팅 테
이블은 동일한 VPC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결로 인해 게이트웨이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라우팅 테이블
의 라우팅에 따라 라우팅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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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EC2::Gateway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 {
"GatewayId" : String,
"RouteTableId" : String
}

YAML
Type: AWS::EC2::Gateway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GatewayId: String
RouteTableId: String

Properties
GatewayId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uteTableId
라우팅 테이블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ssociationId
라우팅 테이블 연결의 ID입니다.

AWS::EC2::Host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데 사용되는 전용 물리적 서버를 할당합니다. 호스트는 고객 전용이므로 규정 준
수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용자가 자체의 서버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어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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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전용 호스트를 참조하십
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Host",
"Properties" : {
"AutoPlacement" : String,
"AvailabilityZone" : String,
"HostRecovery" : String,
"InstanceType" : String
}

YAML
Type: AWS::EC2::Host
Properties:
AutoPlacement: String
AvailabilityZone: String
HostRecovery: String
InstanceType: String

Properties
AutoPlacement
호스트가 인스턴스 유형 구성과 일치하는 대상이 지정되지 않은 인스턴스 시작을 허용하는지 여부 또는
고유한 호스트 ID를 지정하는 Host 테넌시 인스턴스만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자동 배치 및 선호도 이해를 참조하세요.
기본값: on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ff | 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vailabilityZone
전용 호스트를 할당할 가용 영역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HostRecovery
전용 호스트에 대한 호스트 복구를 활성화지 또는 비활성화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복구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호스트 복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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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 off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ff | 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Type
전용 호스트에서 지원되는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합니다.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하면 전용 호스트는 지정
된 인스턴스 유형의 인스턴스만 지원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호스트 ID(예:
h-0ab123c45d67ef89)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전용 호스트 할당
다음 예에서는 c3.large 가용 영역에서 us-east-1a 인스턴스에 대한 전용 호스트를 할당합니다.

JSON
"Host" : {
"Type" : "AWS::EC2::Host",
"Properties" : {
"AutoPlacement" : "on",
"AvailabilityZone" : "us-east-1a",
"InstanceType" : "c3.large"
}
}

YAML
Host:
Type: AWS::EC2::Host
Properties:
AutoPlacement: on
AvailabilityZone: us-east-1a
InstanceType: c3.large

AWS::EC2::Instance
EC2 인스턴스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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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IP 주소가 인스턴스에 연결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한 후 탄력적 IP
주소를 다시 연결합니다. 스택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를 참조
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AdditionalInfo" : String,
"Affinity" : String,
"AvailabilityZone" : String,
"BlockDeviceMappings" : [ BlockDeviceMapping (p. 2428), ... ],
"CpuOptions" : CpuOptions (p. 2430),
"CreditSpecification" : CreditSpecification (p. 2431),
"DisableApiTermination" : Boolean,
"EbsOptimized" : Boolean,
"ElasticGpuSpecifications" : [ ElasticGpuSpecification (p. 2435), ... ],
"ElasticInferenceAccelerators" : [ ElasticInferenceAccelerator (p. 2436), ... ],
"EnclaveOptions" : EnclaveOptions (p. 2437),
"HibernationOptions" : HibernationOptions (p. 2437),
"HostId" : String,
"HostResourceGroupArn" : String,
"IamInstanceProfile" : String,
"ImageId" : String,
"InstanceInitiatedShutdownBehavior" : String,
"InstanceType" : String,
"Ipv6AddressCount" : Integer,
"Ipv6Addresses" : [ InstanceIpv6Address (p. 2438), ... ],
"KernelId" : String,
"KeyName" : String,
"LaunchTemplate" : LaunchTemplateSpecification (p. 2438),
"LicenseSpecifications" : [ LicenseSpecification (p. 2439), ... ],
"Monitoring" : Boolean,
"NetworkInterfaces" : [ NetworkInterface (p. 2440), ... ],
"PlacementGroupName" : String,
"PrivateIpAddress" : String,
"RamdiskId" : String,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ecurityGroups" : [ String, ... ],
"SourceDestCheck" : Boolean,
"SsmAssociations" : [ SsmAssociation (p. 2444), ... ],
"SubnetId" : String,
"Tags" : [ Tag, ... ],
"Tenancy" : String,
"UserData" : String,
"Volumes" : [ Volume (p. 2445), ... ]
}

YAML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AdditionalInfo: String
Affinity: String
AvailabilityZone: String
BlockDeviceMappings:
- BlockDeviceMapping (p.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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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Options:
CpuOptions (p. 2430)
CreditSpecification:
CreditSpecification (p. 2431)
DisableApiTermination: Boolean
EbsOptimized: Boolean
ElasticGpuSpecifications:
- ElasticGpuSpecification (p. 2435)
ElasticInferenceAccelerators:
- ElasticInferenceAccelerator (p. 2436)
EnclaveOptions:
EnclaveOptions (p. 2437)
HibernationOptions:
HibernationOptions (p. 2437)
HostId: String
HostResourceGroupArn: String
IamInstanceProfile: String
ImageId: String
InstanceInitiatedShutdownBehavior: String
InstanceType: String
Ipv6AddressCount: Integer
Ipv6Addresses:
- InstanceIpv6Address (p. 2438)
KernelId: String
KeyName: String
LaunchTemplate:
LaunchTemplateSpecification (p. 2438)
LicenseSpecifications:
- LicenseSpecification (p. 2439)
Monitoring: Boolean
NetworkInterfaces:
- NetworkInterface (p. 2440)
PlacementGroupName: String
PrivateIpAddress: String
RamdiskId: String
SecurityGroupIds:
- String
SecurityGroups:
- String
SourceDestCheck: Boolean
SsmAssociations:
- SsmAssociation (p. 2444)
SubnetId: String
Tags:
- Tag
Tenancy: String
UserData: String
Volumes:
- Volume (p. 2445)

Properties
AdditionalInfo
이 속성은 내부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스택이 실패하고 Bad
property set: [Testing this property] (Service: AmazonEC2; Status
Code: 400; Error Code: InvalidParameterCombination; Request ID:
0XXXXXX-49c7-4b40-8bcc-76885dcXXXXX) 오류가 발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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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nity
인스턴스가 전용 호스트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항상 인스턴스가 시작되었던 호스트에
서 다시 시작되도록 하려면 host를 지정하십시오. 가용 호스트에서 인스턴스를 다시 시작하되, (최선의
노력으로) 마지막으로 실행한 호스트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하도록 시도하려면 default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AvailabilityZone
인스턴스의 가용 영역입니다.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가용 영역이 해당 리전에 대한 로드 밸런싱 기준에 기초하여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DescribeImageAttribute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lockDeviceMappings
시작 시 인스턴스에 연결할 블록 디바이스를 정의하는 블록 디바이스 매핑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AMI에 대한 블록 디바이스 매핑에 지정된 블록 디바이스가 사용됩니다. 인스턴스 블록 디바
이스 매핑을 사용하여 AMI 블록 디바이스 매핑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루트 볼륨의 경우 볼륨 크기, 볼
륨 유형, 볼륨 암호화 설정 및 DeleteOnTermination 설정만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인스턴스가 실행된 후에는 인스턴스를 중단하지 않고 연결된 볼륨의DeleteOnTermination
파라미터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라미터를 수정하면 인스턴스가 대체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lockDeviceMapping (p. 2428)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CpuOptions
인스턴스에 대한 CPU 옵션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CPU
최적화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CpuOptions (p. 243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reditSpecification
버스트 가능한 성능 인스턴스의 CPU 사용량에 대한 크레딧 옵션입니다. 유효한 값은 standard 및
unlimited입니다. 시작 이후 이 속성을 변경하려면 ModifyInstanceCreditSpecification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순간 확장 가능한 성능 인스턴스를 참조하십시오.
기본값: standard(T2 인스턴스) 또는 unlimited(T3/T3a 인스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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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CreditSpecification (p. 243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ableApiTermination
이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하면 Amazon EC2 콘솔, CLI, API 등을 사용해 인스턴스를 종료할 수 없습니
다. 설정하지 않으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이후 이 속성을 변경하려면 ModifyInstanceAttribute를 사
용합니다. 또는 InstanceInitiatedShutdownBehavior를 terminate로 설정하면 인스턴스에서
shutdown 명령을 실행하여 인스턴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fals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bsOptimized
인스턴스가 Amazon EBS I/O에 대해 최적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최적화는 Amazon EBS에 전
용 처리량을 제공하며 최적의 Amazon EBS I/O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구성 스택을 제공합니다.
이 최적화는 일부 인스턴스 유형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BS 최적화 인스턴스를 사용할 때 추가 사
용 요금이 적용됩니다.
기본값: fals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ElasticGpuSpecifications
인스턴스에 연결되는 탄력적 GPU입니다. 탄력적 GPU는 Windows 인스턴스에 연결하여 애플리케이션
의 그래픽 성능을 높일 수 있는 GPU 리소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Elastic GPU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ElasticGpuSpecification (p. 2435)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lasticInferenceAccelerators
인스턴스와 연결할 탄력적 추론 액셀러레이터입니다. 탄력적 추론 액셀러레이터는 Amazon EC2 인스
턴스에 연결하여 딥 러닝(DL) 추론 워크로드를 가속화할 수 있는 리소스입니다.
동일한 요청의 서로 다른 세대에서 액셀러레이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lasticInferenceAccelerator (p. 2436)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claveOptions
인스턴스가 AWS Nitro Enclaves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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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EnclaveOptions (p. 243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HibernationOptions
인스턴스에 최대 절전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
서의 인스턴스 최대 절전 모드를 참조하십시오.
동일한 인스턴스에서 최대 절전 모드 및 AWS Nitro Enclaves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ibernationOptions (p. 243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HostId
Affinity 속성에 대해 호스트를 지정할 경우 인스턴스가 연결되는 전용 호스트의 ID입니다. ID를 지정
하지 않으면 Amazon EC2가 인스턴스를 계정 내에서 사용 가능한 호환 전용 호스트에서 시작합니다. 이
러한 시작 유형을 대상 미지정 시작이라고 합니다. 대상 미지정 시작의 경우 인스턴스를 시작하려면 호
환되는 전용 호스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HostResourceGroupArn
인스턴스를 시작할 호스트 리소스 그룹의 ARN입니다. 호스트 리소스 그룹 ARN을 지정하는 경우 테넌
시 파라미터를 생략하거나 host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amInstanceProfile
IAM 인스턴스 프로파일의 이름입니다. 새 IAM 인스턴스 프로필을 생성하려면
AWS::IAM::InstanceProfile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Id
AMI의 ID. AMI ID는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데 필요하며 여기 또는 실행 템플릿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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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InitiatedShutdownBehavior
시스템 종료에 대한 운영 체제 명령을 사용해서 인스턴스에서 종료를 개시할 때 인스턴스의 중단 또는
종료 여부를 나타냅니다.
기본값: stop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top | terminat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Type
인스턴스 유형. 자세한 내용은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인스턴스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기본값: m1.small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1.2xlarge | a1.4xlarge | a1.large | a1.medium | a1.metal |
a1.xlarge | c1.medium | c1.xlarge | c3.2xlarge | c3.4xlarge | c3.8xlarge
| c3.large | c3.xlarge | c4.2xlarge | c4.4xlarge | c4.8xlarge | c4.large
| c4.xlarge | c5.12xlarge | c5.18xlarge | c5.24xlarge | c5.2xlarge |
c5.4xlarge | c5.9xlarge | c5.large | c5.metal | c5.xlarge | c5a.12xlarge
| c5a.16xlarge | c5a.24xlarge | c5a.2xlarge | c5a.4xlarge | c5a.8xlarge
| c5a.large | c5a.xlarge | c5ad.12xlarge | c5ad.16xlarge | c5ad.24xlarge
| c5ad.2xlarge | c5ad.4xlarge | c5ad.8xlarge | c5ad.large | c5ad.xlarge
| c5d.12xlarge | c5d.18xlarge | c5d.24xlarge | c5d.2xlarge | c5d.4xlarge
| c5d.9xlarge | c5d.large | c5d.metal | c5d.xlarge | c5n.18xlarge |
c5n.2xlarge | c5n.4xlarge | c5n.9xlarge | c5n.large | c5n.metal | c5n.xlarge
| c6g.12xlarge | c6g.16xlarge | c6g.2xlarge | c6g.4xlarge | c6g.8xlarge
| c6g.large | c6g.medium | c6g.metal | c6g.xlarge | c6gd.12xlarge |
c6gd.16xlarge | c6gd.2xlarge | c6gd.4xlarge | c6gd.8xlarge | c6gd.large
| c6gd.medium | c6gd.metal | c6gd.xlarge | c6gn.12xlarge | c6gn.16xlarge
| c6gn.2xlarge | c6gn.4xlarge | c6gn.8xlarge | c6gn.large | c6gn.medium
| c6gn.xlarge | cc1.4xlarge | cc2.8xlarge | cg1.4xlarge | cr1.8xlarge |
d2.2xlarge | d2.4xlarge | d2.8xlarge | d2.xlarge | d3.2xlarge | d3.4xlarge
| d3.8xlarge | d3.xlarge | d3en.12xlarge | d3en.2xlarge | d3en.4xlarge
| d3en.6xlarge | d3en.8xlarge | d3en.xlarge | f1.16xlarge | f1.2xlarge
| f1.4xlarge | g2.2xlarge | g2.8xlarge | g3.16xlarge | g3.4xlarge |
g3.8xlarge | g3s.xlarge | g4ad.16xlarge | g4ad.2xlarge | g4ad.4xlarge |
g4ad.8xlarge | g4ad.xlarge | g4dn.12xlarge | g4dn.16xlarge | g4dn.2xlarge
| g4dn.4xlarge | g4dn.8xlarge | g4dn.metal | g4dn.xlarge | h1.16xlarge
| h1.2xlarge | h1.4xlarge | h1.8xlarge | hi1.4xlarge | hs1.8xlarge |
i2.2xlarge | i2.4xlarge | i2.8xlarge | i2.xlarge | i3.16xlarge | i3.2xlarge
| i3.4xlarge | i3.8xlarge | i3.large | i3.metal | i3.xlarge | i3en.12xlarge
| i3en.24xlarge | i3en.2xlarge | i3en.3xlarge | i3en.6xlarge | i3en.large
| i3en.metal | i3en.xlarge | inf1.24xlarge | inf1.2xlarge | inf1.6xlarge
| inf1.xlarge | m1.large | m1.medium | m1.small | m1.xlarge | m2.2xlarge
| m2.4xlarge | m2.xlarge | m3.2xlarge | m3.large | m3.medium | m3.xlarge |
m4.10xlarge | m4.16xlarge | m4.2xlarge | m4.4xlarge | m4.large | m4.xlarge
| m5.12xlarge | m5.16xlarge | m5.24xlarge | m5.2xlarge | m5.4xlarge |
m5.8xlarge | m5.large | m5.metal | m5.xlarge | m5a.12xlarge | m5a.16xlarge
| m5a.24xlarge | m5a.2xlarge | m5a.4xlarge | m5a.8xlarge | m5a.large |
API 버전 2010-05-15
241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2

m5a.xlarge | m5ad.12xlarge | m5ad.16xlarge | m5ad.24xlarge | m5ad.2xlarge
| m5ad.4xlarge | m5ad.8xlarge | m5ad.large | m5ad.xlarge | m5d.12xlarge
| m5d.16xlarge | m5d.24xlarge | m5d.2xlarge | m5d.4xlarge | m5d.8xlarge
| m5d.large | m5d.metal | m5d.xlarge | m5dn.12xlarge | m5dn.16xlarge |
m5dn.24xlarge | m5dn.2xlarge | m5dn.4xlarge | m5dn.8xlarge | m5dn.large
| m5dn.metal | m5dn.xlarge | m5n.12xlarge | m5n.16xlarge | m5n.24xlarge
| m5n.2xlarge | m5n.4xlarge | m5n.8xlarge | m5n.large | m5n.metal |
m5n.xlarge | m5zn.12xlarge | m5zn.2xlarge | m5zn.3xlarge | m5zn.6xlarge
| m5zn.large | m5zn.metal | m5zn.xlarge | m6g.12xlarge | m6g.16xlarge |
m6g.2xlarge | m6g.4xlarge | m6g.8xlarge | m6g.large | m6g.medium | m6g.metal
| m6g.xlarge | m6gd.12xlarge | m6gd.16xlarge | m6gd.2xlarge | m6gd.4xlarge
| m6gd.8xlarge | m6gd.large | m6gd.medium | m6gd.metal | m6gd.xlarge |
m6i.12xlarge | m6i.16xlarge | m6i.24xlarge | m6i.2xlarge | m6i.32xlarge
| m6i.4xlarge | m6i.8xlarge | m6i.large | m6i.xlarge | mac1.metal |
p2.16xlarge | p2.8xlarge | p2.xlarge | p3.16xlarge | p3.2xlarge | p3.8xlarge
| p3dn.24xlarge | p4d.24xlarge | r3.2xlarge | r3.4xlarge | r3.8xlarge |
r3.large | r3.xlarge | r4.16xlarge | r4.2xlarge | r4.4xlarge | r4.8xlarge |
r4.large | r4.xlarge | r5.12xlarge | r5.16xlarge | r5.24xlarge | r5.2xlarge
| r5.4xlarge | r5.8xlarge | r5.large | r5.metal | r5.xlarge | r5a.12xlarge
| r5a.16xlarge | r5a.24xlarge | r5a.2xlarge | r5a.4xlarge | r5a.8xlarge
| r5a.large | r5a.xlarge | r5ad.12xlarge | r5ad.16xlarge | r5ad.24xlarge
| r5ad.2xlarge | r5ad.4xlarge | r5ad.8xlarge | r5ad.large | r5ad.xlarge
| r5b.12xlarge | r5b.16xlarge | r5b.24xlarge | r5b.2xlarge | r5b.4xlarge
| r5b.8xlarge | r5b.large | r5b.metal | r5b.xlarge | r5d.12xlarge |
r5d.16xlarge | r5d.24xlarge | r5d.2xlarge | r5d.4xlarge | r5d.8xlarge
| r5d.large | r5d.metal | r5d.xlarge | r5dn.12xlarge | r5dn.16xlarge |
r5dn.24xlarge | r5dn.2xlarge | r5dn.4xlarge | r5dn.8xlarge | r5dn.large
| r5dn.metal | r5dn.xlarge | r5n.12xlarge | r5n.16xlarge | r5n.24xlarge |
r5n.2xlarge | r5n.4xlarge | r5n.8xlarge | r5n.large | r5n.metal | r5n.xlarge
| r6g.12xlarge | r6g.16xlarge | r6g.2xlarge | r6g.4xlarge | r6g.8xlarge
| r6g.large | r6g.medium | r6g.metal | r6g.xlarge | r6gd.12xlarge |
r6gd.16xlarge | r6gd.2xlarge | r6gd.4xlarge | r6gd.8xlarge | r6gd.large |
r6gd.medium | r6gd.metal | r6gd.xlarge | t1.micro | t2.2xlarge | t2.large
| t2.medium | t2.micro | t2.nano | t2.small | t2.xlarge | t3.2xlarge
| t3.large | t3.medium | t3.micro | t3.nano | t3.small | t3.xlarge |
t3a.2xlarge | t3a.large | t3a.medium | t3a.micro | t3a.nano | t3a.small |
t3a.xlarge | t4g.2xlarge | t4g.large | t4g.medium | t4g.micro | t4g.nano |
t4g.small | t4g.xlarge | u-12tb1.112xlarge | u-12tb1.metal | u-18tb1.metal
| u-24tb1.metal | u-6tb1.112xlarge | u-6tb1.56xlarge | u-6tb1.metal |
u-9tb1.112xlarge | u-9tb1.metal | x1.16xlarge | x1.32xlarge | x1e.16xlarge
| x1e.2xlarge | x1e.32xlarge | x1e.4xlarge | x1e.8xlarge | x1e.xlarge |
x2gd.12xlarge | x2gd.16xlarge | x2gd.2xlarge | x2gd.4xlarge | x2gd.8xlarge
| x2gd.large | x2gd.medium | x2gd.metal | x2gd.xlarge | z1d.12xlarge |
z1d.2xlarge | z1d.3xlarge | z1d.6xlarge | z1d.large | z1d.metal | z1d.xlarge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Ipv6AddressCount
[EC2-VPC] 기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결할 IPv6 주소의 개수입니다. Amazon EC2는 서브넷 범위
에서 IPv6 주소를 선택합니다. 동일한 요청에서 특정 IPv6 주소를 할당하는 옵션과 이 옵션을 함께 지정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할 인스턴스의 최소 수를 지정한 경우 이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요청으로 이 옵션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옵션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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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Ipv6Addresses
[EC2-VPC] 기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결할 서브넷 범위의 IPv6 주소입니다. 동일한 요청에서 IPv6
주소 수를 할당하는 옵션과 이 옵션을 함께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할 인스턴스의 최소 수를 지정한
경우 이 옵션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요청으로 이 옵션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옵션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stanceIpv6Address (p. 2438)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rnelId
커널 ID.

Important
커널 및 RAM 디스크 대신 PV-GRUB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PV-GRUB 섹션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KeyName
키 페어 이름. CreateKeyPair 또는 ImportKeyPair를 사용하여 키 페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키 페어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다른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AMI를
선택해야만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aunchTemplate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데 사용할 시작 템플릿입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파라미터를 지정
하면 시작 템플릿에 있는 동일한 파라미터가 재정의됩니다. 시작 템플릿의 이름이나 ID는 지정할 수 있
지만, 둘 다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unchTemplateSpecification (p. 243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icenseSpecifications
라이선스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icenseSpecification (p. 243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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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nitoring
인스턴스에 세부 모니터링이 활성화되도록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Interfaces
인스턴스와 연결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입니다.

Note
이 속성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리킬 경우 인스턴스가 업데이트되도록 하려면
새 인스턴스를 연결하기 전에 원래의 인스턴스를 종료해야 합니다.
이 리소스에 퍼블릭 IP 주소가 있고 리소스가 동일한 템플릿으로 정의한 VPC에 속하는 경우,
DependsOn 속성을 사용하여 VPC 게이트웨이 부착물에 대한 종속성을 선언해야만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etworkInterface (p. 2440)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lacementGroupName
인스턴스를 시작할 기존 배치 그룹의 이름입니다(cluster | partition | sprea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vateIpAddress
[EC2-VPC] 기본 IPv4 주소입니다. 서브넷의 IPv4 주소 범위에서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하나의 프라이빗 IP 주소만 기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IP 주소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사
양의 기본 IP 주소로 지정하는 옵션을 지정한 경우 이 옵션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한 요청에 인스턴스를
여러 개 시작할 경우 이 옵션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요청으로 이 옵션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옵션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인스턴스를 바꿔야 하는 업데이트에서는 새 프라이빗 IP 주소를 할당해야 합니다. 바꾸는 동안 AWS
CloudFormation에서 새 인스턴스를 생성하지만, 스택이 업데이트될 때까지 이전 인스턴스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스택 업데이트에 실패하면 AWS CloudFormation에서 이전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스택을 이전
작업 상태로 롤백합니다. 이전 및 새 인스턴스에 동일한 프라이빗 IP 주소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amdiskId
선택할 RAM 디스크의 ID입니다. 일부 커널의 경우 시작 시 추가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RAM 디스크
를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는 커널 요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커널 요구 사항을 알아보려면
AWS Resource Center로 이동하여 커널 ID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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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커널 및 RAM 디스크 대신 PV-GRUB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PV-GRUB 섹션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SecurityGroupIds
보안 그룹의 ID입니다. CreateSecurityGroup을 사용하여 보안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지정할 경우,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일부인 보안 그룹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SecurityGroups
[EC2-Classic, 기본 VPC] 보안 그룹의 이름입니다. 기본 VPC가 아닌 VPC에서는 대신에 보안 그룹 ID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요청으로 이 옵션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옵션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목록에는 기존 Amazon
EC2 보안 그룹의 이름 또는 템플릿에서 생성된 AWS::EC2::SecurityGroup 리소스에 대한 참조가 둘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값: Amazon EC2는 기본 보안 그룹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DestCheck
소스/대상 확인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이를 통해 인스턴스가 수신되는 트래픽의 소스 또는 대
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값이 true인 경우 소스/대상 확인이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활성화
됩니다. 기본 값은 true입니다. 인스턴스에서 네트워크 주소 변환, 라우팅 또는 방화벽과 같은 서비스를
실행하는 경우 소스/대상 확인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smAssociations
이 인스턴스에 연결할 AWS Systems Manager의 SSM 문서 및 파라미터 값입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
려면 인스턴스에 대해 IAM 인스턴스 프로파일 역할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에서 Systems Manager용 인스턴스 프로파일 생성을 참조하세요.

Note
현재는 인스턴스 하나와 문서 하나만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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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SsmAssociation (p. 244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
[EC2-VPC] 인스턴스를 시작할 서브넷의 ID입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지정할 경우,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일부인 서브넷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인스턴스에 추가할 태그입니다. 이러한 태그는 루트 볼륨과 같은 EBS 볼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nancy
인스턴스의 테넌시입니다(VPC에서 인스턴스가 실행 중인 경우). dedicated 테넌시가 있는 인스턴스
는 단일 테넌트 하드웨어에서 실행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edicated | default | host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UserData
인스턴스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작 시 Linux 인스턴스에서 명령 실
행(Linux) 및 사용자 데이터 추가(Windows)를 참조하세요. 명령줄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
자를 위해 base64 인코딩이 수행되므로 파일에서 텍스트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base64
인코딩 형식의 텍스트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용자 데이터의 크기는 16KB로 제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Volumes
인스턴스에 연결할 볼륨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볼륨 (p. 244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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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인스턴스 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예:
i-1234567890abcdef0.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vailabilityZone
지정된 인스턴스가 시작된 가용 영역입니다. 예: us-east-1b.
Fn::GetAZs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리전에 대한 모든 가용 영역 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PrivateDnsName
지정된 인스턴스의 프라이빗 DNS 이름입니다. 예: ip-10-24-34-0.ec2.internal.
PrivateIp
지정된 인스턴스의 프라이빗 IP 주소입니다. 예: 10.24.34.0.
PublicDnsName
지정된 인스턴스의 퍼블릭 DNS 이름입니다. 예: ec2-107-20-50-45.compute-1.amazonaws.com.
PublicIp
지정된 인스턴스의 퍼블릭 IP 주소입니다. 예: 192.0.2.0.

예제
EBS 블록 디바이스 매핑 지원 EC2 인스턴스
다음 예제에서는 크기가 20GB인 io1 볼륨을 지정하는 항목과 NoDevice를 사용하여 AMI 블록 디바이스 매핑
에 지정된 디바이스를 재정의하는 항목이 포함된 블록 디바이스 매핑을 지원하는 EC2 인스턴스를 생성합니
다.

JSON
"MyEC2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ImageId" : "ami-79fd7eee",
"KeyName" : "testkey",
"BlockDeviceMappings" : [
{
"DeviceName" : "/dev/sdm",
"Ebs" : {
"VolumeType" : "io1",
"Iops" : "200",
"DeleteOnTermination" :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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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meSize" : "20"

},
{

}

}

]

}

"DeviceName" : "/dev/sdk",
"NoDevice" : {}

YAML
My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ami-79fd7eee"
KeyName: "testkey"
BlockDeviceMappings:
- DeviceName: "/dev/sdm"
Ebs:
VolumeType: "io1"
Iops: "200"
DeleteOnTermination: "false"
VolumeSize: "20"
- DeviceName: "/dev/sdk"
NoDevice: {}

퍼블릭 IP 주소 자동 할당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기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디바이스 인덱스가 0)이고 기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연
결 없이 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 경우에만 퍼블릭 IP 주소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JSON
"Ec2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ImageId" : { "Fn::FindInMap" : [ "RegionMap", { "Ref" : "AWS::Region" }, "AMI" ]},
"KeyName" : { "Ref" : "KeyName" },
"NetworkInterfaces": [ {
"AssociatePublicIpAddress": "true",
"DeviceIndex": "0",
"GroupSet": [{ "Ref" : "myVPCEC2SecurityGroup" }],
"SubnetId": { "Ref" : "PublicSubnet" }
} ]
}
}

YAML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Fn::FindInMap:
- "RegionMap"
- Ref: "AWS::Region"
- "AMI"
KeyName:

API 버전 2010-05-15
242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2
Ref: "KeyName"
NetworkInterfaces:
- AssociatePublicIpAddress: "true"
DeviceIndex: "0"
GroupSet:
- Ref: "myVPCEC2SecurityGroup"
SubnetId:
Ref: "PublicSubnet"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RunInstances
•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인스턴스

AWS::EC2::Instance AssociationParameter
AWS Systems Manager의 SSM 문서에 대한 입력 파라미터 값을 지정합니다.
AssociationParameter는 Amazon EC2 Instance SsmAssociation 속성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 String, ... ]

YAML
Key: String
Value:
- String

Properties
Key
연결된 SSM 문서에 있는 입력 파라미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입력 파라미터의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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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2::Instance BlockDeviceMapping
인스턴스에 대한 블록 디바이스 매핑을 설명합니다. VirtualName, Ebs 또는 NoDevice 중 정확히 하나만
지정해야 합니다.
BlockDeviceMapping은 AWS::EC2::Instance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Important
인스턴스가 실행된 후에는 인스턴스를 중단하지 않고 연결된 볼륨의DeleteOnTermination 파라
미터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라미터를 수정하면 인스턴스가 대체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viceName" : String,
"Ebs" : Ebs (p. 2432),
"NoDevice" : NoDevice (p. 2443),
"VirtualName" : String

YAML
DeviceName: String
Ebs:
Ebs (p. 2432)
NoDevice:
NoDevice (p. 2443)
VirtualName: String

Properties
DeviceName
디바이스 이름입니다(예: /dev/sdh 또는 xvdh).

Important
인스턴스가 실행된 후 이 파라미터는 업데이트할 블록 디바이스 매핑의 디바이스 이름을 지정
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bs
인스턴스가 시작될 때 EBS 볼륨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파라미터입니다.

Important
인스턴스가 실행된 후에는 인스턴스를 중단하지 않고 연결된 볼륨의DeleteOnTermination
파라미터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라미터를 수정하면 인스턴스가 대체됩니다.
Required: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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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Ebs (p. 24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Device
블록 디바이스 매핑에서 장치를 생략하려면 빈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Important
인스턴스가 실행된 후 이 파라미터를 수정하면 인스턴스가 대체됩니다.
Required: 조건
Type: NoDevice (p. 244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rtualName
가상 디바이스 이름(ephemeralN)입니다. 이름은 ephemeralX 형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X는 0
부터 시작하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한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이 2개인 인스턴스 유형은
ephemeral0 및 ephemeral1에 대한 매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 스토어 볼
륨의 개수는 인스턴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인스턴스에 연결한 후 볼륨을 탑재해야 합니다.
NVMe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은 자동으로 열거되고 디바이스 이름이 할당됩니다. 블록 디바이스 매핑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제약: M3 인스턴스의 경우 인스턴스에 대한 블록 디바이스 매핑에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을 반드시 지정
해야 합니다. M3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AMI에 대한 블록 디바이스 매핑에 지정된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
은 무시됩니다.

Important
인스턴스가 실행된 후 이 파라미터를 수정하면 인스턴스가 대체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EBS 볼륨 두 개를 사용한 블록 디바이스 매핑
이 예제에서는 50GiB 크기의 EBS 기반 루트 디바이스(/dev/sda1)와 100GiB 크기의 /dev/sdm으로 매핑된 또
다른 EBS 기반 디바이스를 설정합니다.

JSON
"BlockDeviceMappings" : [
{
"DeviceName" : "/dev/sda1",
"Ebs" : { "VolumeSize" : "50" }
},
{
"DeviceName" : "/dev/sdm",
"Ebs" : { "VolumeSize"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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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BlockDeviceMappings:
- DeviceName: /dev/sda1
Ebs:
VolumeSize: 50
- DeviceName: /dev/sdm
Ebs:
VolumeSize: 100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에 블록 디바이스 매핑
이 예에서는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을 디바이스 /dev/sdc에 매핑합니다.

JSON
"BlockDeviceMappings" : [
{
"DeviceName" : "/dev/sdc",
"VirtualName" : "ephemeral0"
}
]

YAML
BlockDeviceMappings:
- DeviceName: /dev/sdc
VirtualName: ephemeral0

AMI 정의 디바이스 매핑 해제
AMI에 정의된 디바이스의 매핑을 해제하려면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NoDevice 속성을 비어 있는 맵으로 설
정합니다.

JSON
"BlockDeviceMappings" : [
{
"DeviceName":"/dev/sde",
"NoDevice": {}
}
]

YAML
BlockDeviceMappings:
- DeviceName: /dev/sde
NoDevice: {}

참고 항목
•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인스턴스 스토어

AWS::EC2::Instance CpuOptions
인스턴스의 CPU 옵션을 지정합니다. CPU 옵션을 지정할 때는 CPU 코어 수와 코어당 스레드 수를 모두 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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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CPU 최적화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reCount" : Integer,
"ThreadsPerCore" : Integer

YAML
CoreCount: Integer
ThreadsPerCore: Integer

Properties
CoreCount
인스턴스의 CPU 코어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eadsPerCore
CPU 코어당 스레드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Instance CreditSpecification
T2, T3 또는 T3a 인스턴스의 CPU 사용량에 대한 크레딧 옵션을 지정합니다.
CreditSpecification은 AWS::EC2::Instance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PUCredits" : String

YAML
CPUCredits: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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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PUCredits
인스턴스의 CPU 사용량에 대한 크레딧 옵션입니다. 값은 standard 및 unlimited입니다. T3 인스턴
스는 기본적으로 unlimited로 시작됩니다. T2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standard로 시작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Instance Ebs
EBS 볼륨에 대한 블록 디바이스를 지정합니다.
Ebs는 Amazon EC2 BlockDeviceMapping 속성의 속성입니다.

Important
인스턴스가 실행된 후에는 인스턴스를 중단하지 않고 연결된 볼륨의DeleteOnTermination 파라
미터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라미터를 수정하면 인스턴스가 대체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leteOnTermination" : Boolean,
"Encrypted" : Boolean,
"Iops" : Integer,
"KmsKeyId" : String,
"SnapshotId" : String,
"VolumeSize" : Integer,
"VolumeType" : String

YAML
DeleteOnTermination: Boolean
Encrypted: Boolean
Iops: Integer
KmsKeyId: String
SnapshotId: String
VolumeSize: Integer
VolumeType: String

Properties
DeleteOnTermination
인스턴스 종료 시 EBS 볼륨의 삭제 여부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인
스턴스 종료 시 Amazon EBS 볼륨 보존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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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ed
볼륨이 암호화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암호화 상태를 true로 설정하는 경우의 결과는 볼륨
오리진(신규 또는 스냅샷에서), 시작 암호화 상태, 소유권, 암호화의 기본 활성화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암호화 기본 제공을 참조하세요.
암호화된 Amazon EBS 볼륨은 Amazon EBS 암호화를 지원하는 인스턴스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지원되는 인스턴스 유형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인스턴스가 실행된 후 이 파라미터를 수정하면 인스턴스가 대체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ops
초당 I/O 작업 수(IOPS) 입니다. gp3, io1 및 io2 볼륨의 경우 이 값은 해당 볼륨에 프로비저닝되는
IOPS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gp2 볼륨의 경우 이 값은 볼륨이 버스트에서 I/O 크레딧을 축적하는 볼륨과
속도에 대한 기준 성능을 나타냅니다.
각 볼륨 유형에 대해 지원되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gp3: 3,000-16,000 IOPS
• io1: 100-64,000 IOPS
• io2: 100-64,000 IOPS
io1 및 io2 볼륨의 경우 Nitro 시스템에 구축된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64,000 IOPS를보장합니다. 다른
인스턴스 패밀리는 최대 32,000 IOPS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io1 및 io2 볼륨에 필요합니다. gp3 볼륨의 기본값은 3,000 IOPS입니다. gp2, st1,
sc1 또는 standard 볼륨에는 이 파라미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Important
인스턴스가 실행된 후 이 파라미터를 수정하면 인스턴스가 대체됩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KeyId
Amazon EBS 암호화에 사용할 AWS KMS key의 식별자입니다. KmsKeyId가 지정되면 암호화된 상태
가 true여야 합니다. 암호화된 상태가 true이지만 KmsKeyId를 지정하지 않으면 EBS용 KMS key가
사용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여 KMS key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키 ID. 예: 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 키 별칭. 예: alias/ExampleAlias.
• 키 ARN. 예: arn:aws:kms:us-east-1:012345678910: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 별칭 ARN. 예: arn:aws:kms:us-east-1:012345678910:alias/ExampleAl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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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인스턴스가 실행된 후 이 파라미터를 수정하면 인스턴스가 대체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napshotId
스냅샷의 ID입니다.
SnapshotId, VolumeSize 둘 다 지정하는 경우 VolumeSize는 스냅샷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
니다.

Important
인스턴스가 실행된 후 이 파라미터를 수정하면 인스턴스가 대체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Size
볼륨 크기(GiB)입니다. 스냅샷 ID 또는 볼륨 크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스냅샷을 지정하는 경우 기본값은
스냅샷 크기입니다. 스냅샷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 볼륨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볼륨 유형에 대해 지원되는 볼륨 크기입니다.
• gp2 및 gp3:1-16,384
• io1 및 io2: 4-16,384
• st1 및 sc1: 125-16,384
• standard: 1-1,024

Important
인스턴스가 실행된 후 이 파라미터를 수정하면 인스턴스가 대체됩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Type
볼륨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 볼륨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볼륨 유형이 io1 또는 io2인 경우 볼륨이 지원하는 IOPS를 지정해야 합니다.

Important
인스턴스가 실행된 후 이 파라미터를 수정하면 인스턴스가 대체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p2 | gp3 | io1 | io2 | sc1 | st1 | standar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243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2

예제
스냅샷으로 EBS 볼륨 생성
이 예에서는 스냅샷에서 50GB io1 EBS 볼륨을 만들고, 1000IOPS를 지원하고 연결된 인스턴스를 종료한 후
에도 유지되도록 구성합니다.

JSON
{

}

"DeviceName": "/dev/sdc",
"Ebs": {
"SnapshotId": "snap-xxxxxxxx",
"VolumeSize": "50",
"VolumeType": "io1",
"Iops": "1000",
"DeleteOnTermination": "false"
}

YAML
BlockDeviceMappings:
- DeviceName: /dev/sdc
Ebs:
SnapshotId: snap-xxxxxxxx
VolumeSize: 50
VolumeType: io1
Iops: 1000
DeleteOnTermination: false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Volume

AWS::EC2::Instance ElasticGpuSpecification
탄력적 GPU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탄력적 GPU는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하여 애플리케이션의 그
래픽 성능을 높일 수 있는 GPU 리소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
서의 Amazon EC2 Elastic GPU를 참조하십시오.
ElasticGpuSpecification은 AWS::EC2::Instance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String

YAML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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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Type
Elastic Graphics 액셀러레이터의 유형입니다. Type에 지정할 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 인스
턴스용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Elastic Graphics 기본, 특히 Elastic Graphics 액
셀러레이터 열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Instance ElasticInferenceAccelerator
인스턴스의 Elastic Inference 액셀러레이터를 지정합니다.
ElasticInferenceAccelerator는 AWS::EC2::Instance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unt" : Integer,
"Type" : String

YAML
Count: Integer
Type: String

Properties
Count
인스턴스에 연결할 탄력적 추론 액셀러레이터의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탄력적 추론 액셀러레이터의 유형. 가능한 값은 eia1.medium, eia1.large, eia1.xlarge,
eia2.medium, eia2.large 및 eia2.xlarge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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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2::Instance EnclaveOptions
인스턴스가 AWS Nitro Enclaves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YAML
Enabled: Boolean

Properties
Enabled
이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하면 인스턴스가 AWS Nitro Enclaves에 사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AWS
Nitro Enclaves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Instance HibernationOptions
인스턴스에 대한 최대 절전 모드 옵션을 지정합니다.
HibernationOptions는 AWS::EC2::Instance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figured" : Boolean

YAML
Configured: Boolean

Properties
Configured
이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하면 인스턴스의 최대 절전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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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 fals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Instance InstanceIpv6Address
인스턴스의 IPv6 주소를 지정합니다.
InstanceIpv6Address는 AWS::EC2::Instance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pv6Address" : String

YAML
Ipv6Address: String

Properties
Ipv6Address
IPv6 주소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Instance LaunchTemplateSpecification
시작 템플릿을 지정합니다. 시작 템플릿 ID 또는 시작 템플릿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LaunchTemplateSpecification은 AWS::EC2::Instance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LaunchTemplateId" : String,
"LaunchTemplateName" : String,
"Versi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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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LaunchTemplateId: String
LaunchTemplateName: String
Version: String

Properties
LaunchTemplateId
시작 템플릿의 ID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unchTemplateName
시작 템플릿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시작 템플릿의 버전 번호입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템플릿 버전 번호에 대해 $Latest 또는
$Default 지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LaunchTemplateSpecification

AWS::EC2::Instance LicenseSpecification
사용할 라이선스 구성을 지정합니다.
LicenseSpecification은 AWS::EC2::Instance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LicenseConfigurationAr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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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LicenseConfigurationArn: String

Properties
LicenseConfigurationArn
라이선스 구성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Instance NetworkInterface
인스턴스에 연결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지정합니다.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제는 AWS::EC2::Instance 예제를 참조
하세요.
또는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기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제는
AWS::EC2::NetworkInterface 예제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ssociatePublicIpAddress" : Boolean,
"DeleteOnTermination" : Boolean,
"Description" : String,
"DeviceIndex" : String,
"GroupSet" : [ String, ... ],
"Ipv6AddressCount" : Integer,
"Ipv6Addresses" : [ InstanceIpv6Address (p. 2438), ... ],
"NetworkInterfaceId" : String,
"PrivateIpAddress" : String,
"PrivateIpAddresses" : [ PrivateIpAddressSpecification (p. 2443), ... ],
"SecondaryPrivateIpAddressCount" : Integer,
"SubnetId" : String

YAML
AssociatePublicIpAddress: Boolean
DeleteOnTermination: Boolean
Description: String
DeviceIndex: String
GroupSet:
- String
Ipv6AddressCount: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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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Addresses:
- InstanceIpv6Address (p. 2438)
NetworkInterfaceId: String
PrivateIpAddress: String
PrivateIpAddresses:
- PrivateIpAddressSpecification (p. 2443)
SecondaryPrivateIpAddressCount: Integer
SubnetId: String

Properties
AssociatePublicIpAddress
인스턴스에 퍼블릭 IPv4 주소를 할당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새로운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를 생성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기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여야 합니
다. 기본 서브넷으로 시작할 경우 기본값은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leteOnTermination
인스턴스를 종료할 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삭제 여부를 나타냅니다.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새로운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새로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iceIndex
연결 순서에 따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위치입니다. 기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디바이스 인덱스는
0입니다.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 경우 디바이스 인덱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roupSet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안 그룹의 ID입니다.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새로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를 생성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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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pv6AddressCount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할당되는 IPv6 주소의 개수입니다. Amazon EC2는 서브넷 범위에서 IPv6 주소
를 선택합니다. 동일한 요청에서 특정 IPv6 주소를 할당하는 옵션과 이 옵션을 함께 지정할 수는 없습니
다. 시작할 인스턴스의 최소 수를 지정한 경우 이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pv6Addresse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할당할 하나 이상의 IPv6 주소입니다. 동일한 요청에서 IPv6 주소 수를 할당하는
옵션과 이 옵션을 함께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할 인스턴스의 최소 수를 지정한 경우 이 옵션을 지정
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stanceIpv6Address (p. 243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InterfaceId
기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연결하는 경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vateIpAddres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프라이빗 IPv4 주소입니다.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새로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를 생성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vateIpAddresse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하나 이상의 프라이빗 IPv4 주소입니다. 하나의 프라이빗 IPv4 주소만 기
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ivateIpAddressSpecification (p. 244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ondaryPrivateIpAddressCount
보조 프라이빗 IPv4 주소의 개수입니다. 프라이빗 IP 주소 옵션을 사용하여 프라이빗 IP 주소를 여러 개
지정할 경우 이 옵션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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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결된 서브넷의 ID입니다.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새로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를 생성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Instance NoDevice
AMI의 블록 디바이스 매핑에 포함된 지정된 디바이스를 억제합니다. 디바이스를 제한하려면 빈 문자열을 지
정합니다.
NoDevice는 Amazon EC2 BlockDeviceMapping 속성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YAML

AWS::EC2::Instance PrivateIpAddressSpecification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조 프라이빗 IPv4 주소를 지정합니다.
PrivateIpAddressSpecification는 AWS::EC2::Instance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imary" : Boolean,
"PrivateIpAddress" : String

YAML
Primary: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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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IpAddress: String

Properties
Primary
프라이빗 IPv4 주소가 기본 프라이빗 IPv4 주소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하나의 IPv4 주소만 기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vateIpAddress
프라이빗 IPv4 주소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Instance SsmAssociation
인스턴스에 연결할 AWS Systems Manager의 SSM 문서 및 파라미터 값을 지정합니다.
SsmAssociations는 AWS::EC2::Instance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ssociationParameters" : [ AssociationParameter (p. 2427), ... ],
"DocumentName" : String

YAML
AssociationParameters:
- AssociationParameter (p. 2427)
DocumentName: String

Properties
AssociationParameters
연결된 SSM 문서에 사용할 입력 파라미터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ssociationParameter (p. 242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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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Name
인스턴스와 연결할 SSM 문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Instance Volume
인스턴스에 연결할 볼륨을 지정합니다.
Volume은 AWS::EC2::Instance 리소스의 포함된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vice" : String,
"VolumeId" : String

YAML
Device: String
VolumeId: String

Properties
Device
디바이스 이름입니다(예: /dev/sdh 또는 xvdh).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Id
EBS 볼륨의 ID입니다. 볼륨과 인스턴스는 동일 가용 영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InternetGateway
VPC에 사용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할당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생성한 후에는 VPC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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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InternetGateway",
"Properties"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EC2::InternetGateway
Properties:
Tags:
- Tag

Properties
Tags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할당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인터넷 게이트웨이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생성하고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태그를 할당합니다.

JSON
"Resources" : {
"myInternetGateway" : {
"Type" : "AWS::EC2::InternetGateway",
"Properties" : {
"Tags" : [ {"Key" : "stack", "Value" : "produc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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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myInternetGateway:
Type: AWS::EC2::InternetGateway
Properties:
Tags:
- Key: stack
Value: production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InternetGateway
•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사용 설명서의 인터넷 게이트웨이
• AWS::EC2::VPCGatewayAttachment 리소스를 사용하여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VPC를 연결

AWS::EC2::LaunchTemplate
Amazon EC2 인스턴스의 시작 템플릿을 지정합니다. 시작 템플릿에는 인스턴스를 시작하기 위한 파라미터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시작 템플릿에서 인스턴스 시작을 참조하
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 {
"LaunchTemplateData" : LaunchTemplateData (p. 2463),
"LaunchTemplateName" : String,
"TagSpecifications" : [ LaunchTemplateTagSpecification (p. 2471), ... ]
}

YAML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Data:
LaunchTemplateData (p. 2463)
LaunchTemplateName: String
TagSpecifications:
- LaunchTemplateTagSpecification (p. 2471)

Properties
LaunchTemplateData
시작 템플릿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unchTemplateData (p. 24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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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chTemplateName
시작 템플릿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128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pecifications
생성 중에 시작 템플릿에 적용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unchTemplateTagSpecification (p. 247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시작 템플릿의 ID(예:
lt-01238c059e3466abc)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DefaultVersionNumber
시작 템플릿의 기본 버전입니다(예: 2).
시작 템플릿의 기본 버전은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 버전은 Amazon EC2
콘솔에서 설정하거나 modify-launch-template AWS CLI 명령을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LatestVersionNumber
시작 템플릿의 최신 버전입니다(예: 5).

예제
IAM 인스턴스 프로파일이 포함된 시작 템플릿
다음 예제에서는 시작 템플릿과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인스턴스 프로파일에는 IAM 역할
MyAdminRole이 포함되며 이 시작 템플릿으로 생성된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이 역할의
임시 자격 증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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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시작 템플릿은 DisableApiTermination 속성에 true를 지정하여 Amazon EC2 콘솔, CLI 또는
API를 사용할 때 인스턴스가 실수로 종료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시작 템플릿으로 생성된 인스턴스가 기
본 VPC에서 시작되는 경우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퍼블릭 IP 주소를 수신합니다. 인스턴스가 기본이 아닌
VPC로 시작되는 경우,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퍼블릭 IP 주소를 받지 않습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2010-09-09",
"Resources":{
"MyIamInstanceProfile":{
"Type":"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InstanceProfileName":"MyIamInstanceProfile",
"Path":"/",
"Roles":["MyAdminRole"]
}
},
"MyLaunchTemplate":{
"Type":"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Name":"My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
"IamInstanceProfile":{
"Arn":{"Fn::GetAtt": ["MyIamInstanceProfile", "Arn"]}
},
"DisableApiTermination":"true",
"ImageId":"ami-04d5cc9b88example",
"InstanceType":"t2.micro",
"KeyName":"MyKeyPair",
"SecurityGroupIds":[
"sg-083cd3bfb8example"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Iam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InstanceProfileName: MyIamInstanceProfile
Path: "/"
Roles:
- MyAdminRole
MyLaunchTemplate: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Name: My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
IamInstanceProfile:
Arn: !GetAtt
- MyIamInstanceProfile
- Arn
DisableApiTermination: true
ImageId: ami-04d5cc9b88example
InstanceType: t2.micro
KeyName: MyKey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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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GroupIds:
- sg-083cd3bfb8example

블록 디바이스 매핑이 정의된 시작 템플릿
다음 예제에서는 암호화된 22기가바이트 EBS 볼륨이 /dev/xvdcz로 매핑되는 블록 디바이스 매핑이 포함된
시작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dev/xvdcz 볼륨은 범용 SSD(gp2) 볼륨 유형을 사용하며 연결된 인스턴스가 종
료될 때 삭제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Fn::Sub 함수를 사용하여 스택 이름을 포함할 시작 템플릿의 이름을 사
용자 지정합니다.
또한 이 시작 템플릿은 CPUCredits 속성에 unlimited를 지정하여 무제한 모드에서 T2 인스턴스를 프로
비저닝합니다. Monitoring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CloudWatch를 통해 1분 간격(즉, 세부 모니터링)으로
EC2 지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LaunchTemplate":{
"Type":"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Name":{"Fn::Sub":"${AWS::StackName}-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
"BlockDeviceMappings":[{
"Ebs":{
"VolumeSize":"22",
"VolumeType":"gp2",
"DeleteOnTermination": true,
"Encrypted": true
},
"DeviceName":"/dev/xvdcz"
}],
"CreditSpecification":{
"CpuCredits":"unlimited"
},
"Monitoring":{"Enabled":true},
"ImageId":"ami-04d5cc9b88example",
"InstanceType":"t2.micro",
"KeyName":"MyKeyPair",
"SecurityGroupIds":["sg-7c2270198example", "sg-903004f88example"]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LaunchTemplate: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Name: !Sub ${AWS::StackName}-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
BlockDeviceMappings:
- Ebs:
VolumeSize: 22
VolumeType: gp2
DeleteOnTermination: true
Encrypted: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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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Name: /dev/xvdcz
CreditSpecification:
CpuCredits: Unlimited
Monitoring:
Enabled: true
ImageId: ami-04d5cc9b88example
InstanceType: t2.micro
KeyName: MyKeyPair
SecurityGroupIds:
- sg-7c2270198example
- sg-903004f88example

Amazon EC2 Auto Scaling용 퍼블릭 IP 주소가 포함된 시작 템플릿
다음 예제에서는 기본 VPC가 아닌 VPC에서 시작된 인스턴스에 퍼블릭 IP 주소를 할당하는 시작 템플릿을
생성하고 구성합니다. Amazon EC2 Auto Scaling에 대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지정할 때는 시작 템플릿이
무시되므로 시작 템플릿이 아니라 Auto Scaling 그룹의 속성으로 VPC 서브넷을 지정합니다.
이 예제 시작 템플릿은 인스턴스 배치 테넌시를 dedicated로 설정합니다.
Amazon EC2 Auto Scaling에 대한 시작 템플릿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에서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시작 템플릿 생성을 참조하세요.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2010-09-09",
"Resources":{
"myLaunchTemplate":{
"Type":"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Name":{
"Fn::Sub":"${AWS::StackName}-launch-template-for-auto-scaling"
},
"LaunchTemplateData":{
"NetworkInterfaces":[
{
"DeviceIndex":0,
"AssociatePublicIpAddress":true,
"Groups":[
"sg-7c2270198example",
"sg-903004f88example"
],
"DeleteOnTermination":true
}
],
"Placement":{
"Tenancy": "dedicated"
},
"ImageId":"ami-04d5cc9b88example",
"InstanceType":"t2.micro",
"KeyName":"MyKeyPair"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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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aunchTemplate: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Name: !Sub '${AWS::StackName}-launch-template-for-auto-scaling'
LaunchTemplateData:
NetworkInterfaces:
- DeviceIndex: 0
AssociatePublicIpAddress: true
Groups:
- sg-7c2270198example
- sg-903004f88example
DeleteOnTermination: true
Placement:
Tenancy: dedicated
ImageId: ami-04d5cc9b88example
InstanceType: t2.micro
KeyName: MyKeyPair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LaunchTemplate

AWS::EC2::LaunchTemplate BlockDeviceMapping
Amazon EC2 시작 템플릿의 블록 디바이스 매핑에 대한 정보입니다.
BlockDeviceMapping은 AWS::EC2::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viceName" : String,
"Ebs" : Ebs (p. 2456),
"NoDevice" : String,
"VirtualName" : String

YAML
DeviceName: String
Ebs:
Ebs (p. 2456)
NoDevice: String
VirtualName: String

Properties
DeviceName
디바이스 이름(예: /dev/sdh 또는 xvdh)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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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인스턴스가 시작될 때 EBS 볼륨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bs (p. 24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Device
블록 디바이스 매핑에서 장치를 생략하려면 빈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rtualName
가상 디바이스 이름(ephemeralN)입니다.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은 0부터 시작해서 번호가 매겨집니다.
사용 가능한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이 2개인 인스턴스 유형은 ephemeral0 및 ephemeral1에 대한 매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의 개수는 인스턴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인
스턴스에 연결한 후 볼륨을 탑재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LaunchTemplateBlockDeviceMappingRequest

AWS::EC2::LaunchTemplate CapacityReservationSpecification
인스턴스의 용량 예약 대상 지정 옵션을 설명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옵션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CapacityReservationSpecification은 AWS::EC2::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의 속성입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pacityReservationPreference" : String,
"CapacityReservationTarget" : CapacityReservationTarget (p. 2454)

YAML
CapacityReservationPreference: String
CapacityReservation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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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ReservationTarget (p. 2454)

Properties
CapacityReservationPreference
인스턴스의 용량 예약 기본 설정을 나타냅니다. 가능한 기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open - 인스턴스가 일치하는 속성(인스턴스 유형, 플랫폼, 가용 영역)을 가진 open 용량 예약에서 실
행할 수 있습니다.
• none - 용량 예약이 사용 가능한 경우에도 인스턴스가 용량 예약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인스턴스
는 온디맨드 용량으로 실행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ne | ope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pacityReservationTarget
대상 용량 예약 또는 용량 예약 그룹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pacityReservationTarget (p. 245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LaunchTemplate CapacityReservationTarget
대상 용량 예약을 지정합니다.
CapacityReservationTarget는 Amazon EC2 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 속성 유형의 속
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pacityReservationId" : String,
"CapacityReservationResourceGroupArn" : String

YAML
CapacityReservationId: String
CapacityReservationResourceGroupArn: String

Properties
CapacityReservationId
인스턴스를 실행할 용량 예약의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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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pacityReservationResourceGroupArn
인스턴스를 실행할 용량 예약 리소스 그룹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LaunchTemplate CpuOptions
인스턴스의 CPU 옵션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CPU 최
적화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CpuOptions는 AWS::EC2::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reCount" : Integer,
"ThreadsPerCore" : Integer

YAML
CoreCount: Integer
ThreadsPerCore: Integer

Properties
CoreCount
인스턴스의 CPU 코어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eadsPerCore
CPU 코어당 스레드 수입니다. 인스턴스에 대해 멀티스레딩을 비활성화하려면 값 1을 지정합니다. 그렇
지 않으면 기본값 2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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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CPU 옵션 최적화.

AWS::EC2::LaunchTemplate CreditSpecification
T2, T3 또는 T3a 인스턴스의 CPU 사용량에 대한 크레딧 옵션을 지정합니다.
CreditSpecification은 AWS::EC2::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puCredits" : String

YAML
CpuCredits: String

Properties
CpuCredits
T2, T3 또는 T3a 인스턴스의 CPU 사용량에 대한 크레딧 옵션입니다. 유효한 값은 standard 및
unlimite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ditSpecificationRequest

AWS::EC2::LaunchTemplate Ebs
Amazon EC2 시작 템플릿의 EBS 볼륨용 블록 디바이스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Ebs는 AWS::EC2::LaunchTemplate BlockDeviceMapping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DeleteOnTermination" :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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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rypted" : Boolean,
"Iops" : Integer,
"KmsKeyId" : String,
"SnapshotId" : String,
"Throughput" : Integer,
"VolumeSize" : Integer,
"VolumeType" : String

YAML
DeleteOnTermination: Boolean
Encrypted: Boolean
Iops: Integer
KmsKeyId: String
SnapshotId: String
Throughput: Integer
VolumeSize: Integer
VolumeType: String

Properties
DeleteOnTermination
인스턴스 종료 시 EBS 볼륨의 삭제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ed
EBS 볼륨이 암호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암호화된 볼륨은 Amazon EBS 암호화를 지원하는 인스
턴스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에서 볼륨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값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ops
초당 I/O 작업 수(IOPS) 입니다. gp3, io1 및 io2 볼륨의 경우 이 값은 해당 볼륨에 프로비저닝되는
IOPS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gp2 볼륨의 경우 이 값은 볼륨이 버스트에서 I/O 크레딧을 축적하는 볼륨과
속도에 대한 기준 성능을 나타냅니다.
각 볼륨 유형에 대해 지원되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gp3: 3,000-16,000 IOPS
• io1: 100-64,000 IOPS
• io2: 100-64,000 IOPS
io1 및 io2 볼륨의 경우 Nitro 시스템에 구축된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64,000 IOPS를보장합니다. 다른
인스턴스 패밀리는 최대 32,000 IOPS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io1, io2, 및 gp3 볼륨에만 지원됩니다. gp2, st1, sc1 또는 standard 볼륨에는 이 파
라미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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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KeyId
암호화에 사용된 대칭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CMK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apshotId
스냅샷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oughput
gp3 볼륨에 대해 프로비저닝할 처리량입니다(최대값 1,000MiB/s).
유효한 범위: 최소값은 125이고 최대값 100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Size
볼륨 크기(GiB)입니다. 스냅샷 ID 또는 볼륨 크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각 볼륨 유형에 대해 지원
되는 볼륨 크기입니다.
• gp2 및 gp3: 1-16,384
• io1 및 io2: 4-16,384
• st1 및 sc1: 125-16,384
• standard: 1-1,024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Type
볼륨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 볼륨 유
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p2 | gp3 | io1 | io2 | sc1 | st1 | standar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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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LaunchTemplateEbsBlockDeviceRequest

AWS::EC2::LaunchTemplate ElasticGpuSpecification
Amazon EC2 시작 템플릿에 대한 탄력적 GPU의 사양을 지정합니다.
ElasticGpuSpecification은 AWS::EC2::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String

YAML
Type: String

Properties
Type
Elastic Graphics 액셀러레이터의 유형입니다. Type에 지정할 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 인스
턴스용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Elastic Graphics 기본, 특히 Elastic Graphics 액
셀러레이터 열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ElasticGpuSpecification

AWS::EC2::LaunchTemplate EnclaveOptions
인스턴스가 AWS Nitro Enclaves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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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Enabled: Boolean

Properties
Enabled
이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하면 인스턴스가 AWS Nitro Enclaves에 사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AWS
Nitro Enclaves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LaunchTemplate HibernationOptions
인스턴스가 최대 절전 모드로 구성되는지 지정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인스턴스가 최대 절전 모드 사전 조
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인스턴스 최대 절전 모드를
참조하십시오.
HibernationOptions는 AWS::EC2::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figured" : Boolean

YAML
Configured: Boolean

Properties
Configured
이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하면 인스턴스의 최대 절전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기본값: fals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LaunchTemplate IamInstanceProfile
인스턴스에 대한 IAM 역할의 컨테이너인 IAM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지정합니다. IAM 역할을 사용하여 인스
턴스에 AWS 자격 증명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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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EC2 Auto Scaling 그룹에 사용할 시작 템플릿을 생성하는 경우 인스턴스 프로파일의 이름이나
ARN을 지정할 수 있지만 둘 다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IamInstanceProfile은 AWS::EC2::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Name" : String

YAML
Arn: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Arn
인스턴스 프로파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인스턴스 프로파일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LaunchTemplateIamInstanceProfileSpecificationRequest

AWS::EC2::LaunchTemplate InstanceMarketOptions
인스턴스에 대한 시장(구매) 옵션을 지정합니다.
InstanceMarketOptions는 AWS::EC2::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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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MarketType" : String,
"SpotOptions" : SpotOptions (p. 2481)

YAML
MarketType: String
SpotOptions:
SpotOptions (p. 2481)

Properties
MarketType
시장 유형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po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otOptions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potOptions (p. 248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LaunchTemplateInstanceMarketOptionsRequest

AWS::EC2::LaunchTemplate Ipv6Add
Amazon EC2 시작 템플릿에 IPv6 주소를 지정합니다.
Ipv6Add는 AWS::EC2::LaunchTemplate NetworkInterface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pv6Addres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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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Ipv6Address: String

Properties
Ipv6Address
서브넷의 IPv6 CIDR 블록 범위에서 나온 하나 이상의 특정 IPv6 주소입니다. IPv6 주소의 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InstanceIpv6AddressRequest

AWS::EC2::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
시작 템플릿에서 포함할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BlockDeviceMappings" : [ BlockDeviceMapping (p. 2452), ... ],
"CapacityReservationSpecification" : CapacityReservationSpecification (p. 2453),
"CpuOptions" : CpuOptions (p. 2455),
"CreditSpecification" : CreditSpecification (p. 2456),
"DisableApiTermination" : Boolean,
"EbsOptimized" : Boolean,
"ElasticGpuSpecifications" : [ ElasticGpuSpecification (p. 2459), ... ],
"ElasticInferenceAccelerators" : [ LaunchTemplateElasticInferenceAccelerator (p. 2471), ... ],
"EnclaveOptions" : EnclaveOptions (p. 2459),
"HibernationOptions" : HibernationOptions (p. 2460),
"IamInstanceProfile" : IamInstanceProfile (p. 2460),
"ImageId" : String,
"InstanceInitiatedShutdownBehavior" : String,
"InstanceMarketOptions" : InstanceMarketOptions (p. 2461),
"InstanceType" : String,
"KernelId" : String,
"KeyName" : String,
"LicenseSpecifications" : [ LicenseSpecification (p. 2473), ... ],
"MetadataOptions" : MetadataOptions (p. 2473),
"Monitoring" : Monitoring (p. 2474),
"NetworkInterfaces" : [ NetworkInterface (p. 2475), ... ],
"Placement" : Placement (p. 2479),
"RamDiskId" : String,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ecurityGroups" : [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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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pecifications" : [ TagSpecification (p. 2483), ... ],
"UserData" : String

YAML
BlockDeviceMappings:
- BlockDeviceMapping (p. 2452)
CapacityReservationSpecification:
CapacityReservationSpecification (p. 2453)
CpuOptions:
CpuOptions (p. 2455)
CreditSpecification:
CreditSpecification (p. 2456)
DisableApiTermination: Boolean
EbsOptimized: Boolean
ElasticGpuSpecifications:
- ElasticGpuSpecification (p. 2459)
ElasticInferenceAccelerators:
- LaunchTemplateElasticInferenceAccelerator (p. 2471)
EnclaveOptions:
EnclaveOptions (p. 2459)
HibernationOptions:
HibernationOptions (p. 2460)
IamInstanceProfile:
IamInstanceProfile (p. 2460)
ImageId: String
InstanceInitiatedShutdownBehavior: String
InstanceMarketOptions:
InstanceMarketOptions (p. 2461)
InstanceType: String
KernelId: String
KeyName: String
LicenseSpecifications:
- LicenseSpecification (p. 2473)
MetadataOptions:
MetadataOptions (p. 2473)
Monitoring:
Monitoring (p. 2474)
NetworkInterfaces:
- NetworkInterface (p. 2475)
Placement:
Placement (p. 2479)
RamDiskId: String
SecurityGroupIds:
- String
SecurityGroups:
- String
TagSpecifications:
- TagSpecification (p. 2483)
UserData: String

Properties
BlockDeviceMappings
블록 디바이스 매핑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lockDeviceMapping (p. 245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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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ReservationSpecification
인스턴스의 용량 예약 대상 지정 옵션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인스턴스의 용량 예약 기
본 설정의 기본값이 open으로 설정되어, 일치하는 속성(인스턴스 유형, 플랫폼, 가용 영역)이 있는 모든
열린 용량 예약에서 실행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pacityReservationSpecification (p. 24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puOptions
인스턴스에 대한 CPU 옵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CPU
옵션 최적화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CpuOptions (p. 24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editSpecification
인스턴스의 CPU 사용량에 대한 크레딧 옵션입니다. T2, T3 또는 T3a 인스턴스에만 유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reditSpecification (p. 24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ableApiTermination
이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하면 Amazon EC2 콘솔, CLI, API 등을 사용해 인스턴스를 종료할 수 없습니
다. 설정하지 않으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이후 이 속성을 변경하려면 ModifyInstanceAttribute를 사
용합니다. 또는 InstanceInitiatedShutdownBehavior를 terminate로 설정하면 인스턴스에서
shutdown 명령을 실행하여 인스턴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bsOptimized
인스턴스가 Amazon EBS I/O에 대해 최적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최적화는 Amazon EBS에 전
용 처리량을 제공하며 최적의 Amazon EBS I/O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구성 스택을 제공합니다.
이 최적화는 일부 인스턴스 유형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BS 최적화 인스턴스를 사용할 때 추가 사
용 요금이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lasticGpuSpecifications
인스턴스에 연결되는 탄력적 GPU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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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ElasticGpuSpecification (p. 245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lasticInferenceAccelerators
인스턴스의 Elastic Inference 액셀러레이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unchTemplateElasticInferenceAccelerator (p. 247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laveOptions
인스턴스가 AWS Nitro Enclaves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Nitro
Enclaves 사용 설명서에서 AWSNitro Enclaves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세요.
동일한 인스턴스에서 AWS Nitro Enclaves와 최대 절전 모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claveOptions (p. 245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ibernationOptions
인스턴스에 최대 절전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표시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인스턴스가 최대 절전 모
드 사전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
서의 인스턴스를 최대 절전 모드로 전환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HibernationOptions (p. 24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amInstanceProfile
IAM 인스턴스 프로파일의 이름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amInstanceProfile (p. 24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Id
AMI의 I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InitiatedShutdownBehavior
시스템 종료에 대한 운영 체제 명령을 사용해서 인스턴스에서 종료를 개시할 때 인스턴스의 중단 또는
종료 여부를 나타냅니다.
기본값: stop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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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top | terminat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MarketOptions
인스턴스에 대한 시장(구매)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stanceMarketOptions (p. 246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Type
인스턴스 유형.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인스턴스 유형을 참조하
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1.2xlarge | a1.4xlarge | a1.large | a1.medium | a1.metal |
a1.xlarge | c1.medium | c1.xlarge | c3.2xlarge | c3.4xlarge | c3.8xlarge
| c3.large | c3.xlarge | c4.2xlarge | c4.4xlarge | c4.8xlarge | c4.large
| c4.xlarge | c5.12xlarge | c5.18xlarge | c5.24xlarge | c5.2xlarge |
c5.4xlarge | c5.9xlarge | c5.large | c5.metal | c5.xlarge | c5a.12xlarge
| c5a.16xlarge | c5a.24xlarge | c5a.2xlarge | c5a.4xlarge | c5a.8xlarge
| c5a.large | c5a.xlarge | c5ad.12xlarge | c5ad.16xlarge | c5ad.24xlarge
| c5ad.2xlarge | c5ad.4xlarge | c5ad.8xlarge | c5ad.large | c5ad.xlarge
| c5d.12xlarge | c5d.18xlarge | c5d.24xlarge | c5d.2xlarge | c5d.4xlarge
| c5d.9xlarge | c5d.large | c5d.metal | c5d.xlarge | c5n.18xlarge |
c5n.2xlarge | c5n.4xlarge | c5n.9xlarge | c5n.large | c5n.metal | c5n.xlarge
| c6g.12xlarge | c6g.16xlarge | c6g.2xlarge | c6g.4xlarge | c6g.8xlarge
| c6g.large | c6g.medium | c6g.metal | c6g.xlarge | c6gd.12xlarge |
c6gd.16xlarge | c6gd.2xlarge | c6gd.4xlarge | c6gd.8xlarge | c6gd.large
| c6gd.medium | c6gd.metal | c6gd.xlarge | c6gn.12xlarge | c6gn.16xlarge
| c6gn.2xlarge | c6gn.4xlarge | c6gn.8xlarge | c6gn.large | c6gn.medium
| c6gn.xlarge | cc1.4xlarge | cc2.8xlarge | cg1.4xlarge | cr1.8xlarge |
d2.2xlarge | d2.4xlarge | d2.8xlarge | d2.xlarge | d3.2xlarge | d3.4xlarge
| d3.8xlarge | d3.xlarge | d3en.12xlarge | d3en.2xlarge | d3en.4xlarge
| d3en.6xlarge | d3en.8xlarge | d3en.xlarge | f1.16xlarge | f1.2xlarge
| f1.4xlarge | g2.2xlarge | g2.8xlarge | g3.16xlarge | g3.4xlarge |
g3.8xlarge | g3s.xlarge | g4ad.16xlarge | g4ad.2xlarge | g4ad.4xlarge |
g4ad.8xlarge | g4ad.xlarge | g4dn.12xlarge | g4dn.16xlarge | g4dn.2xlarge
| g4dn.4xlarge | g4dn.8xlarge | g4dn.metal | g4dn.xlarge | h1.16xlarge
| h1.2xlarge | h1.4xlarge | h1.8xlarge | hi1.4xlarge | hs1.8xlarge |
i2.2xlarge | i2.4xlarge | i2.8xlarge | i2.xlarge | i3.16xlarge | i3.2xlarge
| i3.4xlarge | i3.8xlarge | i3.large | i3.metal | i3.xlarge | i3en.12xlarge
| i3en.24xlarge | i3en.2xlarge | i3en.3xlarge | i3en.6xlarge | i3en.large
| i3en.metal | i3en.xlarge | inf1.24xlarge | inf1.2xlarge | inf1.6xlarge
| inf1.xlarge | m1.large | m1.medium | m1.small | m1.xlarge | m2.2xlarge
| m2.4xlarge | m2.xlarge | m3.2xlarge | m3.large | m3.medium | m3.xlarge |
m4.10xlarge | m4.16xlarge | m4.2xlarge | m4.4xlarge | m4.large | m4.xlarge
| m5.12xlarge | m5.16xlarge | m5.24xlarge | m5.2xlarge | m5.4xlarge |
m5.8xlarge | m5.large | m5.metal | m5.xlarge | m5a.12xlarge | m5a.16xlarge
| m5a.24xlarge | m5a.2xlarge | m5a.4xlarge | m5a.8xlarge | m5a.lar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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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a.xlarge | m5ad.12xlarge | m5ad.16xlarge | m5ad.24xlarge | m5ad.2xlarge
| m5ad.4xlarge | m5ad.8xlarge | m5ad.large | m5ad.xlarge | m5d.12xlarge
| m5d.16xlarge | m5d.24xlarge | m5d.2xlarge | m5d.4xlarge | m5d.8xlarge
| m5d.large | m5d.metal | m5d.xlarge | m5dn.12xlarge | m5dn.16xlarge |
m5dn.24xlarge | m5dn.2xlarge | m5dn.4xlarge | m5dn.8xlarge | m5dn.large
| m5dn.metal | m5dn.xlarge | m5n.12xlarge | m5n.16xlarge | m5n.24xlarge
| m5n.2xlarge | m5n.4xlarge | m5n.8xlarge | m5n.large | m5n.metal |
m5n.xlarge | m5zn.12xlarge | m5zn.2xlarge | m5zn.3xlarge | m5zn.6xlarge
| m5zn.large | m5zn.metal | m5zn.xlarge | m6g.12xlarge | m6g.16xlarge |
m6g.2xlarge | m6g.4xlarge | m6g.8xlarge | m6g.large | m6g.medium | m6g.metal
| m6g.xlarge | m6gd.12xlarge | m6gd.16xlarge | m6gd.2xlarge | m6gd.4xlarge
| m6gd.8xlarge | m6gd.large | m6gd.medium | m6gd.metal | m6gd.xlarge |
m6i.12xlarge | m6i.16xlarge | m6i.24xlarge | m6i.2xlarge | m6i.32xlarge
| m6i.4xlarge | m6i.8xlarge | m6i.large | m6i.xlarge | mac1.metal |
p2.16xlarge | p2.8xlarge | p2.xlarge | p3.16xlarge | p3.2xlarge | p3.8xlarge
| p3dn.24xlarge | p4d.24xlarge | r3.2xlarge | r3.4xlarge | r3.8xlarge |
r3.large | r3.xlarge | r4.16xlarge | r4.2xlarge | r4.4xlarge | r4.8xlarge |
r4.large | r4.xlarge | r5.12xlarge | r5.16xlarge | r5.24xlarge | r5.2xlarge
| r5.4xlarge | r5.8xlarge | r5.large | r5.metal | r5.xlarge | r5a.12xlarge
| r5a.16xlarge | r5a.24xlarge | r5a.2xlarge | r5a.4xlarge | r5a.8xlarge
| r5a.large | r5a.xlarge | r5ad.12xlarge | r5ad.16xlarge | r5ad.24xlarge
| r5ad.2xlarge | r5ad.4xlarge | r5ad.8xlarge | r5ad.large | r5ad.xlarge
| r5b.12xlarge | r5b.16xlarge | r5b.24xlarge | r5b.2xlarge | r5b.4xlarge
| r5b.8xlarge | r5b.large | r5b.metal | r5b.xlarge | r5d.12xlarge |
r5d.16xlarge | r5d.24xlarge | r5d.2xlarge | r5d.4xlarge | r5d.8xlarge
| r5d.large | r5d.metal | r5d.xlarge | r5dn.12xlarge | r5dn.16xlarge |
r5dn.24xlarge | r5dn.2xlarge | r5dn.4xlarge | r5dn.8xlarge | r5dn.large
| r5dn.metal | r5dn.xlarge | r5n.12xlarge | r5n.16xlarge | r5n.24xlarge |
r5n.2xlarge | r5n.4xlarge | r5n.8xlarge | r5n.large | r5n.metal | r5n.xlarge
| r6g.12xlarge | r6g.16xlarge | r6g.2xlarge | r6g.4xlarge | r6g.8xlarge
| r6g.large | r6g.medium | r6g.metal | r6g.xlarge | r6gd.12xlarge |
r6gd.16xlarge | r6gd.2xlarge | r6gd.4xlarge | r6gd.8xlarge | r6gd.large |
r6gd.medium | r6gd.metal | r6gd.xlarge | t1.micro | t2.2xlarge | t2.large
| t2.medium | t2.micro | t2.nano | t2.small | t2.xlarge | t3.2xlarge
| t3.large | t3.medium | t3.micro | t3.nano | t3.small | t3.xlarge |
t3a.2xlarge | t3a.large | t3a.medium | t3a.micro | t3a.nano | t3a.small |
t3a.xlarge | t4g.2xlarge | t4g.large | t4g.medium | t4g.micro | t4g.nano |
t4g.small | t4g.xlarge | u-12tb1.112xlarge | u-12tb1.metal | u-18tb1.metal
| u-24tb1.metal | u-6tb1.112xlarge | u-6tb1.56xlarge | u-6tb1.metal |
u-9tb1.112xlarge | u-9tb1.metal | x1.16xlarge | x1.32xlarge | x1e.16xlarge
| x1e.2xlarge | x1e.32xlarge | x1e.4xlarge | x1e.8xlarge | x1e.xlarge |
x2gd.12xlarge | x2gd.16xlarge | x2gd.2xlarge | x2gd.4xlarge | x2gd.8xlarge
| x2gd.large | x2gd.medium | x2gd.metal | x2gd.xlarge | z1d.12xlarge |
z1d.2xlarge | z1d.3xlarge | z1d.6xlarge | z1d.large | z1d.metal | z1d.xlarg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rnelId
커널 ID.
커널 및 RAM 디스크 대신 PV-GRUB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
서의 사용자 제공 커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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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ame
키 페어 이름. CreateKeyPair 또는 ImportKeyPair를 사용하여 키 페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키 페어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다른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AMI를
선택해야만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censeSpecifications
라이선스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icenseSpecification (p. 247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adataOptions
인스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 옵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인스턴스 메타데이터와 사용자 데이터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MetadataOptions (p. 247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nitoring
인스턴스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onitoring (p. 247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Interfaces
한 개 이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입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지정할 경우,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의 일부인 보안 그룹과 서브넷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etworkInterface (p. 247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lacement
인스턴스 배치.
Required: 아니요
Type: Placement (p.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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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mDiskId
RAM 디스크 ID.

Important
커널 및 RAM 디스크 대신 PV-GRUB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사용자 제공 커널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Ids
하나 이상의 보안 그룹 ID CreateSecurityGroup을 사용하여 보안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요
청에서 보안 그룹 ID와 보안 이름을 모두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s
[EC2-Classic, 기본 VPC] 하나 이상의 보안 그룹 이름입니다. 기본 VPC가 아닌 VPC에서는 대신에 보안
그룹 ID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요청에서 보안 그룹 ID와 보안 이름을 모두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pecifications
시작 시 리소스에 적용되는 태그. 시작 시에만 인스턴스와 볼륨에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태
그는 시작 시 생성된 모든 인스턴스 또는 볼륨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Specification (p. 248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Data
인스턴스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입니다. base64 인코딩 형식의 텍스트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
용자 데이터의 크기는 16KB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작 시 Linux 인스턴스에서 명령 실행(Linux)
또는 사용자 데이터 추가(Windows)를 참조하세요.
AWS Batch(으)로 함께 사용할 시작 템플릿을 생성하는 경우 사용자 데이터는 MIME 멀티파트 아카이
브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사용 설명서의 시작 템플릿에 있는 Amazon
EC2 사용자 데이터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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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RequestLaunchTemplateData

AWS::EC2::LaunchTemplate LaunchTemplateElasticInferenceAccelerator
Elastic Inference 액셀러레이터를 지정합니다.
LaunchTemplateElasticInferenceAccelerator는 AWS::EC2::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unt" : Integer,
"Type" : String

YAML
Count: Integer
Type: String

Properties
Count
인스턴스에 연결할 탄력적 추론 액셀러레이터의 수입니다.
기본값: 1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탄력적 추론 액셀러레이터의 유형. 가능한 값은 eia1.medium, eia1.large, eia1.xlarg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LaunchTemplate LaunchTemplateTagSpecification
생성 중에 시작 템플릿에 적용할 태그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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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chTemplateTagSpecification은 AWS::EC2::LaunchTemplate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ourceType" : String,
"Tags" : [ Tag, ... ]

YAML
ResourceTyp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ResourceType
리소스의 유형입니다. 시작 템플릿에 태그를 지정하려면 ResourceType이 launch-template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apacity-reservation | carrier-gateway | client-vpn-endpoint |
customer-gateway | dedicated-host | dhcp-options | egress-only-internetgateway | elastic-gpu | elastic-ip | export-image-task | export-instancetask | fleet | fpga-image | host-reservation | image | import-image-task
| import-snapshot-task | instance | instance-event-window | internetgateway | ipv4pool-ec2 | ipv6pool-ec2 | key-pair | launch-template | localgateway | local-gateway-route-table | local-gateway-route-table-virtualinterface-group-association | local-gateway-route-table-vpc-association |
local-gateway-virtual-interface | local-gateway-virtual-interface-group |
natgateway | network-acl | network-insights-analysis | network-insightspath | network-interface | placement-group | prefix-list | replace-rootvolume-task | reserved-instances | route-table | security-group | securitygroup-rule | snapshot | spot-fleet-request | spot-instances-request | subnet
| traffic-mirror-filter | traffic-mirror-session | traffic-mirror-target |
transit-gateway | transit-gateway-attachment | transit-gateway-connect-peer
| transit-gateway-multicast-domain | transit-gateway-route-table | volume
| vpc | vpc-endpoint | vpc-endpoint-service | vpc-flow-log | vpc-peeringconnection | vpn-connection | vpn-gatewa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리소스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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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LaunchTemplate LicenseSpecification
인스턴스의 라이선스 구성을 지정합니다.
LicenseSpecification은 AWS::EC2::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icenseConfigurationArn" : String

YAML
LicenseConfigurationArn: String

Properties
LicenseConfigurationArn
라이선스 구성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LaunchTemplate MetadataOptions
인스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 옵션을 지정합니다.
MetadataOptions는 AWS::EC2::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ttpEndpoint" : String,
"HttpPutResponseHopLimit" : Integer,
"HttpTokens" : String

YAML
HttpEndpoint: String
HttpPutResponseHopLimit: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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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kens: String

Properties
HttpEndpoint
이 파라미터는 인스턴스에서 HTTP 메타데이터 엔드포인트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파라미터
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상태는 enabled입니다.

Note
disabled 값을 지정하면 인스턴스 메타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PutResponseHopLimit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요청에 대해 원하는 HTTP PUT 응답 홉 제한 숫자가 클수록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요청이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1
가능한 값: 1부터 64 사이의 정수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Tokens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요청에 대한 토큰 사용 상태입니다. 요청에 파라미터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
상태는 optional입니다.
상태가 optional인 경우 요청에 서명된 토큰 헤더가 있거나 없는 인스턴스 메타데이터를 검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토큰 없이 IAM 역할 자격 증명을 검색하면 버전 1.0 역할 자격 증명이 반환됩니다.
유효한 서명된 토큰을 사용하여 IAM 역할 자격 증명을 검색하면 버전 2.0 역할 자격 증명이 반환됩니다.
상태가 required인 경우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검색 요청과 함께 서명된 토큰 헤더를 보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IAM 역할 자격 증명을 검색하면 항상 버전 2.0 자격 증명이 반환됩니다. 버전 1.0 자격 증명
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ptional | requir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LaunchTemplate Monitoring
인스턴스에 세부 모니터링이 활성화되도록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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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은 AWS::EC2::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YAML
Enabled: Boolean

Properties
Enabled
true를 지정하여 세부 모니터링을 활성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 모니터링이 활성화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LaunchTemplatesMonitoringRequest

AWS::EC2::LaunchTemplate NetworkInterface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NetworkInterface는 AWS::EC2::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ssociateCarrierIpAddress" : Boolean,
"AssociatePublicIpAddress" : Boolean,
"DeleteOnTermination" : Boolean,
"Description" : String,
"DeviceIndex" : Integer,
"Groups" : [ String, ... ],
"InterfaceType" : String,
"Ipv6AddressCount" : Integer,
"Ipv6Addresses" : [ Ipv6Add (p. 2462), ... ],
"NetworkCardIndex" : Integer,
"NetworkInterface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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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vateIpAddress" : String,
"PrivateIpAddresses" : [ PrivateIpAdd (p. 2481), ... ],
"SecondaryPrivateIpAddressCount" : Integer,
"SubnetId" : String

YAML
AssociateCarrierIpAddress: Boolean
AssociatePublicIpAddress: Boolean
DeleteOnTermination: Boolean
Description: String
DeviceIndex: Integer
Groups:
- String
InterfaceType: String
Ipv6AddressCount: Integer
Ipv6Addresses:
- Ipv6Add (p. 2462)
NetworkCardIndex: Integer
NetworkInterfaceId: String
PrivateIpAddress: String
PrivateIpAddresses:
- PrivateIpAdd (p. 2481)
SecondaryPrivateIpAddressCount: Integer
SubnetId: String

Properties
AssociateCarrierIpAddress
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해 캐리어 IP 주소를 eth0와 연결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파장 영역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하고 캐리어 IP 주소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결하려는 경우 이 옵션
을 사용합니다. 통신사 IP 주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Wavelength 개발자 안내서에서 통신사 IP 주
소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ssociatePublicIpAddress
새로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퍼블릭 IPv4 주소를 eth0과 연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leteOnTermination
인스턴스를 종료할 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삭제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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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iceIndex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연결을 위한 디바이스 인덱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roups
한 개 이상의 보안 그룹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rfaceType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유형입니다. Elastic Fabric Adapter(EFA)를 생성하려면 efa를 지정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Elastic Fabric Adapter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EFA를 생성하지 않는 경우, interface를 지정하거나 이 파라미터를 생략하십시오.
유효한 값: interface | efa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pv6AddressCount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할당할 IPv6 주소 개수입니다. Amazon EC2는 자동으로 서브넷 범위에서 IPv6
주소를 선택합니다. 특정 IPv6 주소를 지정할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pv6Addresses
서브넷의 IPv6 CIDR 블록 범위에서 나온 하나 이상의 특정 IPv6 주소입니다. IPv6 주소의 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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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pv6Add (p. 246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CardIndex
네트워크 카드의 인덱스입니다. 일부 인스턴스 유형은 여러 네트워크 카드를 지원합니다. 기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네트워크 카드 인덱스 0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기본값은 네트워크 카드 인덱스 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InterfaceId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vateIpAddres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기본 프라이빗 IPv4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vateIpAddresses
한 개 이상의 프라이빗 IPv4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ivateIpAdd (p. 248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ondaryPrivateIpAddressCount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할당할 보조 프라이빗 IPv4 주소의 개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서브넷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247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2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LaunchTemplateInstanceNetworkInterfaceSpecificationRequest

AWS::EC2::LaunchTemplate Placement
인스턴스의 배치를 지정합니다.
Placement는 AWS::EC2::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ffinity" : String,
"AvailabilityZone" : String,
"GroupName" : String,
"HostId" : String,
"HostResourceGroupArn" : String,
"PartitionNumber" : Integer,
"SpreadDomain" : String,
"Tenancy" : String

YAML
Affinity: String
AvailabilityZone: String
GroupName: String
HostId: String
HostResourceGroupArn: String
PartitionNumber: Integer
SpreadDomain: String
Tenancy: String

Properties
Affinity
전용 호스트에 있는 인스턴스의 선호도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vailabilityZone
인스턴스의 가용 영역.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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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Name
인스턴스에 대한 배치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Id
인스턴스에 대한 전용 호스트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ResourceGroupArn
인스턴스를 시작할 호스트 리소스 그룹의 ARN입니다. 호스트 리소스 그룹 ARN을 지정하는 경우 테넌
시 파라미터를 생략하거나 host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titionNumber
인스턴스가 시작되어야 하는 파티션의 번호입니다. 배치 그룹 전략이 partition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readDomain
추후 사용 예약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nancy
인스턴스의 테넌시입니다(VPC에서 인스턴스가 실행 중인 경우). 전용 테넌시가 있는 인스턴스는 단일
테넌트 하드웨어에서 실행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edicated | default | hos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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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LaunchTemplatePlacementRequest

AWS::EC2::LaunchTemplate PrivateIpAdd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조 프라이빗 IPv4 주소를 지정합니다.
PrivateIpAdd는 AWS::EC2::LaunchTemplate NetworkInterface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imary" : Boolean,
"PrivateIpAddress" : String

YAML
Primary: Boolean
PrivateIpAddress: String

Properties
Primary
프라이빗 IPv4 주소가 기본 프라이빗 IPv4 주소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하나의 IPv4 주소만 기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vateIpAddress
프라이빗 IPv4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PrivateIpAddressSpecification

AWS::EC2::LaunchTemplate SpotOptions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옵션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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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Options는 AWS::EC2::LaunchTemplate InstanceMarketOptions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lockDurationMinutes" : Integer,
"InstanceInterruptionBehavior" : String,
"MaxPrice" : String,
"SpotInstanceType" : String,
"ValidUntil" : String

YAML
BlockDurationMinutes: Integer
InstanceInterruptionBehavior: String
MaxPrice: String
SpotInstanceType: String
ValidUntil: String

Properties
BlockDurationMinutes
스팟 인스턴스(스팟 블록이라고도 함)의 필요 지속 기간(분)입니다. 이 값은 60의 배수여야 합니다(60,
120, 180, 240, 300 또는 360).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InterruptionBehavior
스팟 인스턴스가 중단될 때의 동작입니다. 기본값은 terminat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hibernate | stop | terminat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Price
스팟 인스턴스에 지불하려는 최고 시간당 가격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otInstanceType
스팟 인스턴스 요청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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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Scaling 그룹에서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경우 one-time 요청을 사용합니다. 그룹이 원하는
용량을 하회할 때마다 Amazon EC2 Auto Scaling 서비스가 새 스팟 인스턴스 요청을 처리하기 때문입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ne-time | persiste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idUntil
요청의 종료 날짜입니다. 일회성 요청의 경우 요청은 모든 인스턴스가 시작되거나, 요청이 취소되거나,
이 날짜가 도래할 때까지 활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지속적 요청의 경우 요청은 취소되거나 이 날짜 및 시
간이 도래할 때까지 활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기본 종료 날짜는 현재 날짜로부터 7일 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LaunchTemplateSpotMarketOptionsRequest

AWS::EC2::LaunchTemplate TagSpecification
시작 템플릿에 대한 리소스를 생성할 때 리소스에 적용할 태그를 지정합니다.
TagSpecification은 TagSpecifications의 속성 유형입니다. TagSpecifications는
AWS::EC2::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ourceType" : String,
"Tags" : [ Tag, ... ]

YAML
ResourceTyp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ResourceType
태그를 지정할 리소스의 유형입니다. 현재 생성 시 태그 지정을 지원하는 리소스 유형은 instance와
volume입니다. 리소스를 생성한 이후에 태그를 지정하려면 CreateTags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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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al: 태그가 설정된 경우 필요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apacity-reservation | carrier-gateway | client-vpn-endpoint |
customer-gateway | dedicated-host | dhcp-options | egress-only-internetgateway | elastic-gpu | elastic-ip | export-image-task | export-instancetask | fleet | fpga-image | host-reservation | image | import-image-task
| import-snapshot-task | instance | instance-event-window | internetgateway | ipv4pool-ec2 | ipv6pool-ec2 | key-pair | launch-template | localgateway | local-gateway-route-table | local-gateway-route-table-virtualinterface-group-association | local-gateway-route-table-vpc-association |
local-gateway-virtual-interface | local-gateway-virtual-interface-group |
natgateway | network-acl | network-insights-analysis | network-insightspath | network-interface | placement-group | prefix-list | replace-rootvolume-task | reserved-instances | route-table | security-group | securitygroup-rule | snapshot | spot-fleet-request | spot-instances-request | subnet
| traffic-mirror-filter | traffic-mirror-session | traffic-mirror-target |
transit-gateway | transit-gateway-attachment | transit-gateway-connect-peer
| transit-gateway-multicast-domain | transit-gateway-route-table | volume
| vpc | vpc-endpoint | vpc-endpoint-service | vpc-flow-log | vpc-peeringconnection | vpn-connection | vpn-gatewa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리소스에 적용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LaunchTemplateTagSpecificationRequest

AWS::EC2::LocalGatewayRoute
지정한 로컬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고정 라우팅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C2::LocalGatewayRoute",
"Properties" : {
"DestinationCidrBlock" : String,
"LocalGatewayRouteTableId" : String,
"LocalGatewayVirtualInterfaceGroup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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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Type: AWS::EC2::LocalGatewayRoute
Properties:
DestinationCidrBlock: String
LocalGatewayRouteTableId: String
LocalGatewayVirtualInterfaceGroupId: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CidrBlock
대상 일치에 사용되는 CIDR 블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calGatewayRouteTableId
로컬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calGatewayVirtualInterfaceGroupId
가상 인터페이스 그룹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로컬 게이트웨이의 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State
로컬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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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로컬 게이트웨이 라우팅의 유형입니다.

참고 항목
• AWS Outposts 사용 설명서의 로컬 게이트웨이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LocalGatewayRouteTable

AWS::EC2::LocalGatewayRouteTableVPCAssociation
지정된 VPC를 지정된 로컬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과 연결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LocalGatewayRouteTableVPCAssociation",
"Properties" : {
"LocalGatewayRouteTableId" : String,
"Tags" : [ Tag, ... ],
"VpcId" : String
}

YAML
Type: AWS::EC2::LocalGatewayRouteTableVPCAssociation
Properties:
LocalGatewayRouteTableId: String
Tags:
- Tag
VpcId: String

Properties
LocalGatewayRouteTableId
로컬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연결에 할당된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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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Id
VPC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LocalGatewayId
로컬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LocalGatewayRouteTableVpcAssociationId
연결의 ID입니다.
State
연결의 상태입니다.

참고 항목
• AWS Outposts 사용 설명서의 로컬 게이트웨이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LocalGatewayRouteTableVpcAssociation

AWS::EC2::NatGateway
지정된 서브넷에서 네트워크 주소 변환(NAT) 게이트웨이를 지정합니다. 퍼블릭 NAT 게이트웨이 또는 프라
이빗 NAT 게이트웨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퍼블릭 NAT 게이트웨이입니다. 퍼블릭 NAT 게이트
웨이를 생성하는 경우 탄력적 IP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NAT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 프라이빗 서브넷의 인스턴스에서 NAT 게이트웨이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인터
넷, 다른 AWS 서비스 또는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NAT 게이트웨이를 가리키는 기본 경로(AWS::EC2::Route 리소스)를 추가할 경우 경로의 NatGatewayId
속성에 대해 NAT 게이트웨이 ID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에서 NAT 게이트웨이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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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EC2::NatGateway",
"Properties" : {
"AllocationId" : String,
"ConnectivityType" : String,
"SubnetId"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EC2::NatGateway
Properties:
AllocationId: String
ConnectivityType: String
SubnetId: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llocationId
[퍼블릭 NAT 게이트웨이만 해당] NAT 게이트웨이와 연결되는 탄력적 IP 주소의 할당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nectivityType
NAT 게이트웨이에서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연결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private | public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
NAT 게이트웨이가 있는 서브넷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NAT 게이트웨이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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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입니다. 예:
nat-0a12bc456789de0fg.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NAT 게이트웨이
다음 예제에서는 NAT 게이트웨이와 NAT 게이트웨이를 라우팅 테이블에 연결하는 경로를 생성합니다. NAT
게이트웨이가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라우팅 테이블을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연결해야 합니다.

JSON
"NAT" : {
"Type" : "AWS::EC2::NatGateway",
"Properties" : {
"AllocationId" : { "Fn::GetAtt" : ["EIP", "AllocationId"]},
"SubnetId" : { "Ref" : "Subnet"},
"Tags" : [ {"Key" : "stack", "Value" : "production" } ]
}
},
"EIP" : {
"DependsOn" : "VPCGatewayAttach",
"Type" : "AWS::EC2::EIP",
"Properties" : {
"Domain" : "vpc"
}
},
"Route" : {
"Type" : "AWS::EC2::Route",
"Properties" : {
"RouteTableId" : { "Ref" : "RouteTable" },
"DestinationCidrBlock" : "0.0.0.0/0",
"NatGatewayId" : { "Ref" : "NAT" }
}
}

YAML
NAT:
Type: AWS::EC2::NatGateway
Properties:
AllocationId:
Fn::GetAtt:
- EIP
- AllocationId
SubnetId:
Ref: Subnet
Tags:
- Key: stack
Value: production
EIP:
DependsOn: VPCGatewayAtt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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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EC2::EIP
Properties:
Domain: vpc
Route:
Type: AWS::EC2::Route
Properties:
RouteTableId:
Ref: RouteTable
DestinationCidrBlock: 0.0.0.0/0
NatGatewayId:
Ref: NAT

AWS::EC2::NetworkAcl
VPC에 대한 네트워크 ACL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NetworkAcl",
"Properties" : {
"Tags" : [ Tag, ... ],
"VpcId" : String
}

YAML
Type: AWS::EC2::NetworkAcl
Properties:
Tags:
- Tag
VpcId: String

Properties
Tags
이 ACL에 대한 임의 태그 세트(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Id
네트워크 ACL에 대한 VPC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PI 버전 2010-05-15
249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2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네트워크 ACL
다음 예에서는 VPC에 네트워크 ACL을 생성합니다.

JSON
"myNetworkAcl" : {
"Type" : "AWS::EC2::NetworkAcl",
"Properties" : {
"VpcId" : { "Ref" : "myVPC" },
"Tags" : [ { "Key" : "stack", "Value" : "production" } ]
}
}

YAML
myNetworkAcl:
Type: AWS::EC2::NetworkAcl
Properties:
VpcId:
Ref: myVPC
Tags:
- Key: stack
Value: production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NetworkAcl
•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네트워크 ACL

AWS::EC2::NetworkAclEntry
지정한 규칙 번호로 네트워크 ACL에 항목(즉, 규칙)을 지정합니다. 각 네트워크 ACL에는 번호가 지정된 수
신 규칙 세트와 번호가 지정된 별도의 송신 규칙 세트가 있습니다.
프로토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IANA) 웹 사이트에서 Protocol
Numbers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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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EC2::NetworkAclEntry",
"Properties" : {
"CidrBlock" : String,
"Egress" : Boolean,
"Icmp" : Icmp (p. 2495),
"Ipv6CidrBlock" : String,
"NetworkAclId" : String,
"PortRange" : PortRange (p. 2496),
"Protocol" : Integer,
"RuleAction" : String,
"RuleNumber" : Integer
}

YAML
Type: AWS::EC2::NetworkAclEntry
Properties:
CidrBlock: String
Egress: Boolean
Icmp:
Icmp (p. 2495)
Ipv6CidrBlock: String
NetworkAclId: String
PortRange:
PortRange (p. 2496)
Protocol: Integer
RuleAction: String
RuleNumber: Integer

Properties
CidrBlock
CIDR 표기법에서 허용 또는 거부할 IPv4 CIDR 범위입니다(예: 172.16.0.0/24). 요구 사항은 조건부입니
다. CidrBlock 또는 Ipv6CidrBlock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gress
이 규칙이 서브넷에서의 송신 트래픽에 적용될지(true) 또는 서브넷에 대한 수신 트래픽에 적용될지
(false) 여부입니다. 기본적으로 AWS CloudFormation은 false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cmp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코드 및 유형입니다. 요구 사항은 조건부입니다. 프로토콜 파
라미터에 대해 1(ICMP)을 지정한 경우 필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cmp (p. 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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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pv6CidrBlock
허용하거나 거부할 IPv6 네트워크 범위입니다(CIDR 표기). 요구 사항은 조건부입니다. CidrBlock 또
는 Ipv6CidrBlock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AclId
해당 항목에 대한 ACL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rtRange
UDP/TCP 프로토콜의 포트 번호 범위입니다. 요구 사항은 조건부입니다. 프로토콜 파라미터에 대해
6(TCP) 또는 17(UDP)을 지정한 경우 필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ortRange (p. 24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
규칙이 적용되는 IP 프로토콜입니다. -1 또는 프로토콜 번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모든 프로토콜에 대해
-1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1을 지정하면 모든 포트가 열리고 PortRange 속성이 무시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Action
규칙과 일치하는 트래픽을 허용 또는 거부할지 여부입니다. 유효한 값은 ‘allow’ 또는 ‘deny’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ow | den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Number
항목에 할당할 규칙 번호입니다(예: 100). ACL 항목은 규칙 번호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처리됩니다. 하나
가 송신 규칙이고 다른 하나가 수신 규칙이 아닌 경우 항목은 동일한 규칙 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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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네트워크 ACL 항목
다음 예에서는 네트워크 ACL을 만들고 NACL에 두 개의 항목을 만듭니다. 첫 번째 항목은 지정된 네트워크
의 인바운드 SSH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두 번째 항목은 모든 아웃바운드 IPv4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JSON
{

"Resources": {
"MyNACL": {
"Type": "AWS::EC2::NetworkAcl",
"Properties": {
"VpcId": "vpc-1122334455aabbccd",
"Tags": [
{
"Key": "Name",
"Value": "NACLforSSHTraffic"
}
]
}
},
"InboundRule": {
"Type": "AWS::EC2::NetworkAclEntry",
"Properties": {
"NetworkAclId": {
"Ref": "MyNACL"
},
"RuleNumber": 100,
"Protocol": 6,
"RuleAction": "allow",
"CidrBlock": "172.16.0.0/24",
"PortRange": {
"From": 22,
"To": 22
}
}
},
"OutboundRule": {
"Type": "AWS::EC2::NetworkAclEntry",
"Properties": {
"NetworkAclId": {
"Ref": "MyNACL"
},
"RuleNumber": 100,
"Protocol": -1,
"Egress": true,
"RuleAction":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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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idrBlock": "0.0.0.0/0"

YAML
Resources:
MyNACL:
Type: AWS::EC2::NetworkAcl
Properties:
VpcId: vpc-1122334455aabbccd
Tags:
- Key: Name
Value: NACLforSSHTraffic
InboundRule:
Type: AWS::EC2::NetworkAclEntry
Properties:
NetworkAclId:
Ref: MyNACL
RuleNumber: 100
Protocol: 6
RuleAction: allow
CidrBlock: 172.16.0.0/24
PortRange:
From: 22
To: 22
OutboundRule:
Type: AWS::EC2::NetworkAclEntry
Properties:
NetworkAclId:
Ref: MyNACL
RuleNumber: 100
Protocol: -1
Egress: true
RuleAction: allow
CidrBlock: 0.0.0.0/0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NetworkAclEntry
•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네트워크 ACL

AWS::EC2::NetworkAclEntry Icmp
ICMP 유형 및 코드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de" : Integer,
"Type" : Integer

API 버전 2010-05-15
249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2

YAML
Code: Integer
Type: Integer

Properties
Code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코드입니다. -1을 사용하면 지정된 ICMP 유형에 대해 모든
ICMP 코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은 조건부입니다. 프로토콜 파라미터에 대해 1(ICMP)을 지
정한 경우 필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유형입니다. -1을 사용하면 모든 ICMP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조건부 요구 사항입니다. CreateNetworkAclEntry 프로토콜 파라미터에 대해 1(ICMP)을 지정
한 경우 필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NetworkAclEntry PortRange
포트 범위를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rom" : Integer,
"To" : Integer

YAML
From: Integer
To: Integer

Properties
From
범위에 있는 첫 번째 포트입니다. 프로토콜 파라미터에 대해 6(TCP) 또는 17(UDP)을 지정하는 경우 필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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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
범위에 있는 마지막 포트입니다. 프로토콜 파라미터에 대해 6(TCP) 또는 17(UDP)을 지정하는 경우 필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NetworkInsightsAnalysis
네트워크 인사이트 분석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NetworkInsightsAnalysis",
"Properties" : {
"FilterInArns" : [ String, ... ],
"NetworkInsightsPathId"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EC2::NetworkInsightsAnalysis
Properties:
FilterInArns:
- String
NetworkInsightsPathId: String
Tags:
- Tag

Properties
FilterInArns
경로가 통과해야 하는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etworkInsightsPathId
경로의 ID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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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적용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네트워크 인사이트 분석의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lternatePathHints
잠재적 중간 구성 요소입니다.
Explanations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Reachability Analyzer 설명 코드를 참조하세요.
ForwardPathComponents
소스에서 대상까지의 경로에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NetworkInsightsAnalysisArn
네트워크 인사이트 분석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NetworkInsightsAnalysisId
네트워크 인사이트 분석의 ID입니다.
NetworkPathFound
소스에서 대상에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turnPathComponents
대상에서 소스까지의 경로에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StartDate
분석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Status
네트워크 인사이트 분석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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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Message
상태가 failed인 경우 상태 메시지입니다.

AWS::EC2::NetworkInsightsAnalysis AlternatePathHint
가능한 경로의 잠재적 중간 구성 요소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ponentArn" : String,
"ComponentId" : String

YAML
ComponentArn: String
ComponentId: String

Properties
ComponentArn
구성 요소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ponentId
구성 요소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NetworkInsightsAnalysis AnalysisAclRule
ACL(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규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idr"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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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ress" : Boolean,
"PortRange" : PortRange (p. 2520),
"Protocol" : String,
"RuleAction" : String,
"RuleNumber" : Integer

YAML
Cidr: String
Egress: Boolean
PortRange:
PortRange (p. 2520)
Protocol: String
RuleAction: String
RuleNumber: Integer

Properties
Cidr
IPv4 주소 범위(CIDR 표기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gress
규칙이 아웃바운드 규칙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Range
포트의 범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ortRange (p. 25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
프로토콜.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Action
규칙과 일치하는 트래픽을 허용할지 또는 거부할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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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Number
규칙 번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NetworkInsightsAnalysis AnalysisComponent
경로 구성 요소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Id" : String

YAML
Arn: String
Id: String

Properties
Arn
구성 요소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
구성 요소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NetworkInsightsAnalysis AnalysisLoadBalancerListener
로드 밸런서 리스너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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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tancePort" : Integer,
"LoadBalancerPort" : Integer

YAML
InstancePort: Integer
LoadBalancerPort: Integer

Properties
InstancePort
[Classic Load Balancers] 리스너에 대한 백엔드 포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adBalancerPort
로드 밸런서가 수신 대기하는 포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NetworkInsightsAnalysis AnalysisLoadBalancerTarget
로드 밸런서 대상 그룹을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ddress" : String,
"AvailabilityZon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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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nce" : AnalysisComponent (p. 2501),
"Port" : Integer

YAML
Address: String
AvailabilityZone: String
Instance:
AnalysisComponent (p. 2501)
Port: Integer

Properties
Address
IP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5
Pattern: ^([0-9]{1,3}.){3}[0-9]{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vailabilityZone
가용 영역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대상이 수신 대기하는 포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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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2::NetworkInsightsAnalysis AnalysisPacketHeader
헤더를 설명합니다. 트래픽이 통과할 때 구성 요소의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인바운드 헤더의 필드는 경로
의 첫 번째 구성 요소를 제외하고 null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Addresses" : [ String, ... ],
"DestinationPortRanges" : [ PortRange (p. 2520), ... ],
"Protocol" : String,
"SourceAddresses" : [ String, ... ],
"SourcePortRanges" : [ PortRange (p. 2520), ... ]

YAML
DestinationAddresses:
- String
DestinationPortRanges:
- PortRange (p. 2520)
Protocol: String
SourceAddresses:
- String
SourcePortRanges:
- PortRange (p. 2520)

Properties
DestinationAddresses
대상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PortRanges
대상 포트 범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ortRange (p. 252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
프로토콜.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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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Addresses
소스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PortRanges
소스 포트 범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ortRange (p. 252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NetworkInsightsAnalysis AnalysisRouteTableRoute
라우팅 테이블 경로를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Cidr" : String,
"destinationPrefixListId" : String,
"egressOnlyInternetGatewayId" : String,
"gatewayId" : String,
"instanceId" : String,
"NatGatewayId" : String,
"NetworkInterfaceId" : String,
"Origin" : String,
"TransitGatewayId" : String,
"VpcPeeringConnectionId" : String

YAML
destinationCidr: String
destinationPrefixListId: String
egressOnlyInternetGatewayId: String
gatewayId: String
instanceId: String
NatGatewayId: String
NetworkInterfaceId: String
Origin: String
TransitGatewayId: String
VpcPeeringConnectionId: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Cidr
CIDR 표기법으로 된 대상 IPv4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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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PrefixListId
AWS 서비스의 접두사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gressOnlyInternetGatewayId
송신 전용 인터넷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atewayId
인터넷 게이트웨이 또는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Id
NAT 인스턴스와 같은 인스턴스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tGatewayId
NAT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InterfaceId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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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경로가 만들어진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과 같은 값이 가능합니다.
• CreateRouteTable - 라우팅 테이블이 생성될 때 라우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CreateRoute - 라우트가 라우팅 테이블에 수동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EnableVgwRoutePropagation - 경로가 경로 전파에 의해 전파되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itGatewayId
전송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PeeringConnectionId
VPC 피어링 연결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NetworkInsightsAnalysis AnalysisSecurityGroupRule
보안 그룹을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idr" : String,
"Direction" : String,
"PortRange" : PortRange (p. 2520),
"PrefixListId" : String,
"Protocol" : String,
"SecurityGroupId" : String

YAML
Cidr: String
Direction: String
PortRange:
PortRange (p. 2520)
PrefixListId: String
Protocol: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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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GroupId: String

Properties
Cidr
IPv4 주소 범위(CIDR 표기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rection
방향입니다. 다음과 같은 값이 가능합니다.
• 배출
• 진입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Range
포트 범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ortRange (p. 25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ListId
접두사 목록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
프로토콜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Id
보안 그룹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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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2::NetworkInsightsAnalysis 설명
연결할 수 없는 경로에 대한 설명 코드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달 가능성 분석기 설명 코드를 참조하
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l" : AnalysisComponent (p. 2501),
"AclRule" : AnalysisAclRule (p. 2499),
"Address" : String,
"Addresses" : [ String, ... ],
"AttachedTo" : AnalysisComponent (p. 2501),
"AvailabilityZones" : [ String, ... ],
"Cidrs" : [ String, ... ],
"ClassicLoadBalancerListener" : AnalysisLoadBalancerListener (p. 2501),
"Component" : AnalysisComponent (p. 2501),
"CustomerGateway" : AnalysisComponent (p. 2501),
"Destination" : AnalysisComponent (p. 2501),
"DestinationVpc" : AnalysisComponent (p. 2501),
"Direction" : String,
"ElasticLoadBalancerListener" : AnalysisComponent (p. 2501),
"ExplanationCode" : String,
"IngressRouteTable" : AnalysisComponent (p. 2501),
"InternetGateway" : AnalysisComponent (p. 2501),
"LoadBalancerArn" : String,
"LoadBalancerListenerPort" : Integer,
"LoadBalancerTarget" : AnalysisLoadBalancerTarget (p. 2502),
"LoadBalancerTargetGroup" : AnalysisComponent (p. 2501),
"LoadBalancerTargetGroups" : [ AnalysisComponent (p. 2501), ... ],
"LoadBalancerTargetPort" : Integer,
"MissingComponent" : String,
"NatGateway" : AnalysisComponent (p. 2501),
"NetworkInterface" : AnalysisComponent (p. 2501),
"PacketField" : String,
"Port" : Integer,
"PortRanges" : [ PortRange (p. 2520), ... ],
"PrefixList" : AnalysisComponent (p. 2501),
"Protocols" : [ String, ... ],
"RouteTable" : AnalysisComponent (p. 2501),
"RouteTableRoute" : AnalysisRouteTableRoute (p. 2505),
"SecurityGroup" : AnalysisComponent (p. 2501),
"SecurityGroupRule" : AnalysisSecurityGroupRule (p. 2507),
"SecurityGroups" : [ AnalysisComponent (p. 2501), ... ],
"SourceVpc" : AnalysisComponent (p. 2501),
"State" : String,
"Subnet" : AnalysisComponent (p. 2501),
"SubnetRouteTable" : AnalysisComponent (p. 2501),
"Vpc" : AnalysisComponent (p. 2501),
"vpcEndpoint" : AnalysisComponent (p. 2501),
"VpcPeeringConnection" : AnalysisComponent (p. 2501),
"VpnConnection" : AnalysisComponent (p. 2501),
"VpnGateway" : AnalysisComponent (p. 2501)

YAML
Acl:
AnalysisComponent (p. 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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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Rule:
AnalysisAclRule (p. 2499)
Address: String
Addresses:
- String
AttachedTo:
AnalysisComponent (p. 2501)
AvailabilityZones:
- String
Cidrs:
- String
ClassicLoadBalancerListener:
AnalysisLoadBalancerListener (p. 2501)
Component:
AnalysisComponent (p. 2501)
CustomerGateway:
AnalysisComponent (p. 2501)
Destination:
AnalysisComponent (p. 2501)
DestinationVpc:
AnalysisComponent (p. 2501)
Direction: String
ElasticLoadBalancerListener:
AnalysisComponent (p. 2501)
ExplanationCode: String
IngressRouteTable:
AnalysisComponent (p. 2501)
InternetGateway:
AnalysisComponent (p. 2501)
LoadBalancerArn: String
LoadBalancerListenerPort: Integer
LoadBalancerTarget:
AnalysisLoadBalancerTarget (p. 2502)
LoadBalancerTargetGroup:
AnalysisComponent (p. 2501)
LoadBalancerTargetGroups:
- AnalysisComponent (p. 2501)
LoadBalancerTargetPort: Integer
MissingComponent: String
NatGateway:
AnalysisComponent (p. 2501)
NetworkInterface:
AnalysisComponent (p. 2501)
PacketField: String
Port: Integer
PortRanges:
- PortRange (p. 2520)
PrefixList:
AnalysisComponent (p. 2501)
Protocols:
- String
RouteTable:
AnalysisComponent (p. 2501)
RouteTableRoute:
AnalysisRouteTableRoute (p. 2505)
SecurityGroup:
AnalysisComponent (p. 2501)
SecurityGroupRule:
AnalysisSecurityGroupRule (p. 2507)
SecurityGroups:
- AnalysisComponent (p. 2501)
SourceVpc:
AnalysisComponent (p. 2501)
State: String
Subnet:
AnalysisComponent (p. 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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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netRouteTable:
AnalysisComponent (p.
Vpc:
AnalysisComponent (p.
vpcEndpoint:
AnalysisComponent (p.
VpcPeeringConnection:
AnalysisComponent (p.
VpnConnection:
AnalysisComponent (p.
VpnGateway:
AnalysisComponent (p.

2501)
2501)
2501)
2501)
2501)
2501)

Properties
Acl
네트워크 AC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clRule
네트워크 ACL 규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AclRule (p. 24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ddress
CIDR 표기법으로 된 IPv4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5
Pattern: ^([0-9]{1,3}.){3}[0-9]{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ddresses
CIDR 표기법으로 된 IPv4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ttachedTo
구성 요소가 연결된 리소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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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vailabilityZones
가용 영역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idrs
CIDR 범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assicLoadBalancerListener
Classic Load Balancer의 리스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LoadBalancerListener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ponent
구성 요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erGateway
고객 게이트웨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
목적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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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ationVpc
대상 VPC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rection
방향입니다. 다음과 같은 값이 가능합니다.
• 배출
• 진입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lasticLoadBalancerListener
로드 밸런서 리스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planationCode
설명 코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gressRouteTable
라우팅 테이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rnetGateway
인터넷 게이트웨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adBalancerArn
로드 밸런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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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adBalancerListenerPort
로드 밸런서의 리스너 포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adBalancerTarget
대상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LoadBalancerTarget (p. 25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adBalancerTargetGroup
대상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adBalancerTargetGroups
대상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목록입니다.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adBalancerTargetPort
대상 포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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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ssingComponent
누락된 구성요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tGateway
NAT 게이트웨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Interface
EC2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cketField
패킷 필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포트.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Ranges
포트 범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ortRange (p. 252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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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ixList
접두사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s
프로토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uteTable
라우팅 테이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uteTableRoute
라우팅 테이블 경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RouteTableRoute (p. 250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
보안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Rule
보안 그룹 규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SecurityGroupRule (p. 250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s
보안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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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Vpc
소스 VPC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
상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
서브넷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RouteTable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
구성 요소 VPC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Endpoint
VPC 엔드포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PeeringConnection
VPC 피어링 연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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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nConnection
VPN 연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nGateway
VPN 게이트웨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NetworkInsightsAnalysis PathComponent
경로 구성 요소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lRule" : AnalysisAclRule (p. 2499),
"Component" : AnalysisComponent (p. 2501),
"DestinationVpc" : AnalysisComponent (p. 2501),
"InboundHeader" : AnalysisPacketHeader (p. 2504),
"OutboundHeader" : AnalysisPacketHeader (p. 2504),
"RouteTableRoute" : AnalysisRouteTableRoute (p. 2505),
"SecurityGroupRule" : AnalysisSecurityGroupRule (p. 2507),
"SequenceNumber" : Integer,
"SourceVpc" : AnalysisComponent (p. 2501),
"Subnet" : AnalysisComponent (p. 2501),
"Vpc" : AnalysisComponent (p. 2501)

YAML
AclRule:
AnalysisAclRule (p. 2499)
Component:
AnalysisComponent (p. 2501)
DestinationVpc:
AnalysisComponent (p. 2501)
InboundHeader:
AnalysisPacketHeader (p. 2504)
OutboundHeader:
AnalysisPacketHeader (p. 2504)
RouteTableRoute:
AnalysisRouteTableRoute (p.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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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GroupRule:
AnalysisSecurityGroupRule (p. 2507)
SequenceNumber: Integer
SourceVpc:
AnalysisComponent (p. 2501)
Subnet:
AnalysisComponent (p. 2501)
Vpc:
AnalysisComponent (p. 2501)

Properties
AclRule
네트워크 ACL 규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AclRule (p. 24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ponent
구성 요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Vpc
대상 VPC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boundHeader
인바운드 헤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PacketHeader (p. 250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boundHeader
아웃바운드 헤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PacketHeader (p. 250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uteTableRoute
라우팅 테이블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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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RouteTableRoute (p. 250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Rule
보안 그룹 규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SecurityGroupRule (p. 250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quenceNumber
시퀀스 번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Vpc
소스 VPC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
서브넷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
구성 요소 VPC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Component (p. 2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NetworkInsightsAnalysis PortRange
포트 범위를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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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From" : Integer,
"To" : Integer

YAML
From: Integer
To: Integer

Properties
From
범위에 있는 첫 번째 포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
범위에 있는 마지막 포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NetworkInsightsPath
연결성 분석을 위한 경로를 지정합니다.
VPC Reachability Analyzer를 사용하면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VPC)에 있는 두 리소스 간의 네트워크 연결
가능성을 분석하고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eachability Analyzer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NetworkInsightsPath",
"Properties" : {
"Destination" : String,
"DestinationIp" : String,
"DestinationPort" : Integer,
"Protocol" : String,
"Source" : String,
"SourceIp" : String,
"Tags" : [ Ta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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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EC2::NetworkInsightsPath
Properties:
Destination: String
DestinationIp: String
DestinationPort: Integer
Protocol: String
Source: String
SourceIp: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tination
경로의 대상인 AWS 리소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tinationIp
경로의 대상인 AWS 리소스의 IP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5
Pattern: ^([0-9]{1,3}.){3}[0-9]{1,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tinationPort
대상 포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tocol
프로토콜.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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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tcp | udp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
경로의 소스인 AWS 리소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Ip
경로의 소스인 AWS 리소스의 IP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5
Pattern: ^([0-9]{1,3}.){3}[0-9]{1,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경로에 추가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경로의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reatedDate
경로가 생성될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NetworkInsightsPathArn
경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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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InsightsPathId
경로의 ID입니다.

AWS::EC2::NetworkInterface
AWS CloudFormation에 대한 Amazon EC2 인스턴스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NetworkInterface",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GroupSet" : [ String, ... ],
"InterfaceType" : String,
"Ipv6AddressCount" : Integer,
"Ipv6Addresses" : [ InstanceIpv6Address (p. 2528), ... ],
"PrivateIpAddress" : String,
"PrivateIpAddresses" : [ PrivateIpAddressSpecification (p. 2529), ... ],
"SecondaryPrivateIpAddressCount" : Integer,
"SourceDestCheck" : Boolean,
"SubnetId"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EC2::NetworkInterface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GroupSet:
- String
InterfaceType: String
Ipv6AddressCount: Integer
Ipv6Addresses:
- InstanceIpv6Address (p. 2528)
PrivateIpAddress: String
PrivateIpAddresses:
- PrivateIpAddressSpecification (p. 2529)
SecondaryPrivateIpAddressCount: Integer
SourceDestCheck: Boolean
SubnetId: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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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roupSet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결된 보안 그룹 ID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rfaceType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Elastic Fabric Adapter(EFA)를 생성하려면 efa를 지정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Elastic Fabric Adapter를 참조하
십시오. 트렁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만들려면 efa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트렁킹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ranch | efa | trunk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pv6AddressCount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할당할 IPv6 주소 개수입니다. Amazon EC2는 자동으로 서브넷 범위에서 IPv6
주소를 선택합니다. 특정 IPv6 주소를 지정하려면 Ipv6Addresses 속성을 사용하고 이 속성을 지정하
지 마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pv6Addresses
서브넷의 IPv6 CIDR 블록 범위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결할 하나 이상의 특정 IPv6 주소입니다.
IPv6 주소를 여러 개 지정하는 경우 Ipv6AddressCount 속성을 사용하고 이 속성을 지정하지 마십시
오.
Required: 아니요
Type: InstanceIpv6Address (p. 252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vateIpAddres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단일 프라이빗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이 주소는 기본 프라이빗 IP 주소로 사용
됩니다. 여러 프라이빗 IP 주소를 지정하려면 PrivateIpAddresses 속성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vateIpAddresse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프라이빗 IP 주소 목록을 할당합니다. Primary 속성에서 true 속성의 값을
PrivateIpAddressSpecification로 설정하여 기본 프라이빗 IP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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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프라이빗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도록 하려면 SecondaryPrivateIpAddressCount 속성을
사용하고 이 속성은 지정하지 마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PrivateIpAddressSpecification (p. 2529)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SecondaryPrivateIpAddressCount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할당할 보조 프라이빗 IPv4 주소의 개수입니다. 보조 IPv4 주소를 여
러 개 지정하면 Amazon EC2가 서브넷의 IPv4 CIDR 범위에서 이러한 IP 주소를 선택합니다.
privateIpAddresses를 사용하여 이 옵션을 지정할 수 없으며 프라이빗 IP 주소를 한 개 이상 지정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할당할 수 있는 IP 주소 개수는 인스턴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사용 설명서의 인스턴스 유형당 ENI별 IP 주소 개수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DestCheck
소스/대상 확인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이를 통해 인스턴스가 수신되는 트래픽의 소스 또는 대
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값이 true인 경우 소스/대상 확인이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활성화
됩니다. 기본 값은 true입니다. 인스턴스에서 네트워크 주소 변환, 라우팅 또는 방화벽과 같은 서비스를
실행하는 경우 소스/대상 확인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결할 서브넷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임의 태그 세트(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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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PrimaryPrivateIpAddres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기본 프라이빗 IP 주소를 반환합니다. 예: 10.0.0.192.
SecondaryPrivateIpAddresse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보조 프라이빗 IP 주소를 반환합니다. 예: ["10.0.0.161", "10.0.0.162",
"10.0.0.163"].

예제
기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 예제에서는 독립 실행형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ENI)를 생성합니다. 시작 시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
스를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이 페이지의 다음 예제를 참조하세요.

JSON
"myENI" : {
"Type" : "AWS::EC2::NetworkInterface",
"Properties" : {
"Tags": [{"Key":"stack","Value":"production"}],
"Description": "A nice description.",
"SourceDestCheck": "false",
"GroupSet": ["sg-75zzz219"],
"SubnetId": "subnet-3z648z53",
"PrivateIpAddress": "10.0.0.16"
}
}

YAML
myENI:
Type: AWS::EC2::NetworkInterface
Properties:
Tags:
- Key: stack
Value: production
Description: A nice description.
SourceDestCheck: 'false'
GroupSet:
- sg-75zzz219
SubnetId: subnet-3z648z53
PrivateIpAddress: 10.0.0.16

시작 시 EC2 인스턴스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연결
이 예제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EC2 인스턴스에 연결합니다. NetworkInterface 속성을 사용하
여 둘 이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프라이
빗 IP 주소만 있는 경우(연결된 퍼블릭 IP 주소가 없는 경우) 여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지정할 수 있
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퍼블릭 IP 주소가 있는 경우 인스턴스를 시작할 시기를 지정한 다음
AWS::EC2::NetworkInterfaceAttachment를 사용하여 추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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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Ec2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ImageId" : { "Fn::FindInMap" : [ "RegionMap", { "Ref" : "AWS::Region" }, "AMI" ]},
"KeyName" : { "Ref" : "KeyName" },
"SecurityGroupIds" : [{ "Ref" : "WebSecurityGroup" }],
"SubnetId" : { "Ref" : "SubnetId" },
"NetworkInterfaces" : [ {
"NetworkInterfaceId" : {"Ref" : "myENI"}, "DeviceIndex" : "1" } ],
"Tags" : [ {"Key" : "Role", "Value" : "Test Instance"}],
"UserData" : { "Fn::Base64" : { "Ref" : "WebServerPort" }}
}
}

YAML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Fn::FindInMap:
- RegionMap
- Ref: AWS::Region
- AMI
KeyName:
Ref: KeyName
SecurityGroupIds:
- Ref: WebSecurityGroup
SubnetId:
Ref: SubnetId
NetworkInterfaces:
- NetworkInterfaceId:
Ref: myENI
DeviceIndex: '0'
Tags:
- Key: Role
Value: Test Instance
UserData:
Fn::Base64:
Ref: WebServerPort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NetworkInterface

AWS::EC2::NetworkInterface InstanceIpv6Addres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결할 IPv6 주소 목록을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Ipv6Addres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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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Ipv6Address: String

Properties
Ipv6Addres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결할 IPv6 주소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NetworkInterface PrivateIpAddressSpecification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조 프라이빗 IPv4 주소를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imary" : Boolean,
"PrivateIpAddress" : String

YAML
Primary: Boolean
PrivateIpAddress: String

Properties
Primary
프라이빗 IP 주소를 기본 프라이빗 주소로 설정합니다. 기본 프라이빗 IP 주소는 하나만 설정할 수 있습
니다. 기본 프라이빗 IP 주소를 지정하지 않으면 Amazon EC2에서 기본 프라이빗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
당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vateIpAddres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프라이빗 IP 주소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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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NetworkInterfaceAttachment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ENI)를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합니다. 이 리소스 유형을 사용하여 중단
없이 추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NetworkInterfaceAttachment",
"Properties" : {
"DeleteOnTermination" : Boolean,
"DeviceIndex" : String,
"InstanceId" : String,
"NetworkInterfaceId" : String
}

YAML
Type: AWS::EC2::NetworkInterfaceAttachment
Properties:
DeleteOnTermination: Boolean
DeviceIndex: String
InstanceId: String
NetworkInterfaceId: String

Properties
DeleteOnTermination
인스턴스가 종료될 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삭제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이 값은
true로 설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iceIndex
연결 순서에 따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연결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DeviceIndex는 0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Id
ENI를 연결할 인스턴스의 ID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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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InterfaceId
연결할 ENI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연결
다음 예에서는 MyInstance에 MyNetworkInterface를 연결합니다.

JSON
"NetworkInterfaceAttachment" : {
"Type" : "AWS::EC2::NetworkInterfaceAttachment",
"Properties" : {
"InstanceId" : {"Ref" : "MyInstance"},
"NetworkInterfaceId" : {"Ref" : "MyNetworkInterface"},
"DeviceIndex" : "1"
}
}

YAML
NetworkInterfaceAttachment:
Type: AWS::EC2::NetworkInterfaceAttachment
Properties:
InstanceId:
Ref: MyInstance
NetworkInterfaceId:
Ref: MyNetworkInterface
DeviceIndex: 1

AWS::EC2::NetworkInterfacePermission
Amazon EC2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권한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AWS 공인 파트너 계정 권한을 부
여하여 지정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해당 계정의 인터페이스에 연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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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EC2::NetworkInterfacePermission",
"Properties" : {
"AwsAccountId" : String,
"NetworkInterfaceId" : String,
"Permission" : String
}

YAML
Type: AWS::EC2::NetworkInterfacePermission
Properties:
AwsAccountId: String
NetworkInterfaceId: String
Permission: String

Properties
AwsAccountId
AWS 계정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etworkInterfaceId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ermission
부여할 권한 유형으로 INSTANCE-ATTACH 또는 EIP-ASSOCIATE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IP-ASSOCIATE | INSTANCE-ATTACH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입니다. 예: eniperm-055663b682ea24b48.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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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INSTANCE-ATTACH 권한 부여
다음 예에서는 지정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AWS 계정에 대한 권한(INSTANCE-ATTACH)을 생성합니다.

JSON
"MyNetworkInterfacePermission": {
"Type": "AWS::EC2::NetworkInterfacePermission",
"Properties": {
"NetworkInterfaceId": "eni-030e3xxx",
"AwsAccountId": "11111111111",
"Permission": "INSTANCE-ATTACH"
}
}

YAML
MyNetworkInterfacePermission:
Type: AWS::EC2::NetworkInterfacePermission
Properties:
NetworkInterfaceId: eni-030e3xxx
AwsAccountId: '11111111111'
Permission: INSTANCE-ATTACH

AWS::EC2::PlacementGroup
인스턴스를 시작할 배치 그룹을 지정합니다. 배치 그룹의 전략은 인스턴스가 그룹 내에서 어떻게 조직화되는
지를 지정합니다.
cluster 배치 그룹은 지연 시간이 낮고 네트워크 처리량이 높은 단일 가용 영역 내 인스턴스의 논리적 그룹
입니다. spread 배치 그룹은 별개의 하드웨어에 인스턴스를 배치합니다. partition 배치 그룹은 인스턴스
그룹을 여러 파티션에 배치하며, 한 파티션의 인스턴스는 다른 파티션의 인스턴스와 동일한 하드웨어를 공유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배치 그룹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PlacementGroup",
"Properties" : {
"Strategy" : String
}

YAML
Type: AWS::EC2::PlacementGroup
Properties:
Strategy: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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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Strategy
배치 전략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luster | partition | sprea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배치 그룹의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배치 그룹 생성
다음 예에서는 클러스터 배치 전략을 사용하여 배치 그룹을 선언합니다.

JSON
"PlacementGroup" : {
"Type" : "AWS::EC2::PlacementGroup",
"Properties" : {
"Strategy" : "cluster"
}
}

YAML
PlacementGroup:
Type: AWS::EC2::PlacementGroup
Properties:
Strategy: cluster

AWS::EC2::PrefixList
관리되는 접두사 목록을 지정합니다. 접두사 목록에 하나 이상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CIDR 블록과 선택적 설명으로 구성됩니다.
접두사 목록의 최대 항목 수를 지정해야 합니다. 최대 항목 수는 나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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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EC2::PrefixList",
"Properties" : {
"AddressFamily" : String,
"Entries" : [ Entry (p. 2537), ... ],
"MaxEntries" : Integer,
"PrefixList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EC2::PrefixList
Properties:
AddressFamily: String
Entries:
- Entry (p. 2537)
MaxEntries: Integer
PrefixList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ddressFamily
IP 주소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 IPv4 | IPv6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tries
접두사 목록에 대한 하나 이상의 항목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항목 (p. 2537)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Entries
접두사 목록의 최대 항목 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PrefixListName
접두사 목록의 이름입니다.
제약: 길이는 최대 255자입니다. com.amazonaws로 시작하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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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접두사 목록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접두사 목록의 ID.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접두사 목록의 ARN입니다. 예: arn:aws:ec2:us-east-1:123456789012:prefix-list/
pl-0123123123123abcd.
OwnerId
접두사 목록 소유자의 ID입니다. 예: 123456789012.
PrefixListId
접두사 목록의 ID입니다. 예: pl-0123123123123abcd.
Version
접두사 목록의 버전입니다. 예: 1.

예제
접두사 목록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최대 10개의 항목이 포함된 IPv4 접두사 목록을 생성하고 접두사 목록에 두 개의 항목을 생
성합니다.

JSON
{

"Resources": {
"NewPrefixList": {
"Type": "AWS::EC2::Prefix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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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perties": {
"PrefixListName": "vpc-1-servers",
"AddressFamily": "IPv4",
"MaxEntries": 10,
"Entries": [
{
"Cidr": "10.0.0.5/32",
"Description": "Server 1"
},
{
"Cidr": "10.0.0.10/32",
"Description": "Server 2"
}
],
"Tags": [
{
"Key": "Name",
"Value": "VPC-1-Servers"
}
]
}

YAML
Resources:
NewPrefixList:
Type: AWS::EC2::PrefixList
Properties:
PrefixListName: "vpc-1-servers"
AddressFamily: "IPv4"
MaxEntries: 10
Entries:
- Cidr: "10.0.0.5/32"
Description: "Server 1"
- Cidr: "10.0.0.10/32"
Description: "Server 2"
Tags:
- Key: "Name"
Value: "VPC-1-Servers"

AWS::EC2::PrefixList 항목
접두사 목록에 대한 항목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idr" : String,
"Description" : String

YAML
Cidr: String

API 버전 2010-05-15
253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2
Description: String

Properties
Cidr
CIDR 블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약: 길이는 최대 255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Route
VPC 내부 라우팅 테이블에 라우팅을 지정합니다.
DestinationCidrBlock 또는 DestinationIpv6CidrBlock과 대상 리소스 중 하나의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전송 게이트를 생성한 동일한 템플릿의 전송 게이트웨이를 참조하는 라우팅을 생성하는 경우 전송 게이트웨
이 연결에 대한 종속성을 선언해야 합니다. 라우팅 테이블은 VPC에 성공적으로 연결될 때까지 전송 게이트
웨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AWS::EC2::TransitGatewayAttachment 리소스에 대한 종속성을 명시적
으로 선언하려면 AWS::EC2::Route 리소스에 DependsOn 속성을 추가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C2::Route",
"Properties" : {
"CarrierGatewayId" : String,
"DestinationCidrBlock" : String,
"DestinationIpv6CidrBlock" : String,
"EgressOnlyInternetGatewayId" : String,
"GatewayId" : String,
"InstanceId" : String,
"LocalGatewayId" : String,
"NatGatewayId" : String,
"NetworkInterfaceId" : String,
"RouteTableId" : String,
"TransitGatewayId" : String,
"VpcEndpointId" : String,
"VpcPeeringConnection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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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Type: AWS::EC2::Route
Properties:
CarrierGatewayId: String
DestinationCidrBlock: String
DestinationIpv6CidrBlock: String
EgressOnlyInternetGatewayId: String
GatewayId: String
InstanceId: String
LocalGatewayId: String
NatGatewayId: String
NetworkInterfaceId: String
RouteTableId: String
TransitGatewayId: String
VpcEndpointId: String
VpcPeeringConnectionId: String

Properties
CarrierGatewayId
통신 사업자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CidrBlock
대상 일치에 사용되는 IPv4 CIDR 블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tinationIpv6CidrBlock
대상 일치에 사용되는 IPv6 CIDR 블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gressOnlyInternetGatewayId
송신 전용 인터넷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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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wayId
VPC에 연결된 인터넷 게이트웨이 또는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Id
VPC에 있는 NAT 인스턴스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calGatewayId
로컬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tGatewayId
NAT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InterfaceId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uteTableId
라우팅 테이블의 ID입니다. 라우팅 테이블은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가 연결된 것과 동일한 VPC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ransitGatewayId
전송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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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EndpointId
VPC 엔드포인트의 ID입니다. Gateway Load Balancer 엔드포인트에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PeeringConnectionId
VPC 피어링 연결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라우팅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게이트웨이에 대한 라우팅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추가되는 라우팅을 추가합니다.

JSON
"myRoute" : {
"Type" : "AWS::EC2::Route",
"DependsOn" : "GatewayToInternet",
"Properties" : {
"RouteTableId" : { "Ref" : "myRouteTable" },
"DestinationCidrBlock" : "0.0.0.0/0",
"GatewayId" : { "Ref" : "myInternetGateway" }
}
}

YAML
myRoute:
Type: AWS::EC2::Route
DependsOn: GatewayToInternet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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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TableId:
Ref: myRouteTable
DestinationCidrBlock: 0.0.0.0/0
GatewayId:
Ref: myInternetGateway

통신 사업자 게이트웨이에 대한 라우팅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통신 사업자 게이트웨이에 대한 라우팅을 생성합니다.

JSON
"myCarrierRoute" : {
"Type" : "AWS::EC2::Route",
"DependsOn" : "GatewayToInternetAndCarrierNetwork",
"Properties" : {
"RouteTableId" : { "Ref" : "myRouteTable" },
"DestinationCidrBlock" : "0.0.0.0/0",
"GatewayId" : { "Ref" : "myCarrierGateway" }
}
}

YAML
myCarrierRoute:
Type: AWS::EC2::Route
DependsOn: GatewayToInternetAndCarrierNetwork
Properties:
RouteTableId:
Ref: myRouteTable
DestinationCidrBlock: 0.0.0.0/0
GatewayId:
Ref: myCarrierGateway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Route
•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라우팅 테이블

AWS::EC2::RouteTable
지정된 VPC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을 지정합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한 후에는 경로를 추가하고 이 라우
팅 테이블을 서브넷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사용 설명서의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C2::RouteTable",
"Properties" : {
"Tags" : [ Ta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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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pcId" : String

YAML
Type: AWS::EC2::RouteTable
Properties:
Tags:
- Tag
VpcId: String

Properties
Tags
라우팅 테이블에 할당되는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Id
VPC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라우팅 테이블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라우팅 테이블
다음 예에서는 동일한 템플릿의 다른 곳에서 선언된 myVPC라는 VPC의 VPC ID를 사용합니다.

JSON
"myRouteTable" : {
"Type" : "AWS::EC2::RouteTable",
"Properties" : {
"VpcId" : { "Ref" : "myVPC" },
"Tags" : [ { "Key" : "stack", "Value" : "productio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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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myRouteTable:
Type: AWS::EC2::RouteTable
Properties:
VpcId:
Ref: myVPC
Tags:
- Key: stack
Value: production

참고 항목
• AWS::EC2::Route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RouteTable
•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라우팅 테이블
•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리소스에 태그 지정

AWS::EC2::SecurityGroup
보안 그룹을 지정합니다. 보안 그룹을 생성하려면 VpcId 속성을 사용하여 보안 그룹이 생성될 VPC를 지정합
니다.
이 유형은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스택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
트를 참조하세요.

Important
해당 보안 그룹의 수신 및 발신 규칙에서 두 개의 보안 그룹을 교차 참조하려면
AWS::EC2::SecurityGroupEgress 및 AWS::EC2::SecurityGroupIngress 리소스를 사용하여 규칙을
정의합니다. AWS::EC2::SecurityGroup에 포함된 수신 및 송신 규칙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렇게 하면 AWS CloudFormation에서 허용되지 않는 순환 종속성이 생성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 String,
"GroupName" : String,
"SecurityGroupEgress" : [ Egress (p. 2548), ... ],
"SecurityGroupIngress" : [ Ingress (p. 2550), ... ],
"Tags" : [ Tag, ... ],
"VpcId" : String
}

YAML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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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Name: String
SecurityGroupEgress:
- Egress (p. 2548)
SecurityGroupIngress:
- Ingress (p. 2550)
Tags:
- Tag
VpcId: String

Properties
GroupDescription
보안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참조용일 뿐입니다.
제약: 길이는 최대 255자입니다.
EC2-Classic 제약: ASCII 문자
EC2-VPC 제약: a-z, A-Z, 0-9, 공백 및 ._-:/()#,@[]+=&;{}!$*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roupName
보안 그룹의 이름입니다.
제약: 길이는 최대 255자입니다. sg-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EC2-Classic 제약: ASCII 문자
EC2-VPC 제약: a-z, A-Z, 0-9, 공백 및 ._-:/()#,@[]+=&;{}!$*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urityGroupEgress
[VPC 전용] 보안 그룹과 연결된 아웃바운드 규칙입니다. 보안 그룹에 연결할 수 없는 짧은 중단 기간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gress (p. 254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Ingress
보안 그룹과 연결된 인바운드 규칙입니다. 보안 그룹에 연결할 수 없는 짧은 중단 기간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gress (p. 255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254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2

Tags
보안 그룹에 지정된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Id
[VPC 전용] 보안 그룹에 대한 VPC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ID입니다. VPC(EC2-Classic
또는 기본 VPC)를 지정하지 않고 보안 그룹을 생성한 경우 Ref가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GroupId
지정된 보안 그룹의 그룹 ID입니다(예: sg-94b3a1f6).
VpcId
VPC의 물리적 ID입니다. { "Ref" : "myVPC" }와 같은 AWS::EC2::VPC에 대한 참조를 사용하여 물
리적 ID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제
기본 수신 및 발신 규칙 정의
다음 예제에서는 수신 및 발신 규칙이 있는 보안 그룹을 지정합니다.

JSON
"InstanceSecurityGroup" : {
"Type" :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 "Allow http to client host",
"VpcId" : {"Ref" : "myVPC"},
"SecurityGroupIngre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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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rotocol" : "tcp",
"FromPort" : 80,
"ToPort" : 80,
"CidrIp" : "0.0.0.0/0"

}

}

}],
"SecurityGroupEgress" : [{
"IpProtocol" : "tcp",
"FromPort" : 80,
"ToPort" : 80,
"CidrIp" : "0.0.0.0/0"
}]

YAML
Instance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Allow http to client host
VpcId:
Ref: myVPC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SecurityGroupE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기본 규칙 제거
VPC 보안 그룹을 지정하면 Amazon EC2는 모든 포트와 IP 프로토콜에서 모든 위치에 대한 발신 트래픽을
허용하는 기본 발신 규칙을 생성합니다. 기본 규칙은 하나 이상의 발신 규칙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제거됩니
다. 기본 규칙을 제거하고 발신 규칙을 localhost(127.0.0.1/32)로 제한하려는 경우 다음 예제를 사용합니다.

JSON
"sgwithoutegress":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Limits security group egress traffic",
"SecurityGroupEgress": [
{
"CidrIp": "127.0.0.1/32",
"IpProtocol": "-1"
}
],
"VpcId": { "Ref": "myVPC"}
}
}

YAML
sgwithoutegress: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Limits security group egress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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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GroupEgress:
- CidrIp: 127.0.0.1/32
IpProtocol: "-1"
VpcId:
Ref: myVPC

참고 항목
•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VPC의 보안 그룹을 참조하십시오.
•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보안 그룹
• Windows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보안 그룹

AWS::EC2::SecurityGroup Egress
보안 그룹에 아웃바운드 규칙을 지정합니다. 아웃바운드 규칙은 인스턴스에서 지정된 IPv4 또는 IPv6 주소
범위 또는 지정된 대상 보안 그룹에 연결된 인스턴스로 트래픽을 보내는 것을 허용합니다.
CidrIp, CidrIpv6, DestinationPrefixListId 또는 DestinationSecurityGroupId 속성 중 하나
만 지정해야 합니다.
EC2 보안 그룹 규칙은 AWS::EC2::SecurityGroup 유형의 포함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idrIp" : String,
"CidrIpv6" : String,
"Description" : String,
"DestinationPrefixListId" : String,
"DestinationSecurityGroupId" : String,
"FromPort" : Integer,
"IpProtocol" : String,
"ToPort" : Integer

YAML
CidrIp: String
CidrIpv6: String
Description: String
DestinationPrefixListId: String
DestinationSecurityGroupId: String
FromPort: Integer
IpProtocol: String
ToPort: Integer

Properties
CidrIp
IPv4 주소 범위(CIDR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API 버전 2010-05-15
254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2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idrIpv6
IPv6 주소 범위(CIDR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보안 그룹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약: 길이는 최대 255자입니다. 허용되는 문자는 a-z, A-Z, 0-9, 공백 및 ._-:/()#,@[]+=;{}!$*.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PrefixListId
[EC2-VPC에만 해당] 대상 AWS 서비스의 접두사 목록 ID입니다. 보안 그룹에 연결된 인스턴스의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 액세스하려는 AWS 서비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SecurityGroupId
대상 VPC 보안 그룹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omPort
TCP 및 UDP 프로토콜에 대한 포트 범위 시작 또는 ICMP/ICMPv6 형식 숫자입니다. -1의 값은 모든
ICMP/ICMPv6 형식을 나타냅니다. 모든 ICMP/ICMPv6 형식을 지정하는 경우 모든 코드를 지정해야 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pProtocol
IP 프로토콜 이름(tcp, udp, icmp, icmpv6) 또는 번호(프로토콜 번호 참조)입니다.
[VPC 전용] -1을 사용하여 모든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 보안 그룹 규칙의 승인 시 -1을 지정하거나
tcp, udp, icmp 또는 icmpv6 이외의 프로토콜 번호를 지정하면 지정하는 포트 범위와 관계없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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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의 트래픽이 허용됩니다. tcp, udp, icmp의 경우 포트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icmpv6의 경우 포
트 범위는 선택 사항입니다. 포트 범위를 누락하는 경우 모든 형식 및 코드에 대한 트래픽이 허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ort
TCP 및 UDP 프로토콜에 대한 포트 범위의 끝 또는 ICMP/ICMPv6 코드입니다. -1의 값은 모든 ICMP/
ICMPv6 코드를 나타냅니다. 모든 ICMP/ICMPv6 형식을 지정하는 경우 모든 코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SecurityGroup Ingress
보안 그룹에 인바운드 규칙을 지정합니다. 인바운드 규칙은 인스턴스가 지정된 IPv4 또는 IPv6 CIDR 주소 범
위 또는 지정된 보안 그룹과 연결된 인스턴스에서 트래픽을 수신하도록 허용합니다.
CidrIp, CidrIpv6, SourcePrefixListId, SourceSecurityGroupId 또는
SourceSecurityGroupName 속성 중 하나만 지정해야 합니다.
EC2 보안 그룹 규칙은 AWS::EC2::SecurityGroup 유형의 포함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idrIp" : String,
"CidrIpv6" : String,
"Description" : String,
"FromPort" : Integer,
"IpProtocol" : String,
"SourcePrefixListId" : String,
"SourceSecurityGroupId" : String,
"SourceSecurityGroupName" : String,
"SourceSecurityGroupOwnerId" : String,
"ToPort" : Integer

YAML
CidrIp: String
CidrIpv6: String
Description: String
FromPort: Integer
IpProtocol: String
SourcePrefixListId: String
SourceSecurityGroupId: String
SourceSecurityGroupName: String
SourceSecurityGroupOwnerI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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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ort: Integer

Properties
CidrIp
IPv4 주소 범위(CIDR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idrIpv6
IPv6 주소 범위(CIDR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보안 그룹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약: 길이는 최대 255자입니다. 허용되는 문자는 a-z, A-Z, 0-9, 공백 및 ._-:/()#,@[]+=;{}!$*.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omPort
TCP 및 UDP 프로토콜에 대한 포트 범위 시작 또는 ICMP/ICMPv6 형식 숫자입니다. -1의 값은 모든
ICMP/ICMPv6 형식을 나타냅니다. 모든 ICMP/ICMPv6 형식을 지정하는 경우 모든 코드를 지정해야 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pProtocol
IP 프로토콜 이름(tcp, udp, icmp, icmpv6) 또는 번호(프로토콜 번호 참조)입니다.
[VPC 전용] -1을 사용하여 모든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 보안 그룹 규칙의 승인 시 -1을 지정하거나
tcp, udp, icmp 또는 icmpv6 이외의 프로토콜 번호를 지정하면 지정하는 포트 범위와 관계없이 모든
포트의 트래픽이 허용됩니다. tcp, udp, icmp의 경우 포트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icmpv6의 경우 포
트 범위는 선택 사항입니다. 포트 범위를 누락하는 경우 모든 형식 및 코드에 대한 트래픽이 허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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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PrefixListId
[EC2-VPC만 해당] 접두사 목록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SecurityGroupId
보안 그룹의 ID. 요청에서 보안 그룹 ID 또는 보안 그룹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비 기본값 VPC에서 보
안 그룹의 경우 보안 그룹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SecurityGroupName
[EC2-Classic, 기본 VPC] 소스 보안 그룹의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IP 주소 범위와 함께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 ICMP, UDP 및 TCP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규칙을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SecurityGroupOwnerId
[기본이 아닌 VPC] 소스 보안 그룹이 다른 계정에 있는 경우 소스 보안 그룹의 AWS 계정 ID입니다. 이
속성은 IP 주소 범위와 함께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 ICMP, UDP 및 TCP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규칙
을 생성합니다.
SourceSecurityGroupName또는 SourceSecurityGroupId을 지정하는데 이 보안 그룹의 소유자
가 스택을 만든 계정과 다른 계정인 경우 SourceSecurityGroupOwnerId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속성은 선택 사항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ort
TCP 및 UDP 프로토콜에 대한 포트 범위의 끝 또는 ICMP/ICMPv6 코드입니다. -1의 값은 모든 ICMP/
ICMPv6 코드를 나타냅니다. 모든 ICMP/ICMPv6 형식을 지정하는 경우 모든 코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SecurityGroupEgress
[EC2-VPC 전용] VPC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보안 그룹에 지정된 송신 규칙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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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바운드 규칙은 지정된 대상 IPv4 또는 IPv6 CIDR 주소 범위에 또는 동일한 VPC에 대해 지정된 대상 보
안 그룹에 인스턴스가 트래픽을 전송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각 규칙에 대해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예: TCP). TCP 및 UDP 프로토콜의 경우 대상 포트 또는 포트 범위도
지정해야 합니다. ICMP 프로토콜의 경우 ICMP 형식 및 코드도 지정해야 합니다. 형식이나 코드에 대해 -1을
사용하여 모든 형식 또는 모든 코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상 보안 그룹(DestinationPrefixListId 또는 DestinationSecurityGroupId) 또는 CIDR 범위
(CidrIp 또는 CidrIpv6)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 중 하나를 지정하지 않으면 스택이 성공적
으로 시작되지만 규칙은 보안 그룹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신속하게 영향을 받는 인스턴스로 규칙 변경 사항이 전파됩니다. 그러나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VPC 보안 그룹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보안 그룹이 수신 및 송신 규칙에서 서로 참조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AWS::EC2::SecurityGroupIngress 및 AWS::EC2::SecurityGroupEgress를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안 그룹의 포함된 수신 및 송신 규칙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보안 그룹을 참조
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SecurityGroupEgress",
"Properties" : {
"CidrIp" : String,
"CidrIpv6" : String,
"Description" : String,
"DestinationPrefixListId" : String,
"DestinationSecurityGroupId" : String,
"FromPort" : Integer,
"GroupId" : String,
"IpProtocol" : String,
"ToPort" : Integer
}

YAML
Type: AWS::EC2::SecurityGroupEgress
Properties:
CidrIp: String
CidrIpv6: String
Description: String
DestinationPrefixListId: String
DestinationSecurityGroupId: String
FromPort: Integer
GroupId: String
IpProtocol: String
ToPort: Integer

Properties
CidrIp
IPv4 주소 범위(CIDR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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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보안 그룹(DestinationPrefixListId 또는 DestinationSecurityGroupId) 또는 CIDR 범
위(CidrIp 또는 CidrIpv6)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idrIpv6
IPv6 주소 범위(CIDR 형식)입니다.
대상 보안 그룹(DestinationPrefixListId 또는 DestinationSecurityGroupId) 또는 CIDR 범
위(CidrIp 또는 CidrIpv6)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송신(아웃바운드) 보안 그룹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PrefixListId
[EC2-VPC만 해당] AWS 서비스의 접두사 목록 ID입니다. 보안 그룹에 연결된 인스턴스의 VPC 엔드포
인트를 통해 액세스하려는 AWS 서비스입니다.
대상 보안 그룹(DestinationPrefixListId 또는 DestinationSecurityGroupId) 또는 CIDR 범
위(CidrIp 또는 CidrIpv6)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tinationSecurityGroupId
보안 그룹의 ID.
대상 보안 그룹(DestinationPrefixListId 또는 DestinationSecurityGroupId) 또는 CIDR 범
위(CidrIp 또는 CidrIpv6)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romPort
TCP 및 UDP 프로토콜에 대한 포트 범위 시작 또는 ICMP/ICMPv6 형식 숫자입니다. -1의 값은 모든
ICMP/ICMPv6 형식을 나타냅니다. 모든 ICMP/ICMPv6 형식을 지정하는 경우 모든 코드를 지정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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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roupId
보안 그룹의 ID. 요청에서 보안 그룹 ID 또는 보안 그룹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비 기본값 VPC에서 보
안 그룹의 경우 보안 그룹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pProtocol
IP 프로토콜 이름(tcp, udp, icmp, icmpv6) 또는 번호(프로토콜 번호 참조)입니다.
[VPC 전용] -1을 사용하여 모든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 보안 그룹 규칙의 승인 시 -1을 지정하거나
tcp, udp, icmp 또는 icmpv6 이외의 프로토콜 번호를 지정하면 지정하는 포트 범위와 관계없이 모든
포트의 트래픽이 허용됩니다. tcp, udp, icmp의 경우 포트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icmpv6의 경우 포
트 범위는 선택 사항입니다. 포트 범위를 누락하는 경우 모든 형식 및 코드에 대한 트래픽이 허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oPort
TCP 및 UDP 프로토콜에 대한 포트 범위의 끝 또는 ICMP/ICMPv6 코드입니다. -1의 값은 모든 ICMP/
ICMPv6 코드를 나타냅니다. 모든 ICMP/ICMPv6 형식을 지정하는 경우 모든 코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보안 송신 규칙의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VPC 보안 그룹
대상(타겟) 보안 그룹에 대한 트래픽을 허용하는 아웃바운드 규칙을 원본(소스) 보안 그룹에 추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겟 보안 그룹에는 소스 보안 그룹에서 나가는 트래픽을 허용하는 인바운드 규칙도 필요
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여 각 보안 그룹에 대한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규칙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
면 순환 종속성이 생성됩니다. 두 리소스가 서로 종속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다음 템플릿 예와 같이 수신
및 송신 리소스를 사용하여 이러한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규칙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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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SourceSG":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VpcId" : "vpc-1a2b3c4d",
"GroupDescription": "Sample source security group"
}
},
"TargetSG":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VpcId" : "vpc-1a2b3c4d",
"GroupDescription": "Sample target security group"
}
},
"OutboundRule": {
"Type": "AWS::EC2::SecurityGroupEgress",
"Properties":{
"IpProtocol": "tcp",
"FromPort": 0,
"ToPort": 65535,
"DestinationSecurityGroupId": {
"Fn::GetAtt": [
"TargetSG",
"GroupId"
]
},
"GroupId": {
"Fn::GetAtt": [
"SourceSG",
"GroupId"
]
}
}
},
"InboundRule": {
"Type": "AWS::EC2::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IpProtocol": "tcp",
"FromPort": 0,
"ToPort": 65535,
"SourceSecurityGroupId": {
"Fn::GetAtt": [
"SourceSG",
"GroupId"
]
},
"GroupId": {
"Fn::GetAtt": [
"TargetSG",
"GroupId"
]
}
}
}

YAML
SourceSG: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VpcId: vpc-1a2b3c4d
GroupDescription: Sample source securit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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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SG: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VpcId: vpc-1a2b3c4d
GroupDescription: Sample target security group
OutboundRule:
Type: AWS::EC2::SecurityGroupEgress
Properties:
IpProtocol: tcp
FromPort: 0
ToPort: 65535
DestinationSecurityGroupId:
Fn::GetAtt:
- TargetSG
- GroupId
GroupId:
Fn::GetAtt:
- SourceSG
- GroupId
InboundRule:
Type: AWS::EC2::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IpProtocol: tcp
FromPort: 0
ToPort: 65535
SourceSecurityGroupId:
Fn::GetAtt:
- SourceSG
- GroupId
GroupId:
Fn::GetAtt:
- TargetSG
- GroupId

AWS::EC2::SecurityGroupIngress
보안 그룹에 인바운드 규칙을 추가합니다.
인바운드 규칙은 인스턴스가 지정된 IPv4 또는 IPv6 CIDR 주소 범위 또는 지정된 보안 그룹과 연결된 인스턴
스에서 트래픽을 수신하도록 허용합니다.
각 규칙에 대해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예: TCP). TCP 및 UDP의 경우 포트 또는 포트 범위도 지정해야 합니
다. ICMP/ICMPv6의 경우 ICMP/ICMPv6 유형 및 코드도 지정해야 합니다. -1을 사용하여 모든 유형 또는 모
든 코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원본 보안 그룹(SourcePrefixListId, SourceSecurityGroupId 또는 SourceSecurityGroupName)
또는 CIDR 범위(CidrIp 또는 CidrIpv6)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 중 하나를 지정하지 않으면
스택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지만 규칙은 보안 그룹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신속하게 보안 그룹 내 인스턴스로 규칙 변경 사항이 전파됩니다. 그러나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C2::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 {
"CidrIp"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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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drIpv6" : String,
"Description" : String,
"FromPort" : Integer,
"GroupId" : String,
"GroupName" : String,
"IpProtocol" : String,
"SourcePrefixListId" : String,
"SourceSecurityGroupId" : String,
"SourceSecurityGroupName" : String,
"SourceSecurityGroupOwnerId" : String,
"ToPort" : Integer

YAML
Type: AWS::EC2::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CidrIp: String
CidrIpv6: String
Description: String
FromPort: Integer
GroupId: String
GroupName: String
IpProtocol: String
SourcePrefixListId: String
SourceSecurityGroupId: String
SourceSecurityGroupName: String
SourceSecurityGroupOwnerId: String
ToPort: Integer

Properties
CidrIp
IPv4 주소 범위(CIDR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idrIpv6
IPv6 주소 범위(CIDR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수신(인바운드) 보안 그룹 규칙의 설명을 업데이트합니다. 기존 설명을 대체하거나, 이전에 설명이 없었
던 규칙에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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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Port
TCP 및 UDP 프로토콜에 대한 포트 범위 시작 또는 ICMP/ICMPv6 형식 숫자입니다. -1의 값은 모든
ICMP/ICMPv6 형식을 나타냅니다. 모든 ICMP/ICMPv6 형식을 지정하는 경우 모든 코드를 지정해야 합
니다.
ICMP 및 포트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토콜의 경우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roupId
보안 그룹의 ID. 요청에서 보안 그룹 ID 또는 보안 그룹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비 기본값 VPC에서 보
안 그룹의 경우 보안 그룹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GroupName 속성 또는 GroupId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VPC 내에 있는 보안 그룹의 경우 GroupId
속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roupName
보안 그룹의 이름입니다.
제약: 길이는 최대 255자입니다. sg-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EC2-Classic 제약: ASCII 문자
EC2-VPC 제약: a-z, A-Z, 0-9, 공백 및 ._-:/()#,@[]+=&;{}!$*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pProtocol
IP 프로토콜 이름(tcp, udp, icmp, icmpv6) 또는 번호(프로토콜 번호 참조)입니다.
[VPC 전용] -1을 사용하여 모든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 보안 그룹 규칙의 승인 시 -1을 지정하거나
tcp, udp, icmp 또는 icmpv6 이외의 프로토콜 번호를 지정하면 지정하는 포트 범위와 관계없이 모든
포트의 트래픽이 허용됩니다. tcp, udp, icmp의 경우 포트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icmpv6의 경우 포
트 범위는 선택 사항입니다. 포트 범위를 누락하는 경우 모든 형식 및 코드에 대한 트래픽이 허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PrefixListId
[EC2-VPC만 해당] 접두사 목록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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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SecurityGroupId
보안 그룹의 ID. 보안 그룹 ID 또는 보안 그룹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비 기본값 VPC에서 보안 그룹의
경우 보안 그룹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SecurityGroupName
[EC2-Classic, 기본 VPC] 소스 보안 그룹의 이름입니다.
GroupName 속성 또는 GroupId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VPC 내에 있는 보안 그룹의 경우 GroupId
속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SecurityGroupOwnerId
[기본이 아닌 VPC] 소스 보안 그룹을 소유하는 AWS 계정 ID입니다. 이 속성은 IP 주소 범위와 함께 지정
할 수 없습니다.
SourceSecurityGroupName또는 SourceSecurityGroupId을 지정하는데 이 보안 그룹의 소유자
가 스택을 만든 계정과 다른 계정인 경우 SourceSecurityGroupOwnerId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속성은 선택 사항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oPort
TCP 및 UDP 프로토콜에 대한 포트 범위의 끝 또는 ICMP/ICMPv6 코드입니다. -1의 값은 지정된 ICMP
유형에 대한 모든 ICMP/ICMPv6 코드를 나타냅니다. 모든 ICMP/ICMPv6 형식을 지정하는 경우 모든 코
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ICMP 및 포트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토콜의 경우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예제
EC2-Classic 보안 그룹 및 수신 규칙
EC2-Classic 보안 그룹 및 수신 규칙을 선언하려면 수신 규칙에서 SourceSecurityGroupName 속성을
사용합니다.
다음 템플릿 예제는 보안 그룹의 기타 모든 호스트에서의 수신 트래픽을 포트 80에서 허용하는 수신 규칙을
사용해 EC2 보안 그룹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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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SGBase":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Base Security Group",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tcp",
"CidrIp": "0.0.0.0/0",
"FromPort": 22,
"ToPort": 22
}
]
}
},
"SGBaseIngress": {
"Type": "AWS::EC2::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
"GroupId": {
"Ref": "SGBase"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SourceSecurityGroupId": {
"Fn::GetAtt": [
"SGBase",
"GroupId"
]
}
}
}

YAML
SGBase: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Base Security Group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CidrIp: 0.0.0.0/0
FromPort: 22
ToPort: 22
SGBaseIngress:
Type: 'AWS::EC2::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GroupId: !Ref SGBase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SourceSecurityGroupId: !GetAtt SGBase.GroupId

피어링된 VPC의 보안 그룹으로부터 트래픽 허용
이전 예제와 같이 다음 예제에서는 원본(소스) 보안 그룹에서 대상 보안 그룹으로의 단방향 트래픽을 허용합
니다. 하지만 이 예제에서 보안 그룹은 AWS 계정 전체의 피어링된 VPC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차 계정 트
래픽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AWS 계정에서 보안 스캐닝 리소스를 생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다른 계
정에서 진단을 실행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대상 VPC 보안 그룹에 대한 수신 규칙을 추가합니다. 이 규칙은
다른 AWS 계정에 있는 소스 보안 그룹으로부터의 수신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소스 보안 그룹에는 대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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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룹으로의 발신 트래픽을 허용하는 송신 규칙 또한 필요합니다. 소스 보안 그룹이 다른 계정에 있기 때
문에 다음 예제에서는 Ref 함수를 사용하여 소스 보안 그룹 ID를 참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접 보안 그룹 ID
sg-12345678을 지정합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TargetSG":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VpcId": "vpc-1a2b3c4d",
"GroupDescription": "Security group allowing ingress for security scanners"
}
},
"InboundRule": {
"Type": "AWS::EC2::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
"GroupId": {
"Fn::GetAtt": [
"TargetSG",
"GroupId"
]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SourceSecurityGroupId": "sg-12345678",
"SourceSecurityGroupOwnerId": "123456789012"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TargetSG: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VpcId: vpc-1a2b3c4d
GroupDescription: Security group allowing ingress for security scanners
InboundRule:
Type: 'AWS::EC2::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GroupId: !GetAtt TargetSG.GroupId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SourceSecurityGroupId: sg-12345678
SourceSecurityGroupOwnerId: '123456789012'

송신 및 수신 규칙이 있는 VPC 보안 그룹
대상(타겟) 보안 그룹에 대한 트래픽을 허용하는 아웃바운드 규칙을 원본(소스) 보안 그룹에 추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겟 보안 그룹에는 소스 보안 그룹에서 나가는 트래픽을 허용하는 인바운드 규칙도 필요
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여 각 보안 그룹에 대한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규칙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
면 순환 종속성이 생성됩니다. 두 리소스가 서로 종속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다음 템플릿 예와 같이 수신
및 송신 리소스를 사용하여 이러한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규칙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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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Resources": {
"SourceSG":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VpcId" : "vpc-1a2b3c4d",
"GroupDescription": "Sample source security group"
}
},
"TargetSG":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VpcId" : "vpc-1a2b3c4d",
"GroupDescription": "Sample target security group"
}
},
"OutboundRule": {
"Type": "AWS::EC2::SecurityGroupEgress",
"Properties":{
"IpProtocol": "tcp",
"FromPort": 0,
"ToPort": 65535,
"DestinationSecurityGroupId": {
"Fn::GetAtt": [
"TargetSG",
"GroupId"
]
},
"GroupId": {
"Fn::GetAtt": [
"SourceSG",
"GroupId"
]
}
}
},
"InboundRule": {
"Type": "AWS::EC2::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IpProtocol": "tcp",
"FromPort": 0,
"ToPort": 65535,
"SourceSecurityGroupId": {
"Fn::GetAtt": [
"SourceSG",
"GroupId"
]
},
"GroupId": {
"Fn::GetAtt": [
"TargetSG",
"GroupId"
]
}
}
}
}

YAML
SourceSG: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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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Id: vpc-1a2b3c4d
GroupDescription: Sample source security group
TargetSG: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VpcId: vpc-1a2b3c4d
GroupDescription: Sample target security group
OutboundRule:
Type: AWS::EC2::SecurityGroupEgress
Properties:
IpProtocol: tcp
FromPort: 0
ToPort: 65535
DestinationSecurityGroupId:
Fn::GetAtt:
- TargetSG
- GroupId
GroupId:
Fn::GetAtt:
- SourceSG
- GroupId
InboundRule:
Type: AWS::EC2::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IpProtocol: tcp
FromPort: 0
ToPort: 65535
SourceSecurityGroupId:
Fn::GetAtt:
- SourceSG
- GroupId
GroupId:
Fn::GetAtt:
- TargetSG
- GroupId

Ping 요청 허용
Ping 요청을 허용하려면 ICMP 프로토콜 유형을 추가하고 ICMP 유형에 대해서는 8(에코 요청)을 그리고
ICMP 코드에 대해서는 0 또는 -1(모두)을 지정합니다.

JSON
"SGPing" : {
"Type" : "AWS::EC2::SecurityGroup",
"DependsOn": "VPC",
"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 "SG to test ping",
"VpcId" : {"Ref" : "VPC"},
"SecurityGroupIngress" : [
{ "IpProtocol" : "tcp", "FromPort" : 22, "ToPort" : 22, "CidrIp" : "10.0.0.0/24" },
{ "IpProtocol" : "icmp", "FromPort" : 8, "ToPort" : -1, "CidrIp" : "10.0.0.0/24" }
]
}
}

YAML
SGPing:
Type: AWS::EC2::SecurityGroup
DependsOn: VPC
Properties:
GroupDescription: SG to test 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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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Id:
Ref: VPC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10.0.0.0/24
- IpProtocol: icmp
FromPort: 8
ToPort: -1
CidrIp: 10.0.0.0/24

AWS::EC2::SpotFleet
스팟 플릿 요청을 지정합니다. 스팟 플릿 요청은 인스턴스의 플릿 또는 그룹을 시작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포
함합니다.
스팟 플릿 요청은 전체 대상 용량과 플릿에 대한 온디맨드 대상 용량을 지정합니다. Amazon EC2는 전체 용
량과 온디맨드 용량 간의 차이를 계산하고 그 차이를 스팟 용량으로 시작합니다.
스팟 플릿 요청은 인스턴스 유형, AMI, 가용 영역 또는 서브넷에 따라 바뀌는 여러 시작 사양을 포함할 수 있
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팟 플릿은 단위 당 가격이 가장 낮은 스팟 풀에서 스팟 인스턴스를 요청합니다. 각 시작 사양은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 인스턴스 유형의 값을 나타내는 자체 인스턴스 가중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작 사양에 포함된 스팟 풀 전체에 걸쳐 스팟 플릿이 대상 용량을 배포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
팟 플릿에서의 스팟 인스턴스가 다른 스팟 풀에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플릿의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
다.
스팟 인스턴스에 대해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instance 리소스 유형만이 지원되기 때문에 스팟 플릿
에서 다른 리소스 유형에 태그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스팟 플릿 요청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SpotFleet",
"Properties" : {
"SpotFleetRequestConfigData" : SpotFleetRequestConfigData (p. 2589)
}

YAML
Type: AWS::EC2::SpotFleet
Properties:
SpotFleetRequestConfigData:
SpotFleetRequestConfigData (p. 2589)

Properties
SpotFleetRequestConfigData
스팟 플릿 요청의 구성을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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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SpotFleetRequestConfigData (p. 258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스팟 플릿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Id
스팟 플릿의 ID입니다.

예제
스팟 플릿 생성
다음 예에서는 두 개의 시작 사양을 사용하는 스팟 플릿을 지정합니다. 가중 용량은 동일하므로 Amazon
EC2에서는 각 사양에 대해 동일한 수의 인스턴스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스팟 플릿 작동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JSON
"SpotFleet": {
"Type": "AWS::EC2::SpotFleet",
"Properties": {
"SpotFleetRequestConfigData": {
"IamFleetRole": { "Fn::GetAtt": [ "IAMFleetRole", "Arn"] },
"SpotPrice": "1000",
"TargetCapacity": { "Ref": "TargetCapacity" },
"LaunchSpecifications": [
{
"EbsOptimized": "false",
"InstanceType": { "Ref": "InstanceType" },
"ImageId": { "Fn::FindInMap": [ "AWSRegionArch2AMI", { "Ref": "AWS::Region" },
{ "Fn::FindInMap": [ "AWSInstanceType2Arch", { "Ref":
"InstanceType" }, "Arch" ] }
]},
"SubnetId": { "Ref": "Subnet1" },
"WeightedCapacity": "8"
},
{
"EbsOptimized": "true",
"InstanceType": { "Ref": "InstanceType" },
"ImageId": { "Fn::FindInMap": [ "AWSRegionArch2AMI", { "Ref": "AWS::Region" },
{ "Fn::FindInMap": [ "AWSInstanceType2Arch", { "Ref":
"InstanceType" }, "Arc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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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itoring": { "Enabled": "true" },
"SecurityGroups": [ { "GroupId": { "Fn::GetAtt": [ "SG0", "GroupId" ] } } ],
"SubnetId": { "Ref": "Subnet0" },
"IamInstanceProfile": { "Arn": { "Fn::GetAtt": [ "RootInstanceProfile",
"Arn" ] } },
"WeightedCapacity": "8"
}
]
}
}

}

YAML
SpotFleet:
Type: AWS::EC2::SpotFleet
Properties:
SpotFleetRequestConfigData:
IamFleetRole: !GetAtt [IAMFleetRole, Arn]
SpotPrice: '1000'
TargetCapacity:
Ref: TargetCapacity
LaunchSpecifications:
- EbsOptimized: 'false'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ImageId:
Fn::FindInMap:
- AWSRegionArch2AMI
- Ref: AWS::Region
- Fn::FindInMap:
- AWSInstanceType2Arch
- Ref: InstanceType
- Arch
SubnetId:
Ref: Subnet1
WeightedCapacity: '8'
- EbsOptimized: 'true'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ImageId:
Fn::FindInMap:
- AWSRegionArch2AMI
- Ref: AWS::Region
- Fn::FindInMap:
- AWSInstanceType2Arch
- Ref: InstanceType
- Arch
Monitoring:
Enabled: 'true'
SecurityGroups:
- GroupId:
Fn::GetAtt:
- SG0
- GroupId
SubnetId:
Ref: Subnet0
IamInstanceProfile:
Arn:
Fn::GetAtt:
- RootInstanceProfile
- Arn
WeightedCapacity: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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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AWS::EC2::SpotFleet BlockDeviceMapping
블록 디바이스 매핑을 지정합니다.
Ebs 또는 VirtualName을 지정할 수 있지만 둘 다 함께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viceName" : String,
"Ebs" : EbsBlockDevice (p. 2570),
"NoDevice" : String,
"VirtualName" : String

YAML
DeviceName: String
Ebs:
EbsBlockDevice (p. 2570)
NoDevice: String
VirtualName: String

Properties
DeviceName
디바이스 이름입니다(예: /dev/sdh 또는 xvdh).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bs
인스턴스가 시작될 때 EBS 볼륨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EbsBlockDevice (p. 257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oDevice
블록 디바이스 매핑에서 장치를 생략하려면 빈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이 속성을 지정하면 할당된 값에
관계없이 디바이스가 블록 디바이스 매핑에서 제거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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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irtualName
가상 디바이스 이름(ephemeralN)입니다.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은 0부터 시작해서 번호가 매겨집니다.
사용 가능한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이 2개인 인스턴스 유형은 ephemeral0 및 ephemeral1에 대한 매
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의 개수는 인스턴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
다. 인스턴스에 연결한 후 볼륨을 탑재해야 합니다.
NVMe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은 자동으로 열거되고 디바이스 이름이 할당됩니다. 블록 디바이스 매핑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제약: M3 인스턴스의 경우 인스턴스에 대한 블록 디바이스 매핑에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을 반드시 지정
해야 합니다. M3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AMI에 대한 블록 디바이스 매핑에 지정된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
은 무시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SpotFleet ClassicLoadBalancer
Classic Load Balancer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YAML
Name: String

Properties
Name
로드 밸런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SpotFleet ClassicLoadBalancersConfig
스팟 플릿에 연결할 하나 이상의 Classic Load Balancer를 지정합니다. 스팟 플릿은 실행 중인 스팟 인스턴스
를 이러한 Classic Load Balancer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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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assicLoadBalancers" : [ ClassicLoadBalancer (p. 2569), ... ]

YAML
ClassicLoadBalancers:
- ClassicLoadBalancer (p. 2569)

Properties
ClassicLoadBalancers
한 개 이상의 Classic Load Balancer입니다.
Required: 예
Type: ClassicLoadBalancer (p. 2569)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SpotFleet EbsBlockDevice
EBS 볼륨에 대한 블록 디바이스를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leteOnTermination" : Boolean,
"Encrypted" : Boolean,
"Iops" : Integer,
"SnapshotId" : String,
"VolumeSize" : Integer,
"VolumeType" : String

YAML
DeleteOnTermination: Boolean
Encrypted: Boolean
Iops: Integer
SnapshotId: String
VolumeSize: Integer
Volume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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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leteOnTermination
인스턴스 종료 시 EBS 볼륨의 삭제 여부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인
스턴스 종료 시 Amazon EBS 볼륨 보존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crypted
지원 스냅샷에서 복원되는 동안 EBS 볼륨의 암호화 상태가 변경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암호화 상태
를 true로 설정하는 경우의 결과는 볼륨 오리진(신규 또는 스냅샷에서), 시작 암호화 상태, 소유권, 암호
화의 기본 활성화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 암호
화를 참조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암호화된 볼륨에서 암호화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된 볼륨은 Amazon EBS 암호화를 지원하는 인스턴스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
원되는 인스턴스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이 파라미터는 DescribeImageAttribute에서 반환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ops
초당 I/O 작업 수(IOPS) 입니다. gp3, io1 및 io2 볼륨의 경우 이 값은 해당 볼륨에 프로비저닝되는
IOPS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gp2 볼륨의 경우 이 값은 볼륨이 버스트에서 I/O 크레딧을 축적하는 볼륨과
속도에 대한 기준 성능을 나타냅니다.
각 볼륨 유형에 대해 지원되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gp3: 3,000-16,000 IOPS
• io1: 100-64,000 IOPS
• io2: 100-64,000 IOPS
io1 및 io2 볼륨의 경우 Nitro 시스템에 구축된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64,000 IOPS를보장합니다. 다른
인스턴스 패밀리는 최대 32,000 IOPS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io1 및 io2 볼륨에 필요합니다. gp3 볼륨의 기본값은 3,000 IOPS입니다. gp2, st1,
sc1 또는 standard 볼륨에는 이 파라미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napshotId
스냅샷의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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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olumeSize
볼륨 크기(GiB)입니다. 스냅샷 ID 또는 볼륨 크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스냅샷을 지정하는 경우 기본값은
스냅샷 크기입니다. 스냅샷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 볼륨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볼륨 유형에 대해 지원되는 볼륨 크기입니다.
• gp2 및 gp3:1-16,384
• io1 및 io2: 4-16,384
• st1 및 sc1: 125-16,384
• standard: 1-1,024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olumeType
볼륨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 볼륨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볼륨 유형이 io1 또는 io2인 경우 볼륨이 지원하는 IOPS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p2 | gp3 | io1 | io2 | sc1 | st1 | standar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SpotFleet FleetLaunchTemplateSpecification
스팟 인스턴스 요청에서 Amazon EC2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mazon EC2 시작 템플릿 및
시작 템플릿 버전을 설명합니다. 시작 템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
명서의 시작 템플릿에서 인스턴스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aunchTemplateId" : String,
"LaunchTemplateName" : String,
"Version" : String

YAML
LaunchTemplateId: String
LaunchTemplate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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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String

Properties
LaunchTemplateId
시작 템플릿의 ID입니다. 템플릿 ID를 지정하는 경우 템플릿 이름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aunchTemplateName
시작 템플릿의 이름입니다. 템플릿 이름 또는 템플릿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최소 길이는 3이고, 최대 길이 128. 이름이 [a-zA-Z0-9\(\)\.-/_]+ 패턴과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128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ersion
시작 템플릿 버전 번호입니다. 버전 번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템플릿 버전
번호에 대해 $Latest 또는 $Default 지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소 길이는 1이고, 최대 길이 255. 버전이 다음 패턴과 맞아야 합니다.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SpotFleet GroupIdentifier
보안 그룹을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roup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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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GroupId: String

Properties
GroupId
보안 그룹의 ID.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SpotFleet IamInstanceProfileSpecification
IAM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YAML
Arn: String

Properties
Arn
인스턴스 프로파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SpotFleet InstanceIpv6Address
IPv6 주소를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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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v6Address" : String

YAML
Ipv6Address: String

Properties
Ipv6Address
IPv6 주소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SpotFleet InstanceNetworkInterfaceSpecification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서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ssociatePublicIpAddress" : Boolean,
"DeleteOnTermination" : Boolean,
"Description" : String,
"DeviceIndex" : Integer,
"Groups" : [ String, ... ],
"Ipv6AddressCount" : Integer,
"Ipv6Addresses" : [ InstanceIpv6Address (p. 2574), ... ],
"NetworkInterfaceId" : String,
"PrivateIpAddresses" : [ PrivateIpAddressSpecification (p. 2582), ... ],
"SecondaryPrivateIpAddressCount" : Integer,
"SubnetId" : String

YAML
AssociatePublicIpAddress: Boolean
DeleteOnTermination: Boolean
Description: String
DeviceIndex: Integer
Groups:
- String
Ipv6AddressCount: Integer
Ipv6Addresses:
- InstanceIpv6Address (p. 2574)
NetworkInterfaceId: String
PrivateIpAddresses:
- PrivateIpAddressSpecification (p. 2582)
SecondaryPrivateIpAddressCount: Integer
SubnetI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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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ssociatePublicIpAddress
VPC에서 시작하는 인스턴스에 퍼블릭 IPv4 주소를 할당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퍼블릭 IP 주소는 eth0
에 대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만 할당할 수 있으며, 기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아닌 새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에만 할당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한 개 이상 지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
서브넷으로 시작할 경우 기본값은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leteOnTermination
인스턴스를 종료할 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삭제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새로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viceIndex
연결 순서에 따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위치입니다. 기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디바이스 인덱스는
0입니다.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지정하는 경우 디바이스 인덱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roup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안 그룹의 ID입니다.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새로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를 생성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pv6AddressCount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할당되는 IPv6 주소의 개수입니다. Amazon EC2는 서브넷 범위에서 IPv6 주소
를 선택합니다. 동일한 요청에서 특정 IPv6 주소를 할당하는 옵션과 이 옵션을 함께 지정할 수는 없습니
다. 시작할 인스턴스의 최소 수를 지정한 경우 이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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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pv6Addresse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할당할 하나 이상의 IPv6 주소입니다. 동일한 요청에서 IPv6 주소 수를 할당하는
옵션과 이 옵션을 함께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할 인스턴스의 최소 수를 지정한 경우 이 옵션을 지정
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stanceIpv6Address (p. 2574)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etworkInterfaceId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ID입니다.
스팟 집합을 생성하는 경우 시작 사양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ID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이 파라미터를
생략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vateIpAddresse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하나 이상의 프라이빗 IPv4 주소입니다. 하나의 프라이빗 IPv4 주소만 기
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RunInstances 요청에 인스턴스를 여러 개 시작할 경우 이 옵션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ivateIpAddressSpecification (p. 2582)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ondaryPrivateIpAddressCount
보조 프라이빗 IPv4 주소의 개수입니다. 프라이빗 IP 주소 옵션을 사용하여 프라이빗 IP 주소를 여러 개
지정할 경우 이 옵션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한 RunInstances 요청에 인스턴스를 여러 개 시작할 경우 이
옵션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결된 서브넷의 ID입니다.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새로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를 생성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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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2::SpotFleet LaunchTemplateConfig
시작 템플릿과 재정의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aunchTemplateSpecification" : FleetLaunchTemplateSpecification (p. 2572),
"Overrides" : [ LaunchTemplateOverrides (p. 2578), ... ]

YAML
LaunchTemplateSpecification:
FleetLaunchTemplateSpecification (p. 2572)
Overrides:
- LaunchTemplateOverrides (p. 2578)

Properties
LaunchTemplateSpecification
시작 템플릿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leetLaunchTemplateSpecification (p. 257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verrides
어떤 파라미터를 지정하더라도 시작 템플릿에 있는 같은 파라미터를 재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unchTemplateOverrides (p. 2578)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SpotFleet LaunchTemplateOverrides
시작 템플릿에 대한 재정의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vailabilityZone" : String,
"InstanceType" : String,
"SpotPric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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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netId" : String,
"WeightedCapacity" : Double

YAML
AvailabilityZone: String
InstanceType: String
SpotPrice: String
SubnetId: String
WeightedCapacity: Double

Properties
AvailabilityZone
인스턴스를 시작할 가용 영역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Type
인스턴스 유형.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1.2xlarge | a1.4xlarge | a1.large | a1.medium | a1.metal |
a1.xlarge | c1.medium | c1.xlarge | c3.2xlarge | c3.4xlarge | c3.8xlarge
| c3.large | c3.xlarge | c4.2xlarge | c4.4xlarge | c4.8xlarge | c4.large
| c4.xlarge | c5.12xlarge | c5.18xlarge | c5.24xlarge | c5.2xlarge |
c5.4xlarge | c5.9xlarge | c5.large | c5.metal | c5.xlarge | c5a.12xlarge
| c5a.16xlarge | c5a.24xlarge | c5a.2xlarge | c5a.4xlarge | c5a.8xlarge
| c5a.large | c5a.xlarge | c5ad.12xlarge | c5ad.16xlarge | c5ad.24xlarge
| c5ad.2xlarge | c5ad.4xlarge | c5ad.8xlarge | c5ad.large | c5ad.xlarge
| c5d.12xlarge | c5d.18xlarge | c5d.24xlarge | c5d.2xlarge | c5d.4xlarge
| c5d.9xlarge | c5d.large | c5d.metal | c5d.xlarge | c5n.18xlarge |
c5n.2xlarge | c5n.4xlarge | c5n.9xlarge | c5n.large | c5n.metal | c5n.xlarge
| c6g.12xlarge | c6g.16xlarge | c6g.2xlarge | c6g.4xlarge | c6g.8xlarge
| c6g.large | c6g.medium | c6g.metal | c6g.xlarge | c6gd.12xlarge |
c6gd.16xlarge | c6gd.2xlarge | c6gd.4xlarge | c6gd.8xlarge | c6gd.large
| c6gd.medium | c6gd.metal | c6gd.xlarge | c6gn.12xlarge | c6gn.16xlarge
| c6gn.2xlarge | c6gn.4xlarge | c6gn.8xlarge | c6gn.large | c6gn.medium
| c6gn.xlarge | cc1.4xlarge | cc2.8xlarge | cg1.4xlarge | cr1.8xlarge |
d2.2xlarge | d2.4xlarge | d2.8xlarge | d2.xlarge | d3.2xlarge | d3.4xlarge
| d3.8xlarge | d3.xlarge | d3en.12xlarge | d3en.2xlarge | d3en.4xlarge
| d3en.6xlarge | d3en.8xlarge | d3en.xlarge | f1.16xlarge | f1.2xlarge
| f1.4xlarge | g2.2xlarge | g2.8xlarge | g3.16xlarge | g3.4xlarge |
g3.8xlarge | g3s.xlarge | g4ad.16xlarge | g4ad.2xlarge | g4ad.4xlarge |
g4ad.8xlarge | g4ad.xlarge | g4dn.12xlarge | g4dn.16xlarge | g4dn.2xlarge
| g4dn.4xlarge | g4dn.8xlarge | g4dn.metal | g4dn.xlarge | h1.16xlarge
| h1.2xlarge | h1.4xlarge | h1.8xlarge | hi1.4xlarge | hs1.8xlarge |
i2.2xlarge | i2.4xlarge | i2.8xlarge | i2.xlarge | i3.16xlarge | i3.2xlarge
| i3.4xlarge | i3.8xlarge | i3.large | i3.metal | i3.xlarge | i3en.12x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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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3en.24xlarge | i3en.2xlarge | i3en.3xlarge | i3en.6xlarge | i3en.large
| i3en.metal | i3en.xlarge | inf1.24xlarge | inf1.2xlarge | inf1.6xlarge
| inf1.xlarge | m1.large | m1.medium | m1.small | m1.xlarge | m2.2xlarge
| m2.4xlarge | m2.xlarge | m3.2xlarge | m3.large | m3.medium | m3.xlarge |
m4.10xlarge | m4.16xlarge | m4.2xlarge | m4.4xlarge | m4.large | m4.xlarge
| m5.12xlarge | m5.16xlarge | m5.24xlarge | m5.2xlarge | m5.4xlarge |
m5.8xlarge | m5.large | m5.metal | m5.xlarge | m5a.12xlarge | m5a.16xlarge
| m5a.24xlarge | m5a.2xlarge | m5a.4xlarge | m5a.8xlarge | m5a.large |
m5a.xlarge | m5ad.12xlarge | m5ad.16xlarge | m5ad.24xlarge | m5ad.2xlarge
| m5ad.4xlarge | m5ad.8xlarge | m5ad.large | m5ad.xlarge | m5d.12xlarge
| m5d.16xlarge | m5d.24xlarge | m5d.2xlarge | m5d.4xlarge | m5d.8xlarge
| m5d.large | m5d.metal | m5d.xlarge | m5dn.12xlarge | m5dn.16xlarge |
m5dn.24xlarge | m5dn.2xlarge | m5dn.4xlarge | m5dn.8xlarge | m5dn.large
| m5dn.metal | m5dn.xlarge | m5n.12xlarge | m5n.16xlarge | m5n.24xlarge
| m5n.2xlarge | m5n.4xlarge | m5n.8xlarge | m5n.large | m5n.metal |
m5n.xlarge | m5zn.12xlarge | m5zn.2xlarge | m5zn.3xlarge | m5zn.6xlarge
| m5zn.large | m5zn.metal | m5zn.xlarge | m6g.12xlarge | m6g.16xlarge |
m6g.2xlarge | m6g.4xlarge | m6g.8xlarge | m6g.large | m6g.medium | m6g.metal
| m6g.xlarge | m6gd.12xlarge | m6gd.16xlarge | m6gd.2xlarge | m6gd.4xlarge
| m6gd.8xlarge | m6gd.large | m6gd.medium | m6gd.metal | m6gd.xlarge |
m6i.12xlarge | m6i.16xlarge | m6i.24xlarge | m6i.2xlarge | m6i.32xlarge
| m6i.4xlarge | m6i.8xlarge | m6i.large | m6i.xlarge | mac1.metal |
p2.16xlarge | p2.8xlarge | p2.xlarge | p3.16xlarge | p3.2xlarge | p3.8xlarge
| p3dn.24xlarge | p4d.24xlarge | r3.2xlarge | r3.4xlarge | r3.8xlarge |
r3.large | r3.xlarge | r4.16xlarge | r4.2xlarge | r4.4xlarge | r4.8xlarge |
r4.large | r4.xlarge | r5.12xlarge | r5.16xlarge | r5.24xlarge | r5.2xlarge
| r5.4xlarge | r5.8xlarge | r5.large | r5.metal | r5.xlarge | r5a.12xlarge
| r5a.16xlarge | r5a.24xlarge | r5a.2xlarge | r5a.4xlarge | r5a.8xlarge
| r5a.large | r5a.xlarge | r5ad.12xlarge | r5ad.16xlarge | r5ad.24xlarge
| r5ad.2xlarge | r5ad.4xlarge | r5ad.8xlarge | r5ad.large | r5ad.xlarge
| r5b.12xlarge | r5b.16xlarge | r5b.24xlarge | r5b.2xlarge | r5b.4xlarge
| r5b.8xlarge | r5b.large | r5b.metal | r5b.xlarge | r5d.12xlarge |
r5d.16xlarge | r5d.24xlarge | r5d.2xlarge | r5d.4xlarge | r5d.8xlarge
| r5d.large | r5d.metal | r5d.xlarge | r5dn.12xlarge | r5dn.16xlarge |
r5dn.24xlarge | r5dn.2xlarge | r5dn.4xlarge | r5dn.8xlarge | r5dn.large
| r5dn.metal | r5dn.xlarge | r5n.12xlarge | r5n.16xlarge | r5n.24xlarge |
r5n.2xlarge | r5n.4xlarge | r5n.8xlarge | r5n.large | r5n.metal | r5n.xlarge
| r6g.12xlarge | r6g.16xlarge | r6g.2xlarge | r6g.4xlarge | r6g.8xlarge
| r6g.large | r6g.medium | r6g.metal | r6g.xlarge | r6gd.12xlarge |
r6gd.16xlarge | r6gd.2xlarge | r6gd.4xlarge | r6gd.8xlarge | r6gd.large |
r6gd.medium | r6gd.metal | r6gd.xlarge | t1.micro | t2.2xlarge | t2.large
| t2.medium | t2.micro | t2.nano | t2.small | t2.xlarge | t3.2xlarge
| t3.large | t3.medium | t3.micro | t3.nano | t3.small | t3.xlarge |
t3a.2xlarge | t3a.large | t3a.medium | t3a.micro | t3a.nano | t3a.small |
t3a.xlarge | t4g.2xlarge | t4g.large | t4g.medium | t4g.micro | t4g.nano |
t4g.small | t4g.xlarge | u-12tb1.112xlarge | u-12tb1.metal | u-18tb1.metal
| u-24tb1.metal | u-6tb1.112xlarge | u-6tb1.56xlarge | u-6tb1.metal |
u-9tb1.112xlarge | u-9tb1.metal | x1.16xlarge | x1.32xlarge | x1e.16xlarge
| x1e.2xlarge | x1e.32xlarge | x1e.4xlarge | x1e.8xlarge | x1e.xlarge |
x2gd.12xlarge | x2gd.16xlarge | x2gd.2xlarge | x2gd.4xlarge | x2gd.8xlarge
| x2gd.large | x2gd.medium | x2gd.metal | x2gd.xlarge | z1d.12xlarge |
z1d.2xlarge | z1d.3xlarge | z1d.6xlarge | z1d.large | z1d.metal | z1d.xlarg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potPrice
스팟 인스턴스에 지불하려는 단위 시간당 최고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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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
인스턴스를 시작할 서브넷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WeightedCapacity
지정된 인스턴스 유형에서 제공하는 단위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SpotFleet LoadBalancersConfig
스팟 플릿 요청에 연결할 Classic Load Balancer 및 대상 그룹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assicLoadBalancersConfig" : ClassicLoadBalancersConfig (p. 2569),
"TargetGroupsConfig" : TargetGroupsConfig (p. 2598)

YAML
ClassicLoadBalancersConfig:
ClassicLoadBalancersConfig (p. 2569)
TargetGroupsConfig:
TargetGroupsConfig (p. 2598)

Properties
ClassicLoadBalancersConfig
Classic Load Balancer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assicLoadBalancersConfig (p. 256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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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GroupsConfig
대상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rgetGroupsConfig (p. 259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SpotFleet PrivateIpAddressSpecification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조 프라이빗 IPv4 주소를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imary" : Boolean,
"PrivateIpAddress" : String

YAML
Primary: Boolean
PrivateIpAddress: String

Properties
Primary
프라이빗 IPv4 주소가 기본 프라이빗 IPv4 주소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하나의 IPv4 주소만 기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vateIpAddress
프라이빗 IPv4 주소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SpotFleet SpotCapacityRebalance
Amazon EC2에서 스팟 인스턴스가 중단될 위험이 높다는 신호를 내보내는 경우 사용할 스팟 인스턴스 대체
전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용량 재조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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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placementStrategy" : String

YAML
ReplacementStrategy: String

Properties
ReplacementStrategy
대체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intain 유형 플릿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집합의 스팟 인스턴스에 대해 인스턴스 재조정 알림이 전송될 때 스팟 집합이 대체 스팟 인스턴스를 시
작하도록 허용하려면 launch을 지정합니다.

Note
대체 인스턴스가 시작되면 리밸런싱으로 표시된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
러한 인스턴스를 종료하거나 실행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두 인스턴스가 실행되는 동안에는 두
인스턴스에 대해 요금이 청구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launch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SpotFleet SpotFleetLaunchSpecification
한 개 또는 여러 개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시작 사양을 지정합니다. 집합 요청에 온디맨드 용량을 포함하면
SpotFleetLaunchSpecificatio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LaunchTemplateConfig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BlockDeviceMappings" : [ BlockDeviceMapping (p. 2568), ... ],
"EbsOptimized" : Boolean,
"IamInstanceProfile" : IamInstanceProfileSpecification (p. 2574),
"ImageId" : String,
"InstanceType" : String,
"KernelId" : String,
"KeyName" : String,
"Monitoring" : SpotFleetMonitoring (p. 2588),
"NetworkInterfaces" : [ InstanceNetworkInterfaceSpecification (p. 2575), ... ],

API 버전 2010-05-15
258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2

}

"Placement" : SpotPlacement (p. 2596),
"RamdiskId" : String,
"SecurityGroups" : [ GroupIdentifier (p. 2573), ... ],
"SpotPrice" : String,
"SubnetId" : String,
"TagSpecifications" : [ SpotFleetTagSpecification (p. 2594), ... ],
"UserData" : String,
"WeightedCapacity" : Double

YAML
BlockDeviceMappings:
- BlockDeviceMapping (p. 2568)
EbsOptimized: Boolean
IamInstanceProfile:
IamInstanceProfileSpecification (p. 2574)
ImageId: String
InstanceType: String
KernelId: String
KeyName: String
Monitoring:
SpotFleetMonitoring (p. 2588)
NetworkInterfaces:
- InstanceNetworkInterfaceSpecification (p. 2575)
Placement:
SpotPlacement (p. 2596)
RamdiskId: String
SecurityGroups:
- GroupIdentifier (p. 2573)
SpotPrice: String
SubnetId: String
TagSpecifications:
- SpotFleetTagSpecification (p. 2594)
UserData: String
WeightedCapacity: Double

Properties
BlockDeviceMappings
스팟 인스턴스에 매핑되는 하나 이상의 블록 디바이스입니다. 스냅샷 ID와 암호화 값을 모두 지정할 수
는 없습니다. 생성 시 빈 볼륨만 암호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냅샷이 볼륨 기반일 경우 스냅샷이 비
어 있지 않고 볼륨 암호화 상태에 암호화 상태가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lockDeviceMapping (p. 2568)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bsOptimized
인스턴스가 EBS I/O에 대해 최적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최적화는 Amazon EBS에 전용 처리
량을 제공하며 최적의 EBS I/O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구성 스택을 제공합니다. 이 최적화는 일부
인스턴스 유형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BS 최적화 인스턴스를 사용할 경우 추가 사용 요금이 적용
됩니다.
기본값: fals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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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IamInstanceProfile
IAM 인스턴스 프로파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amInstanceProfileSpecification (p. 257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mageId
AMI의 ID.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Type
인스턴스 유형.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1.2xlarge | a1.4xlarge | a1.large | a1.medium | a1.metal |
a1.xlarge | c1.medium | c1.xlarge | c3.2xlarge | c3.4xlarge | c3.8xlarge
| c3.large | c3.xlarge | c4.2xlarge | c4.4xlarge | c4.8xlarge | c4.large
| c4.xlarge | c5.12xlarge | c5.18xlarge | c5.24xlarge | c5.2xlarge |
c5.4xlarge | c5.9xlarge | c5.large | c5.metal | c5.xlarge | c5a.12xlarge
| c5a.16xlarge | c5a.24xlarge | c5a.2xlarge | c5a.4xlarge | c5a.8xlarge
| c5a.large | c5a.xlarge | c5ad.12xlarge | c5ad.16xlarge | c5ad.24xlarge
| c5ad.2xlarge | c5ad.4xlarge | c5ad.8xlarge | c5ad.large | c5ad.xlarge
| c5d.12xlarge | c5d.18xlarge | c5d.24xlarge | c5d.2xlarge | c5d.4xlarge
| c5d.9xlarge | c5d.large | c5d.metal | c5d.xlarge | c5n.18xlarge |
c5n.2xlarge | c5n.4xlarge | c5n.9xlarge | c5n.large | c5n.metal | c5n.xlarge
| c6g.12xlarge | c6g.16xlarge | c6g.2xlarge | c6g.4xlarge | c6g.8xlarge
| c6g.large | c6g.medium | c6g.metal | c6g.xlarge | c6gd.12xlarge |
c6gd.16xlarge | c6gd.2xlarge | c6gd.4xlarge | c6gd.8xlarge | c6gd.large
| c6gd.medium | c6gd.metal | c6gd.xlarge | c6gn.12xlarge | c6gn.16xlarge
| c6gn.2xlarge | c6gn.4xlarge | c6gn.8xlarge | c6gn.large | c6gn.medium
| c6gn.xlarge | cc1.4xlarge | cc2.8xlarge | cg1.4xlarge | cr1.8xlarge |
d2.2xlarge | d2.4xlarge | d2.8xlarge | d2.xlarge | d3.2xlarge | d3.4xlarge
| d3.8xlarge | d3.xlarge | d3en.12xlarge | d3en.2xlarge | d3en.4xlarge
| d3en.6xlarge | d3en.8xlarge | d3en.xlarge | f1.16xlarge | f1.2xlarge
| f1.4xlarge | g2.2xlarge | g2.8xlarge | g3.16xlarge | g3.4xlarge |
g3.8xlarge | g3s.xlarge | g4ad.16xlarge | g4ad.2xlarge | g4ad.4xlarge |
g4ad.8xlarge | g4ad.xlarge | g4dn.12xlarge | g4dn.16xlarge | g4dn.2xlarge
| g4dn.4xlarge | g4dn.8xlarge | g4dn.metal | g4dn.xlarge | h1.16xlarge
| h1.2xlarge | h1.4xlarge | h1.8xlarge | hi1.4xlarge | hs1.8xlarge |
i2.2xlarge | i2.4xlarge | i2.8xlarge | i2.xlarge | i3.16xlarge | i3.2xlarge
| i3.4xlarge | i3.8xlarge | i3.large | i3.metal | i3.xlarge | i3en.12xlarge
| i3en.24xlarge | i3en.2xlarge | i3en.3xlarge | i3en.6xlarge | i3en.large
| i3en.metal | i3en.xlarge | inf1.24xlarge | inf1.2xlarge | inf1.6xlarge
| inf1.xlarge | m1.large | m1.medium | m1.small | m1.xlarge | m2.2xlarge
| m2.4xlarge | m2.xlarge | m3.2xlarge | m3.large | m3.medium | m3.xlar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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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10xlarge | m4.16xlarge | m4.2xlarge | m4.4xlarge | m4.large | m4.xlarge
| m5.12xlarge | m5.16xlarge | m5.24xlarge | m5.2xlarge | m5.4xlarge |
m5.8xlarge | m5.large | m5.metal | m5.xlarge | m5a.12xlarge | m5a.16xlarge
| m5a.24xlarge | m5a.2xlarge | m5a.4xlarge | m5a.8xlarge | m5a.large |
m5a.xlarge | m5ad.12xlarge | m5ad.16xlarge | m5ad.24xlarge | m5ad.2xlarge
| m5ad.4xlarge | m5ad.8xlarge | m5ad.large | m5ad.xlarge | m5d.12xlarge
| m5d.16xlarge | m5d.24xlarge | m5d.2xlarge | m5d.4xlarge | m5d.8xlarge
| m5d.large | m5d.metal | m5d.xlarge | m5dn.12xlarge | m5dn.16xlarge |
m5dn.24xlarge | m5dn.2xlarge | m5dn.4xlarge | m5dn.8xlarge | m5dn.large
| m5dn.metal | m5dn.xlarge | m5n.12xlarge | m5n.16xlarge | m5n.24xlarge
| m5n.2xlarge | m5n.4xlarge | m5n.8xlarge | m5n.large | m5n.metal |
m5n.xlarge | m5zn.12xlarge | m5zn.2xlarge | m5zn.3xlarge | m5zn.6xlarge
| m5zn.large | m5zn.metal | m5zn.xlarge | m6g.12xlarge | m6g.16xlarge |
m6g.2xlarge | m6g.4xlarge | m6g.8xlarge | m6g.large | m6g.medium | m6g.metal
| m6g.xlarge | m6gd.12xlarge | m6gd.16xlarge | m6gd.2xlarge | m6gd.4xlarge
| m6gd.8xlarge | m6gd.large | m6gd.medium | m6gd.metal | m6gd.xlarge |
m6i.12xlarge | m6i.16xlarge | m6i.24xlarge | m6i.2xlarge | m6i.32xlarge
| m6i.4xlarge | m6i.8xlarge | m6i.large | m6i.xlarge | mac1.metal |
p2.16xlarge | p2.8xlarge | p2.xlarge | p3.16xlarge | p3.2xlarge | p3.8xlarge
| p3dn.24xlarge | p4d.24xlarge | r3.2xlarge | r3.4xlarge | r3.8xlarge |
r3.large | r3.xlarge | r4.16xlarge | r4.2xlarge | r4.4xlarge | r4.8xlarge |
r4.large | r4.xlarge | r5.12xlarge | r5.16xlarge | r5.24xlarge | r5.2xlarge
| r5.4xlarge | r5.8xlarge | r5.large | r5.metal | r5.xlarge | r5a.12xlarge
| r5a.16xlarge | r5a.24xlarge | r5a.2xlarge | r5a.4xlarge | r5a.8xlarge
| r5a.large | r5a.xlarge | r5ad.12xlarge | r5ad.16xlarge | r5ad.24xlarge
| r5ad.2xlarge | r5ad.4xlarge | r5ad.8xlarge | r5ad.large | r5ad.xlarge
| r5b.12xlarge | r5b.16xlarge | r5b.24xlarge | r5b.2xlarge | r5b.4xlarge
| r5b.8xlarge | r5b.large | r5b.metal | r5b.xlarge | r5d.12xlarge |
r5d.16xlarge | r5d.24xlarge | r5d.2xlarge | r5d.4xlarge | r5d.8xlarge
| r5d.large | r5d.metal | r5d.xlarge | r5dn.12xlarge | r5dn.16xlarge |
r5dn.24xlarge | r5dn.2xlarge | r5dn.4xlarge | r5dn.8xlarge | r5dn.large
| r5dn.metal | r5dn.xlarge | r5n.12xlarge | r5n.16xlarge | r5n.24xlarge |
r5n.2xlarge | r5n.4xlarge | r5n.8xlarge | r5n.large | r5n.metal | r5n.xlarge
| r6g.12xlarge | r6g.16xlarge | r6g.2xlarge | r6g.4xlarge | r6g.8xlarge
| r6g.large | r6g.medium | r6g.metal | r6g.xlarge | r6gd.12xlarge |
r6gd.16xlarge | r6gd.2xlarge | r6gd.4xlarge | r6gd.8xlarge | r6gd.large |
r6gd.medium | r6gd.metal | r6gd.xlarge | t1.micro | t2.2xlarge | t2.large
| t2.medium | t2.micro | t2.nano | t2.small | t2.xlarge | t3.2xlarge
| t3.large | t3.medium | t3.micro | t3.nano | t3.small | t3.xlarge |
t3a.2xlarge | t3a.large | t3a.medium | t3a.micro | t3a.nano | t3a.small |
t3a.xlarge | t4g.2xlarge | t4g.large | t4g.medium | t4g.micro | t4g.nano |
t4g.small | t4g.xlarge | u-12tb1.112xlarge | u-12tb1.metal | u-18tb1.metal
| u-24tb1.metal | u-6tb1.112xlarge | u-6tb1.56xlarge | u-6tb1.metal |
u-9tb1.112xlarge | u-9tb1.metal | x1.16xlarge | x1.32xlarge | x1e.16xlarge
| x1e.2xlarge | x1e.32xlarge | x1e.4xlarge | x1e.8xlarge | x1e.xlarge |
x2gd.12xlarge | x2gd.16xlarge | x2gd.2xlarge | x2gd.4xlarge | x2gd.8xlarge
| x2gd.large | x2gd.medium | x2gd.metal | x2gd.xlarge | z1d.12xlarge |
z1d.2xlarge | z1d.3xlarge | z1d.6xlarge | z1d.large | z1d.metal | z1d.xlarg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rnelId
커널 I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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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yName
키 페어 이름.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nitoring
인스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potFleetMonitoring (p. 258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etworkInterfaces
한 개 이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입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지정할 경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서브넷 ID 및 보안 그룹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Note
SpotFleetLaunchSpecification은 현재 Elastic Fabric Adapter(EFA)를 지원하지 않습니
다. EFA를 지정하려면 LaunchTemplateConfig를 사용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stanceNetworkInterfaceSpecification (p. 2575)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lacement
배치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potPlacement (p. 259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amdiskId
RAM 디스크 ID. 일부 커널의 경우 시작 시 추가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RAM 디스크를 지정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정보는 커널 요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커널 요구 사항을 알아보려면 AWS Resource
Center에서 커널 ID를 검색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urityGroups
하나 이상의 보안 그룹. VPC의 인스턴스를 요청할 경우, 보안 그룹의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EC2Classic의 인스턴스를 요청할 경우, 보안 그룹의 이름이나 ID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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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GroupIdentifier (p. 2573)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potPrice
스팟 인스턴스에 지불하려는 단위 시간당 최고 가격입니다. 이 값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플릿
에 지정된 스팟 가격입니다. 단위 시간당 스팟 가격을 결정하려면 스팟 가격을 WeightedCapacity 값
별로 구분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서브넷의 ID입니다. 여러 서브넷을 지정하려면 쉼표를 사용하여 구분합니다(예:
"subnet-1234abcdeexample1, subnet-0987cdef6example2").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pecifications
생성 도중에 적용되는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potFleetTagSpecification (p. 2594)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rData
시작 시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Base64로 인코딩된 사용자 데이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WeightedCapacity
지정된 인스턴스 유형에서 제공하는 단위 수입니다. 이러한 단위는 vCPU, 메모리, I/O 등의 인스턴스 또
는 성능 특성에 따라 목표 용량을 설정하기 위해 선택한 단위와 동일합니다.
이 값으로 목표 용량을 나눈 값이 정수가 아니면 Amazon EC2에서는 인스턴스 수를 다음 정수로 반올림
합니다. 이 값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1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SpotFleet SpotFleetMonitoring
모니터링 활성화 여부를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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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YAML
Enabled: Boolean

Properties
Enabled
인스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합니다.
기본값: fals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SpotFleet SpotFleetRequestConfigData
스팟 플릿 요청의 구성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스팟 플
릿 작동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LaunchSpecifications 또는 LaunchTemplateConfigs를 지정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llocationStrategy" : String,
"Context" : String,
"ExcessCapacityTerminationPolicy" : String,
"IamFleetRole" : String,
"InstanceInterruptionBehavior" : String,
"InstancePoolsToUseCount" : Integer,
"LaunchSpecifications" : [ SpotFleetLaunchSpecification (p. 2583), ... ],
"LaunchTemplateConfigs" : [ LaunchTemplateConfig (p. 2578), ... ],
"LoadBalancersConfig" : LoadBalancersConfig (p. 2581),
"OnDemandAllocationStrategy" : String,
"OnDemandMaxTotalPrice" : String,
"OnDemandTargetCapacity" : Integer,
"ReplaceUnhealthyInstances" : Boolean,
"SpotMaintenanceStrategies" : SpotMaintenanceStrategies (p. 2595),
"SpotMaxTotalPrice" : String,
"SpotPrice" : String,
"TargetCapacity" : Integer,
"TerminateInstancesWithExpiration" :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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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String,
"ValidFrom" : String,
"ValidUntil" : String

YAML
AllocationStrategy: String
Context: String
ExcessCapacityTerminationPolicy: String
IamFleetRole: String
InstanceInterruptionBehavior: String
InstancePoolsToUseCount: Integer
LaunchSpecifications:
- SpotFleetLaunchSpecification (p. 2583)
LaunchTemplateConfigs:
- LaunchTemplateConfig (p. 2578)
LoadBalancersConfig:
LoadBalancersConfig (p. 2581)
OnDemandAllocationStrategy: String
OnDemandMaxTotalPrice: String
OnDemandTargetCapacity: Integer
ReplaceUnhealthyInstances: Boolean
SpotMaintenanceStrategies:
SpotMaintenanceStrategies (p. 2595)
SpotMaxTotalPrice: String
SpotPrice: String
TargetCapacity: Integer
TerminateInstancesWithExpiration: Boolean
Type: String
ValidFrom: String
ValidUntil: String

Properties
AllocationStrategy
스팟 플릿 요청에 의해 지정된 스팟 인스턴스 풀에 목표 스팟 인스턴스 용량을 할당하는 방법을 나타냅
니다.
할당 전략이 lowestPrice인 경우 스팟 플릿이 최저 가격의 스팟 인스턴스 풀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합
니다. 이것이 기본 할당 전략입니다.
할당 전략이 diversified인 경우 스팟 플릿이 사용자가 지정한 모든 스팟 인스턴스 풀에서 인스턴스
를 시작합니다.
할당 전략이 capacityOptimized(권장)인 경우 스팟 플릿이 시작하는 인스턴스의 수에 대한 최적
용량을 가진 스팟 인스턴스 풀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특정 인스턴스 유형이 먼저 시작될 확률
을 높이려면 capacityOptimizedPrioritized를 사용합니다. LaunchTemplateOverrides에
Priority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각 인스턴스 유형의 우선 순위를 설정합니다. 서로 다른
LaunchTemplateOverrides에 동일한 우선 순위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EC2는 우선 순위를 최대한
구현하지만 용량을 먼저 최적화합니다. capacityOptimizedPrioritized는 스팟 플릿에 시작 템플
릿이 사용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OnDemandAllocationStrategy를 prioritized로 설정하면
온디맨드 용량을 이행할 때 동일한 우선 순위가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apacityOptimized | capacityOptimizedPrioritized | diversified |
lowest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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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text
예약.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essCapacityTerminationPolicy
스팟 플릿 요청에 대한 대상 용량을 스팟 플릿의 현재 크기보다 작게 줄일 경우 실행 중인 스팟 인스턴스
를 종료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efault | noTerminati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amFleetRole
스팟 플릿에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요청, 시작, 종료 및 태그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자세한 내
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스팟 집합 사전 요구사항을 참조하십시오.
TerminateInstancesWithExpiration을 설정한 경우, 스팟 플릿 요청을 취소하거나 스팟 플릿 요
청이 만료되면 스팟 플릿이 자동으로 스팟 인스턴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InterruptionBehavior
스팟 인스턴스가 중단될 때의 동작입니다. 기본값은 terminat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hibernate | stop | terminat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PoolsToUseCount
대상 스팟 용량을 할당할 스팟 풀 수입니다. 스팟 AllocationStrategy가 lowest-price로 설정된 경우에
만 유효합니다. 스팟 플릿에서 가장 저렴한 스팟 풀을 선택하고 지정한 스팟 풀 수에 걸쳐 대상 스팟 용
량을 균등하게 할당합니다.
스팟 플릿은 사용자가 지정한 수의 풀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준으로 스팟 인스턴스를 가져오려고 시도합
니다. 풀의 스팟 용량이 대상 용량을 이행하기에 부족한 경우 스팟 플릿은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풀에서
용량을 가져와서 요청을 이행합니다. 대상 용량을 충족하기 위해 지정된 수보다 많은 풀에서 스팟 인스
턴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풀에 스팟 용량이 없는 경우 지정한 풀 수보다 적은 풀에
서 전체 목표 용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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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aunchSpecifications
스팟 플릿 요청에 대한 시작 사양입니다. LaunchSpecifications를 지정할 경우
LaunchTemplateConfigs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SpotFleetLaunchSpecification (p. 2583)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aunchTemplateConfigs
시작 템플릿과 재정의입니다. LaunchTemplateConfigs를 지정할 경우 LaunchSpecifications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LaunchTemplateConfig (p. 2578)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adBalancersConfig
스팟 플릿 요청에 연결할 하나 이상의 Classic Load Balancer 및 대상 그룹입니다. 스팟 플릿은 실행 중
인 스팟 인스턴스를 지정된 Classic Load Balancer 및 대상 그룹에 등록합니다.
Network Load Balancer를 사용할 경우 스팟 플릿은 C1, CC1, CC2, CG1, CG2, CR1, CS1, G1, G2, HI1,
HS1, M1, M2, M3, T1 인스턴스 유형의 인스턴스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adBalancersConfig (p. 258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nDemandAllocationStrategy
온디맨드 용량을 채우기 위해 사용할 시작 템플릿 재정의 순서입니다. lowestPrice를 지정한 경우 스
팟 플릿에서 가격을 통해 순서를 결정하여 최저 가격을 먼저 시작합니다. prioritized를 지정한 경우
스팟 플릿에서 각 스팟 플릿 시작 템플릿 재정의에 할당된 우선 순위를 사용하여 최우선 순위를 먼저 시
작합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스팟 플릿에서 lowestPrice를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lowestPrice | prioritize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nDemandMaxTotalPrice
온디맨드 인스턴스에 대해 지불할 최대 시간당 금액입니다. onDemandMaxTotalPrice 파라미터,
spotMaxTotalPrice 파라미터 또는 두 파라미터를 모두 사용하여 집합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
록 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 따라 온디맨드 인스턴스 및 스팟 인스턴스에 시간당 최고 가격을 설정하면 스
팟 집합은 사용자가 지불할 최대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지불하려는 최대 금액에
도달하면 플릿은 목표 용량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스턴스 실행을 중지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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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nDemandTargetCapacity
요청할 온디맨드 단위 수입니다. vCPU, 메모리 또는 I/O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 중요한 인스
턴스 또는 성능 특성에 따라 목표 용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청 유형이 maintain일 경우, 목표 용량
을 0으로 설정하고 나중에 용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placeUnhealthyInstances
스팟 플릿이 비정상 인스턴스를 교체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potMaintenanceStrategies
중단될 위험이 높은 스팟 인스턴스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potMaintenanceStrategies (p. 259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potMaxTotalPrice
스팟 인스턴스에 대해 지불할 최대 시간당 금액입니다. spotdMaxTotalPrice 파라미터,
onDemandMaxTotalPrice 파라미터 또는 두 파라미터를 모두 사용하여 집합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 따라 온디맨드 인스턴스 및 스팟 인스턴스에 시간당 최고 가격을 설정하
면 스팟 집합은 사용자가 지불할 최대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지불하려는 최대
금액에 도달하면 플릿은 목표 용량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스턴스 실행을 중지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potPrice
스팟 인스턴스에 지불하려는 단위 시간당 최고 가격입니다. 기본값은 온디맨드 요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rgetCapacity
스팟 플릿을 요청할 단위 수입니다. vCPU, 메모리 또는 I/O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 중요한 인
스턴스 또는 성능 특성에 따라 목표 용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청 유형이 maintain일 경우, 목표 용
량을 0으로 설정하고 나중에 용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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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rminateInstancesWithExpiration
스팟 플릿 요청 만료 시 실행 중인 스팟 인스턴스를 종료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
요청의 유형입니다. 스팟 플릿이 대상 용량을 요청만 하는지 아니면 유지하려고 시도도 하는지를 나타냅
니다. 이 값이 request인 경우 스팟 플릿은 필요한 요청만 수행합니다. 용량이 감소할 경우 스팟 인스턴
스를 보충하려 시도하지 않으며, 용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스팟 풀에 요청을 제출하지도 않습니
다. 이 값이 maintain일 경우 스팟 플릿은 대상 용량을 유지합니다. 스팟 플릿은 용량 충족을 위해 필요
한 요청을 하고, 중단되는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보충합니다. 기본값: maintain. instant는 나열되지
만 스팟 플릿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nstant | maintain | reques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idFrom
UTC 형식(YYYY-MM-DDTHH:MM:SSZ)의 요청 시작 날짜 및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Amazon EC2에
서는 요청을 즉시 이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idUntil
UTC 형식(YYYY-MM-DDTHH:MM:SSZ)의 요청 종료 날짜 및 시간입니다. 종료 날짜 및 시점 이후에는
새로운 스팟 인스턴스 요청이 배치되지 않거나 요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스팟
플릿 요청이 취소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SpotFleet SpotFleetTagSpecification
스팟 플릿 리소스에 대한 태그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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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ResourceType" : String,
"Tags" : [ Tag, ... ]

YAML
ResourceTyp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ResourceType
리소스의 유형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리소스 유형은 instance입니다. 생성 시 스팟 집합 요청에 태그
를 지정하려면 SpotFleetRequestConfigData의 TagSpecifications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apacity-reservation | carrier-gateway | client-vpn-endpoint |
customer-gateway | dedicated-host | dhcp-options | egress-only-internetgateway | elastic-gpu | elastic-ip | export-image-task | export-instancetask | fleet | fpga-image | host-reservation | image | import-image-task
| import-snapshot-task | instance | instance-event-window | internetgateway | ipv4pool-ec2 | ipv6pool-ec2 | key-pair | launch-template | localgateway | local-gateway-route-table | local-gateway-route-table-virtualinterface-group-association | local-gateway-route-table-vpc-association |
local-gateway-virtual-interface | local-gateway-virtual-interface-group |
natgateway | network-acl | network-insights-analysis | network-insightspath | network-interface | placement-group | prefix-list | replace-rootvolume-task | reserved-instances | route-table | security-group | securitygroup-rule | snapshot | spot-fleet-request | spot-instances-request | subnet
| traffic-mirror-filter | traffic-mirror-session | traffic-mirror-target |
transit-gateway | transit-gateway-attachment | transit-gateway-connect-peer
| transit-gateway-multicast-domain | transit-gateway-route-table | volume
| vpc | vpc-endpoint | vpc-endpoint-service | vpc-flow-log | vpc-peeringconnection | vpn-connection | vpn-gateway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SpotFleet SpotMaintenanceStrategies
중단될 위험이 높은 스팟 인스턴스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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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pacityRebalance" : SpotCapacityRebalance (p. 2582)

YAML
CapacityRebalance:
SpotCapacityRebalance (p. 2582)

Properties
CapacityRebalance
Amazon EC2에서 스팟 인스턴스가 중단될 위험이 높다는 신호를 내보내는 경우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potCapacityRebalance (p. 258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SpotFleet SpotPlacement
스팟 인스턴스 배치를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vailabilityZone" : String,
"GroupName" : String,
"Tenancy" : String

YAML
AvailabilityZone: String
GroupName: String
Tenancy: String

Properties
AvailabilityZone
가용 영역입니다.
여러 가용 영역을 지정하려면 쉼표를 사용하여 각 가용 영역을 구분합니다(예: "us-west-2a, uswest-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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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roupName
배치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enancy
인스턴스의 테넌시입니다(VPC에서 인스턴스가 실행 중인 경우). dedicated 테넌시가 있는 인스턴스
는 단일 테넌트 하드웨어에서 실행됩니다. 스팟 인스턴스에는 host 테넌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edicated | default | hos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SpotFleet TargetGroup
로드 밸런서 대상 그룹을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YAML
Arn: String

Properties
Arn
대상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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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2::SpotFleet TargetGroupsConfig
스팟 플릿에 연결할 대상 그룹을 기술합니다. 스팟 플릿은 실행 중인 스팟 인스턴스를 이러한 대상 그룹에 등
록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argetGroups" : [ TargetGroup (p. 2597), ... ]

YAML
TargetGroups:
- TargetGroup (p. 2597)

Properties
TargetGroups
하나 이상의 대상 그룹입니다.
Required: 예
Type: TargetGroup (p. 2597)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Subnet
VPC에 대해 서브넷을 지정합니다.
각 서브넷을 생성할 때 서브넷에 대해 VPC ID 및 IPv4 CIDR 블록을 제공합니다. 서브넷을 생성한 후에는
CIDR 블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서브넷의 IPv4 CIDR 블록의 크기는 VPC의 IPv4 CIDR 블록이나 VPC의
IPv4 CIDR 블록의 하위 집합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VPC에서 2개 이상의 서브넷을 만들 경우 각 서브넷의
CIDR 블록이 중첩되지 않아야 합니다. 생성할 수 있는 최소 IPv4 서브넷(및 VPC)은 /28 넷마스크(16 IPv4 주
소)를 사용하고, 최대의 경우 /16 넷마스크(65,536 IPv4 주소)를 사용합니다.
IPv6 CIDR 블록을 VPC와 연결한 경우 /64 접두사 길이를 사용하는 IPv6 CIDR 블록으로 서브넷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C2::Subnet",
"Properties" : {
"AssignIpv6AddressOnCreation" :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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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vailabilityZone" : String,
"CidrBlock" : String,
"Ipv6CidrBlock" : String,
"MapPublicIpOnLaunch" : Boolean,
"OutpostArn" : String,
"Tags" : [ Tag, ... ],
"VpcId" : String

YAML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AssignIpv6AddressOnCreation: Boolean
AvailabilityZone: String
CidrBlock: String
Ipv6CidrBlock: String
MapPublicIpOnLaunch: Boolean
OutpostArn: String
Tags:
- Tag
VpcId: String

Properties
AssignIpv6AddressOnCreation
이 서브넷에서 생성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IPv6 주소를 수신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AssignIpv6AddressOnCreation을 지정하면 Ipv6CidrBlock도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AssignIpv6AddressOnCreation을 지정할 경우 MapPublicIpOnLaunch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vailabilityZone
서브넷의 가용 영역입니다.
이 속성을 업데이트하면 CidrBlock 속성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idrBlock
서브넷에 할당되는 IPv4 CIDR 블록입니다.
이 속성을 업데이트하면 새 서브넷이 생성되고 기존 서브넷이 삭제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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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Ipv6CidrBlock
IPv6 CIDR 블록입니다.
AssignIpv6AddressOnCreation을 지정하면 Ipv6CidrBlock도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pPublicIpOnLaunch
이 서브넷에서 시작한 인스턴스가 퍼블릭 IPv4 주소를 수신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기본 값은 false입
니다.
MapPublicIpOnLaunch를 지정할 경우 AssignIpv6AddressOnCreation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ostArn
Outpost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서브넷에 할당되는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Id
서브넷이 있는 VPC의 ID입니다.
이 속성을 업데이트하면 CidrBlock 속성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서브넷의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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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vailabilityZone
이 서브넷의 가용 영역입니다. 예:
{ "Fn::GetAtt" : [ "mySubnet", "AvailabilityZone" ] }
Ipv6CidrBlocks
서브넷과 연결된 IPv6 CIDR 블록(예: [ 2001:db8:1234:1a00::/64 ])입니다.
NetworkAclAssociationId
서브넷의 VPC와 연결되는 네트워크 ACL의 ID입니다(예: acl-5fb85d36).
OutpostArn
Outpost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VpcId
서브넷 VPC의 ID입니다(예: vpc-11ad4878).

예제
서브넷
다음 예에서는 동일한 템플릿의 다른 곳에서 선언된 myVPC라는 VPC의 VPC ID를 사용합니다.

JSON
"mySubnet" : {
"Type" : "AWS::EC2::Subnet",
"Properties" : {
"VpcId" : { "Ref" : "myVPC" },
"CidrBlock" : "10.0.0.0/24",
"AvailabilityZone" : "us-east-1a",
"Tags" : [ { "Key" : "stack", "Value" : "production" } ]
}
}

YAML
mySubnet: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my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us-east-1a"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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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stack
Value: production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Subnet
•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VPC 및 서브넷

AWS::EC2::SubnetCidrBlock
CIDR 블록을 서브넷과 연결합니다. 단일 IPv6 CIDR 블록만을 서브넷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IPv6 CIDR 블
록은 접두사 길이가 /64여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SubnetCidrBlock",
"Properties" : {
"Ipv6CidrBlock" : String,
"SubnetId" : String
}

YAML
Type: AWS::EC2::SubnetCidrBlock
Properties:
Ipv6CidrBlock: String
SubnetId: String

Properties
Ipv6CidrBlock
서브넷에 대한 IPv6 네트워크 범위입니다(CIDR 표기). 서브넷 크기는 /64 접두사 길이를 사용해야 합니
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
서브넷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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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서브넷의 IPv6 CIDR 블록에 대한 연결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서브넷 CIDR 블록 연결
다음 예는 Ipv6SubnetCidrBlock 리소스의 IPv6(접두사 길이 /64)를 지정하는 Ref 함수를 사용하여 IPv6
CIDR 블록을 Ipv6TestSubnet 서브넷과 연결합니다.

JSON
"Ipv6TestSubnetCidrBlock": {
"Type": "AWS::EC2::SubnetCidrBlock",
"Properties": {
"Ipv6CidrBlock": { "Ref" : "Ipv6SubnetCidrBlock" },
"SubnetId": { "Ref" : "Ipv6TestSubnet" }
}
}

YAML
Ipv6TestSubnetCidrBlock:
Type: AWS::EC2::SubnetCidrBlock
Properties:
Ipv6CidrBlock: !Ref Ipv6SubnetCidrBlock
SubnetId: !Ref Ipv6TestSubnet

AWS::EC2::SubnetNetworkAclAssociation
서브넷을 네트워크 ACL과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PI 참조의
ReplaceNetworkAclAssociation을 참조하십시오.
생성이나 업데이트 작업 동안 AWS::EC2::SubnetNetworkAclAssociation 리소스를 생성한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키 속성(리소스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 동일한 기존 리소스를 적용합
니다. 그러나 작업이 실패해 롤백된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기존 대역 외부 리소스를 삭제합니다.
Retain 삭제 정책을 사용해 이런 동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etionPolicy 속성을 참조하
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C2::SubnetNetworkAclAssociation",
"Properties" : {
"NetworkAclId" : String,
"SubnetId" :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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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AWS::EC2::SubnetNetworkAclAssociation
Properties:
NetworkAclId: String
SubnetId: String

Properties
NetworkAclId
네트워크 ACL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
서브넷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서브넷 네트워크 ACL 연결의 ID입
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AssociationId
객체의 SubnetId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예제
서브넷 네트워크 ACL 연결
다음 예에서는 서브넷 mySubnet을 myNetworkAcl 네트워크 ACL과 연결합니다.

JSON
"mySubnetNetworkAclAssoci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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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EC2::SubnetNetworkAclAssociation",
"Properties" : {
"SubnetId" : { "Ref" : "mySubnet" },
"NetworkAclId" : { "Ref" : "myNetworkAcl" }
}

YAML
mySubnetNetworkAclAssociation:
Type: AWS::EC2::SubnetNetworkAclAssociation
Properties:
SubnetId:
Ref: mySubnet
NetworkAclId:
Ref: myNetworkAcl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서브넷을 라우팅 테이블과 연결합니다. 서브넷과 라우팅 테이블은 동일한 VPC에 있어야 합니다. 서브넷에
서 발생하는 트래픽은 이러한 연결을 통해 라우팅 테이블에서 라우팅에 따라 라우팅됩니다. 라우팅 테이블은
여러 서브넷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VPC와 연결하는 방법은 AWS::EC2::RouteTable을 참
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 {
"RouteTableId" : String,
"SubnetId" : String
}

YAML
Type: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RouteTableId: String
SubnetId: String

Properties
RouteTableId
라우팅 테이블의 ID입니다.
라우팅 테이블 ID가 변경되면 물리적 ID가 변경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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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netId
서브넷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 연결의 ID
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연결
다음 예에서는 서브넷을 라우팅 테이블과 연결합니다.

JSON
"mySubnetRouteTableAssociation" : {
"Type" :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 {
"SubnetId" : { "Ref" : "mySubnet" },
"RouteTableId" : { "Ref" : "myRouteTable" }
}
}

YAML
mySubnetRouteTableAssociation:
Type: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SubnetId:
Ref: mySubnet
RouteTableId:
Ref: myRouteTable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AssociateRouteTable
•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라우팅 테이블

AWS::EC2::TrafficMirrorFilter
트래픽 미러 필터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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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미러 필터는 미러링할 트래픽을 정의하는 규칙 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미러링되는 트래픽이 없습니다. 트래픽을 미러링하려면 AWS::EC2::TrafficMirrorFilterRule을 사
용하여 필터에 트래픽 미러 규칙을 추가합니다. 추가하는 규칙은 미러링되는 트래픽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TrafficMirrorFilter",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NetworkServices" : [ String,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EC2::TrafficMirrorFilter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NetworkServices:
-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트래픽 미러 필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etworkServices
트래픽 미러 필터와 연결된 네트워크 서비스 트래픽입니다.
유효한 값은 amazon-dns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트래픽 미러 필터에 할당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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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트래픽 미러 필터의 ID.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트래픽 미러 필터 생성
이는 트래픽 미러 세션을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Amazon DNS 네트워크 서비스의
미러링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JSON
{

}

"SampleTrafficMirrorFilter": {
"Type": "AWS::EC2::TrafficMirrorFilter",
"Properties": {
"Description": "Example traffic mirror filter",
"NetworkServices": [
"amazon-dns"
],
"Tags": [
{
"Key": "Name",
"Value": "SampleFilter"
}
]
}
}

YAML
SampleTrafficMirrorFilter:
Type: "AWS::EC2::TrafficMirrorFilter"
Properties:
Description: "Example traffic mirror filter"
NetworkServices:
- "amazon-dns"
Tags:
- Key: "Name"
Value: "SampleFilter"

참고 항목
• 트래픽 미러링의 트래픽 미러 필터 및 필터 규칙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TrafficMirrorFilter

AWS::EC2::TrafficMirrorFilterRule
트래픽 미러 필터 규칙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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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미러 규칙은 미러링할 트래픽 미러 소스 트래픽을 정의합니다.
규칙을 생성할 때 트래픽 미러 필터 ID가 필요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TrafficMirrorFilterRule",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DestinationCidrBlock" : String,
"DestinationPortRange" : TrafficMirrorPortRange (p. 2612),
"Protocol" : Integer,
"RuleAction" : String,
"RuleNumber" : Integer,
"SourceCidrBlock" : String,
"SourcePortRange" : TrafficMirrorPortRange (p. 2612),
"TrafficDirection" : String,
"TrafficMirrorFilterId" : String
}

YAML
Type: AWS::EC2::TrafficMirrorFilterRule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DestinationCidrBlock: String
DestinationPortRange:
TrafficMirrorPortRange (p. 2612)
Protocol: Integer
RuleAction: String
RuleNumber: Integer
SourceCidrBlock: String
SourcePortRange:
TrafficMirrorPortRange (p. 2612)
TrafficDirection: String
TrafficMirrorFilterId: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트래픽 미러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CidrBlock
트래픽 미러 규칙에 할당할 대상 CIDR 블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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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PortRange
대상 포트 범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rafficMirrorPortRange (p. 26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
트래픽 미러 규칙에 할당할 프로토콜(예: UDP)입니다.
프로토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IANA) 웹 사이트에서 Protocol
Numbers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Action
필터링된 트래픽에 대해 수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ccept | rejec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Number
트래픽 미러 규칙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지정된 방향의 각 트래픽 미러 규칙에 대해 고유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규칙 번호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처리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CidrBlock
트래픽 미러 규칙에 할당할 소스 CIDR 블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PortRange
소스 포트 범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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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rafficMirrorPortRange (p. 26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fficDirection
트래픽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gress | ingre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fficMirrorFilterId
이 규칙이 연결된 필터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트래픽 미러 필터 규칙의 ID.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인바운드 UDP 트래픽에 대한 트래픽 미러 필터 규칙 생성
이는 UDP 트래픽에 대한 필터 규칙입니다.

JSON
{

"SampleTrafficMirrorFilterRule": {
"Type": "AWS::EC2::TrafficMirrorFilterRule",
"Properties": {
"Description": "Example traffic mirror filter rule",
"TrafficMirrorFilterId": "tmf-04812ff784EXAMPLE",
"TrafficDirection": "ingress",
"RuleNumber": 10,
"DestinationCidrBlock": "10.0.0.0/16",
"SourceCidrBlock": "10.0.0.0/16",
"RuleAction": "accept",
"Protocol": 17,
"SourcePortRange": {
"FromPort": 10,
"ToPort": 50
},
"DestinationPortRange": {
"FromPort": 50,
"ToPort":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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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SampleTrafficMirrorFilterRule:
Type: "AWS::EC2::TrafficMirrorFilterRule"
Properties:
Description: "Example traffic mirror filter rule"
TrafficMirrorFilterId: "tmf-04812ff784EXAMPLE"
TrafficDirection: "ingress"
RuleNumber: 10
DestinationCidrBlock: "10.0.0.0/16"
SourceCidrBlock: "10.0.0.0/16"
RuleAction: "accept"
Protocol: 17
SourcePortRange:
FromPort: 10
ToPort: 50
DestinationPortRange:
FromPort: 50
ToPort: 100

참고 항목
• 트래픽 미러링의 트래픽 미러 필터 및 필터 규칙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TrafficMirrorFilterRule

AWS::EC2::TrafficMirrorFilterRule TrafficMirrorPortRange
트래픽 미러 포트 범위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romPort" : Integer,
"ToPort" : Integer

YAML
FromPort: Integer
ToPort: Integer

Properties
FromPort
트래픽 미러 포트 범위의 시작입니다. 이는 TCP 및 UDP 프로토콜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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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ort
트래픽 미러 포트 범위의 끝입니다. 이는 TCP 및 UDP 프로토콜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2::TrafficMirrorSession
트래픽 미러 세션을 생성합니다.
트래픽 미러 세션은 트래픽 미러 소스의 패킷을 트래픽 미러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복사합니다. 필터를 생성
한 다음 세션에 할당하여 미러링할 트래픽의 서브넷을 정의합니다(예: 모든 TCP 트래픽).
트래픽 미러 소스 및 트래픽 미러 대상(모니터링 어플라이언스)은 VPC 피어링 또는 전송 게이트웨이를 통해
연결된 서로 다른 VPC 또는 동일한 VPC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러링되는 트래픽이 없습니다. AWS::EC2::TrafficMirrorFilterRule을 사용하여 미러링할 트래픽
을 지정하는 필터 규칙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TrafficMirrorSession",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NetworkInterfaceId" : String,
"PacketLength" : Integer,
"SessionNumber" : Integer,
"Tags" : [ Tag, ... ],
"TrafficMirrorFilterId" : String,
"TrafficMirrorTargetId" : String,
"VirtualNetworkId" : Integer
}

YAML
Type: AWS::EC2::TrafficMirrorSession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NetworkInterfaceId: String
PacketLength: Integer
SessionNumber: Integer
Tags:
- Tag
TrafficMirrorFilterId: String
TrafficMirrorTargetId: String
VirtualNetworkId: Integer

API 버전 2010-05-15
261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2

Properties
Description
트래픽 미러 세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InterfaceId
소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cketLength
미러링할 각 패킷의 바이트 수입니다. 이는 VXLAN 헤더 다음의 바이트입니다. 전체 패킷을 미러링하려
는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마십시오. 패킷의 서브넷을 미러링하려면 이를 미러링할 길이(바
이트)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 값을 100으로 설정하면 필터링 기준에 맞는 첫 100바이트가 대상에
복사됩니다.
전체 패킷을 미러링하지 않을 경우 PacketLength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미러링할 각 패킷의 바이트 수
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ssionNumber
세션 번호는 인터페이스가 여러 세션에 의해 사용될 때 세션이 평가되는 순서를 지정합니다. 일치하는
필터의 첫 번째 세션은 패킷을 미러링하는 세션입니다.
유효한 값은 1-32766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트래픽 미러 세션에 할당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fficMirrorFilterId
트래픽 미러 필터의 ID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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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fficMirrorTargetId
트래픽 미러 대상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rtualNetworkId
트래픽 미러 세션에 대한 VXLAN ID입니다. VXLAN 프로토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FC 7348을 참조
하십시오. VirtualNetworkId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계정용 고유 ID가 무작위로 선택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트래픽 미러 세션의 ID.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트래픽 미러 세션 생성
이는 각 패킷에서 첫 100바이트를 미러링하는 트래픽 미러 세션입니다.

JSON
{

}

"SampleTrafficMirrorSession": {
"Type": "AWS::EC2::TrafficMirrorSession",
"Properties": {
"Description": "Example traffic mirror session",
"NetworkInterfaceId": "eni-070203a001EXAMPLE",
"TrafficMirrorTargetId": "tmt-5319fsEXAMPLE",
"TrafficMirrorFilterId": "tmf-1tdbhqEXAMPLE",
"SessionNumber": 1,
"PacketLength": 100,
"VirtualNetworkId": 1234,
"Tags": [
{
"Key": "Name",
"Value": "SampleSessio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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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SampleTrafficMirrorSession:
Type: "AWS::EC2::TrafficMirrorSession"
Properties:
Description: "Example traffic mirror session"
NetworkInterfaceId: "eni-070203a001EXAMPLE"
TrafficMirrorTargetId: "tmt-5319fsEXAMPLE"
TrafficMirrorFilterId: "tmf-1tdbhqEXAMPLE"
SessionNumber: 1
PacketLength: 100
VirtualNetworkId: 1234
Tags:
- Key: "Name"
Value: "SampleSession"

참고 항목
• 트래픽 미러링의 트래픽 미러 세션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TrafficMirrorSession

AWS::EC2::TrafficMirrorTarget
트래픽 미러 세션에 대한 대상을 지정합니다.
트래픽 미러 대상은 미러링된 트래픽에 대한 대상입니다. 트래픽 미러 소스 및 트래픽 미러 대상(모니터링 어
플라이언스)은 VPC 피어링 또는 전송 게이트웨이를 통해 연결된 서로 다른 VPC 또는 동일한 VPC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트래픽 미러 대상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Network Load Balancer일 수 있습니다.
트래픽 미러 세션에서 대상을 사용하려면 AWS::EC2::TrafficMirrorSession을 사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TrafficMirrorTarget",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NetworkInterfaceId" : String,
"NetworkLoadBalancerArn"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EC2::TrafficMirrorTarget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NetworkInterfaceId: String
NetworkLoadBalancer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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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트래픽 미러 대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etworkInterfaceId
대상과 연결된 네트워트 인터페이스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etworkLoadBalancerArn
대상과 연결된 Network Load Balancer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트래픽 미러 대상에 할당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트래픽 미러 대상의 ID.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Network Load Balancer에 연결된 트래픽 미러 대상 생성
Network Load Balancer에 연결된 트래픽 미러 대상입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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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NLBTrafficMirrorTarget": {
"Type": "AWS::EC2::TrafficMirrorTarget",
"Properties": {
"Description": "Example traffic mirror target associated with a network load
balancer",
"NetworkLoadBalancerArn": "arn:aws:elasticloadbalancing:useast-1:724145273726:loadbalancer/net/NLB/7cabvhEXAMPLE",
"Tags": [
{
"Key": "Name",
"Value": "SampleNLBTarget"
}
]
}
}
}

YAML
SampleNLBTrafficMirrorTarget:
Type: "AWS::EC2::TrafficMirrorTarget"
Properties:
Description: "Example traffic mirror target associated with a network load balancer",
NetworkLoadBalancerArn: "arn:aws:elasticloadbalancing:useast-1:724145273726:loadbalancer/net/NLB/7cabvhEXAMPLE"
Tags:
- Key: "Name"
Value: "SampleNLBTarget"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트래픽 미러 대상 생성
이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결된 트래픽 미러 대상입니다.

JSON
{

}

"SampleNetworkInterfaceTarget": {
"Type": "AWS::EC2::TrafficMirrorTarget",
"Properties": {
"Description": "Example traffic mirror target associated with a network interface",
"NetworkInterfaceId": "eni-070203a001EXAMPLE",
"Tags": [
{
"Key": "Name",
"Value": "SampleNetworkInterfaceTarget"
}
]
}
}

YAML
SampleNetworkInterfaceTarget:
Type: "AWS::EC2::TrafficMirrorTarget"
Properties:
Description: "Example traffic mirror target associated with a network interface"
NetworkInterfaceId: "eni-070203a001EXAMPLE"
Tags:
- Key: "Name"
Value: "SampleNetworkInterface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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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트래픽 미러링의 트래픽 미러 대상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TrafficMirrorTarget

AWS::EC2::TransitGateway
전송 게이트웨이를 지정합니다.
전송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가상 사설 클라우드(VPC)와 온프레미스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송 게이트웨이가 available 상태로 전환된 후 VPC 및 VPN 연결부를 전송 게이트웨이에 연결할 수 있습
니다.
VPC를 연결하려면 AWS::EC2::TransitGatewayAttachment를 사용합니다.
VPN 연결부를 연결하려면 AWS::EC2::CustomerGateway를 사용하여 고객 게이트웨이를 생성하고
AWS::EC2::VPNConnection에 대한 호출에서 전송 게이트웨이의 ID와 고객 게이트웨이의 ID를 지정합니다.
전송 게이트웨이를 생성할 때 기본 전송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 기본 연결 라우팅 테이블과 기
본 전파 라우팅 테이블로 사용합니다.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전송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 라우팅 전파를 비활성화한 경우 기본 전송 게이트웨
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지 않습니다.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Propagation을 사용하여 리소
스 연결에서 전송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로 라우팅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연결을 비활성화한 경우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Association을 사용하여 리소스 연결부를 전송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
이블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TransitGateway",
"Properties" : {
"AmazonSideAsn" : Integer,
"AssociationDefaultRouteTableId" : String,
"AutoAcceptSharedAttachments" : String,
"DefaultRouteTableAssociation" : String,
"DefaultRouteTablePropagation" : String,
"Description" : String,
"DnsSupport" : String,
"MulticastSupport" : String,
"PropagationDefaultRouteTableId" : String,
"Tags" : [ Tag, ... ],
"TransitGatewayCidrBlocks" : [ String, ... ],
"VpnEcmpSupport" : String
}

YAML
Type: AWS::EC2::TransitGateway
Properties:
AmazonSideAsn: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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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DefaultRouteTableId: String
AutoAcceptSharedAttachments: String
DefaultRouteTableAssociation: String
DefaultRouteTablePropagation: String
Description: String
DnsSupport: String
MulticastSupport: String
PropagationDefaultRouteTableId: String
Tags:
- Tag
TransitGatewayCidrBlocks:
- String
VpnEcmpSupport: String

Properties
AmazonSideAsn
Amazon 측 BGP 세션의 프라이빗 자율 시스템 번호(ASN)입니다. 16비트 ASN의 경우 범위는 64512 ~
65534입니다. 기본값은 64512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ssociationDefaultRouteTableId
기본 연결 라우팅 테이블의 I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oAcceptSharedAttachments
첨부 파일 요청의 자동 수락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기본 설정은 "Disabl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 | ena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RouteTableAssociation
기본 연결 라우팅 테이블과의 자동 연결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 | ena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RouteTablePropagation
기본 전파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라우팅 자동 전파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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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 | ena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전송 게이트웨이의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nsSupport
DNS 지원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 | ena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ulticastSupport
전송 게이트웨이에서 멀티캐스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 | enabl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pagationDefaultRouteTableId
기본 전파 라우팅 테이블의 I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전송 게이트웨이에 대한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itGatewayCidrBlocks
전송 게이트웨이 CIDR 블록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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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nEcmpSupport
Equal Cost Multipath Protocol 지원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 | ena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전송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Id
전송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예제
전송 게이트웨이 생성
다음 예에서는 전송 게이트웨이를 선언합니다.

JSON
"myTransitGateway": {
"Type": "AWS::EC2::TransitGateway",
"Properties": {
"AmazonSideAsn": 65000,
"Description": "TGW Route Integration Test",
"AutoAcceptSharedAttachments": "disable",
"DefaultRouteTableAssociation": "enable",
"DnsSupport": "enable",
"VpnEcmpSupport": "enable",
"Tags": [
{
"Key": "Application",
"Value": {
"Ref": "AWS::Stack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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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myTransitGateway:
Type: "AWS::EC2::TransitGateway"
Properties:
AmazonSideAsn: 65000
Description: "TGW Route Integration Test"
AutoAcceptSharedAttachments: "disable"
DefaultRouteTableAssociation: "enable"
DnsSupport: "enable"
VpnEcmpSupport: "enable"
Tags:
- Key: Application
Value: !Ref 'AWS::StackId'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TransitGateway
• AWS::RAM::ResourceShare

AWS::EC2::TransitGatewayAttachment
VPC를 전송 게이트웨이에 연결합니다.
이미 연결된 VPC의 CIDR 범위와 중첩되는 CIDR에 VPC를 연결할 경우 새 VPC CIDR 범위는 기본 전파 라
우팅 테이블에 전파되지 않습니다.
연결된 전송 게이트웨이에 VPC 트래픽을 전송하려면 AWS::EC2::Route를 사용하여 VPC 라우팅 테이블에
라우팅을 추가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TransitGatewayAttachment",
"Properties" : {
"SubnetIds" : [ String, ... ],
"Tags" : [ Tag, ... ],
"TransitGatewayId" : String,
"VpcId" : String
}

YAML
Type: AWS::EC2::TransitGatewayAttachment
Properties:
SubnetIds:
- String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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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TransitGatewayId: String
VpcId: String

Properties
SubnetIds
한 개 이상의 서브넷의 ID입니다. 가용 영역당 1개의 서브넷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하나의 서브넷
을 지정해야 하며, 더 나은 가용성을 위해 2개의 서브넷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송 게이트웨이에
서는 각 지정된 서브넷으로부터 하나의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연결에 대한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ransitGatewayId
전송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cId
VPC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연결의 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TransitGatewayVpcAttachment
• Amazon EC2 API 참조의 ModifyTransitGatewayVpc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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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2::TransitGatewayConnect
지정된 전송 게이트웨이 연결에서 Connect 연결을 생성합니다. Connect 연결은 전송 게이트웨이와 어플라
이언스 간의 연결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GRE 기반 터널 연결입니다.
Connect 연결에서는 기존 VPC 또는 AWS Direct Connect 연결을 기본 전송 메커니즘으로 사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TransitGatewayConnect",
"Properties" : {
"Options" : TransitGatewayConnectOptions (p. 2626),
"Tags" : [ Tag, ... ],
"TransportTransitGatewayAttachmentId" : String
}

YAML
Type: AWS::EC2::TransitGatewayConnect
Properties:
Options:
TransitGatewayConnectOptions (p. 2626)
Tags:
- Tag
TransportTransitGatewayAttachmentId: String

Properties
Options
Connect 연결 옵션입니다.
• 프로토콜(gre)
Required: 예
Type: TransitGatewayConnectOptions (p. 262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연결에 대한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portTransitGatewayAttachmentId
Connect 연결을 생성할 때 사용된 연결의 ID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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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전송 게이트웨이 연결을 반환합니
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reationTime
생성 시간입니다.
State
연결의 상태입니다.
TransitGatewayAttachmentId
전송 게이트웨이 연결의 ID입니다.
TransitGatewayId
전송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AWS::EC2::TransitGatewayConnect TransitGatewayConnectOptions
Connect 연결 옵션을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otocol" : String

YAML
Protocol: String

Properties
Protocol
터널 프로토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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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r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Domain
지정된 전송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멀티캐스트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도메인을 생성하기 전에 전송 게이트웨이가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Domain",
"Properties" : {
"Options" : Json,
"Tags" : [ Tag, ... ],
"TransitGatewayId" : String
}

YAML
Type: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Domain
Properties:
Options: Json
Tags:
- Tag
TransitGatewayId: String

Properties
Options
전송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도메인의 옵션입니다.
• autoAcceptSharedAssociations(사용 | 사용 안 함)
• igmpv2Support(사용 | 사용 안 함)
• staticSourcesSupport(사용 | 사용 안 함)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전송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도메인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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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itGatewayId
전송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전송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도메
인 ID를 반환합니다. 예: tgw-mcast-domain-000fb24d04EXAMPLE.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reationTime
멀티캐스트 도메인이 생성된 시간입니다.
State
멀티캐스트 도메인의 상태입니다.
TransitGatewayMulticastDomainArn
멀티캐스트 도메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TransitGatewayMulticastDomainId
멀티캐스트 도메인의 ID입니다.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TransitGatewayMulticastDomain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DomainAssociation
지정된 서브넷 및 전송 게이트웨이 연결을 지정된 전송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도메인에 연결합니다.
리소스를 추가하려면 전송 게이트웨이 연결이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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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DomainAssociation",
"Properties" : {
"SubnetId" : String,
"TransitGatewayAttachmentId" : String,
"TransitGatewayMulticastDomainId" : String
}

YAML
Type: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DomainAssociation
Properties:
SubnetId: String
TransitGatewayAttachmentId: String
TransitGatewayMulticastDomainId: String

Properties
SubnetId
전송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도메인에 연결할 서브넷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ransitGatewayAttachmentId
전송 게이트웨이 연결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ransitGatewayMulticastDomainId
전송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도메인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전송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도메
인 ID를 반환합니다. 예: tgw-mcast-domain-000fb24d04EXAMPLE.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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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Id
리소스의 ID입니다.
ResourceType
리소스 유형입니다(예: VPC 연결).
State
리소스의 상태입니다.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AssociateTransitGatewayMulticastDomain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GroupMember
전송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그룹에 멤버(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등록합니다.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수신하
는, 지원되는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멤버입니다. 지원되는 인스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전송 게이트웨이에서 멀티캐스트 고려 사항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GroupMember",
"Properties" : {
"GroupIpAddress" : String,
"NetworkInterfaceId" : String,
"TransitGatewayMulticastDomainId" : String
}

YAML
Type: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GroupMember
Properties:
GroupIpAddress: String
NetworkInterfaceId: String
TransitGatewayMulticastDomainId: String

Properties
GroupIpAddress
전송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그룹에 할당된 IP 주소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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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InterfaceId
전송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그룹에 등록할 그룹 멤버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ransitGatewayMulticastDomainId
전송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도메인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전송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도메
인 그룹 멤버 ID를 반환합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GroupMember
등록된 전송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도메인 그룹 멤버에 대한 정보입니다.
GroupSource
리소스가 전송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도메인 그룹 멤버임을 나타냅니다.
MemberType
그룹 멤버의 유형입니다(예: static).
ResourceId
리소스의 ID입니다.
ResourceType
리소스 유형입니다(예: VPC 연결).
SourceType
소스 유형입니다.
SubnetId
서브넷의 ID입니다.
TransitGatewayAttachmentId
전송 게이트웨이 연결의 ID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263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2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RegisterTransitGatewayMulticastGroupMembers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GroupSource
소스(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지정된 전송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도메인에 등록합니다.
멀티캐스트 소스는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전송하는, 지원되는 인스턴스에 연결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입니
다. 지원되는 인스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전송 게이트웨이에서 멀티캐스트 고려 사항을 참
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GroupSource",
"Properties" : {
"GroupIpAddress" : String,
"NetworkInterfaceId" : String,
"TransitGatewayMulticastDomainId" : String
}

YAML
Type: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GroupSource
Properties:
GroupIpAddress: String
NetworkInterfaceId: String
TransitGatewayMulticastDomainId: String

Properties
GroupIpAddress
전송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그룹에 할당된 IP 주소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etworkInterfaceId
전송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그룹에 등록할 그룹 소스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ransitGatewayMulticastDomainId
전송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도메인의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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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전송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도메
인 그룹 소스를 반환합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GroupMember
등록된 전송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도메인 그룹 멤버에 대한 정보입니다.
GroupSource
리소스가 전송 게이트웨이 그룹 멤버임을 나타냅니다.
MemberType
그룹 멤버의 유형입니다(예: static).
ResourceId
리소스의 ID입니다.
ResourceType
리소스 유형입니다(예: VPC 연결).
SourceType
소스 유형입니다.
SubnetId
서브넷의 ID입니다.
TransitGatewayAttachmentId
전송 게이트웨이 연결의 ID입니다.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RegisterTransitGatewayMulticastGroupSources

AWS::EC2::TransitGatewayPeeringAttachment
지정된 전송 게이트웨이(요청자)와 피어 전송 게이트웨이(수락자) 간에 전송 게이트웨이 피어링 연결을 요청
합니다. 전송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피어 전송 게이트웨이는 사용자 계정 또는 다른
AWS 계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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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링 연결을 생성한 후 수락자 전송 게이트웨이의 소유자가 연결 요청을 수락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TransitGatewayPeeringAttachment",
"Properties" : {
"PeerAccountId" : String,
"PeerRegion" : String,
"PeerTransitGatewayId" : String,
"Tags" : [ Tag, ... ],
"TransitGatewayId" : String
}

YAML
Type: AWS::EC2::TransitGatewayPeeringAttachment
Properties:
PeerAccountId: String
PeerRegion: String
PeerTransitGatewayId: String
Tags:
- Tag
TransitGatewayId: String

Properties
PeerAccountId
전송 게이트웨이를 소유한 AWS 계정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eerRegion
전송 게이트웨이의 리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eerTransitGatewayId
전송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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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전송 게이트웨이 피어링 연결에 대한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itGatewayId
전송 게이트웨이 피어링 연결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전송 게이트웨이 피어링 연결의 ID
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reationTime
전송 게이트웨이 피어링 연결이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State
전송 게이트웨이 피어링 연결의 상태입니다. initiating 상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TransitGatewayAttachmentId
전송 게이트웨이 피어링 연결의 ID입니다.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TransitGatewayPeeringAttachment

AWS::EC2::TransitGatewayRoute
전송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고정 라우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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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EC2::TransitGatewayRoute",
"Properties" : {
"Blackhole" : Boolean,
"DestinationCidrBlock" : String,
"TransitGatewayAttachmentId" : String,
"TransitGatewayRouteTableId" : String
}

YAML
Type: AWS::EC2::TransitGatewayRoute
Properties:
Blackhole: Boolean
DestinationCidrBlock: String
TransitGatewayAttachmentId: String
TransitGatewayRouteTableId: String

Properties
Blackhole
이 라우팅과 일치하는 트래픽을 삭제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tinationCidrBlock
대상 일치에 사용되는 CIDR 블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ransitGatewayAttachmentId
연결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ransitGatewayRouteTableId
전송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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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전송 게이트웨이 라우팅의 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
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TransitGatewayRoute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
전송 게이트웨이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
"Properties" : {
"Tags" : [ Tag, ... ],
"TransitGatewayId" : String
}

YAML
Type: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
Properties:
Tags:
- Tag
TransitGatewayId: String

Properties
Tags
라우팅 테이블에 할당되는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ransitGatewayId
전송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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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전송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의 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
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TransitGatewayRouteTable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Association
지정된 연결부를 지정된 전송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에 연결합니다. 1개의 라우팅 테이블만 연결부에 연
결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과 연결된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려면 먼저 첨부 파일과 현재 연결되어 있는 전송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의 연결을 해제해야 합니다. 먼저 스택을 업데이트하여 연결된 전송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
을 제거한 다음 연결할 새 전송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의 ID로 스택을 업데이트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 {
"TransitGatewayAttachmentId" : String,
"TransitGatewayRouteTableId" : String
}

YAML
Type: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TransitGatewayAttachmentId: String
TransitGatewayRouteTableId: String

Properties
TransitGatewayAttachmentId
연결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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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GatewayRouteTableId
전송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전송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 연
결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AssociateTransitGatewayRouteTable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Propagation
지정된 전파 라우팅 테이블에 라우팅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연결을 활성화합니다.
전송 게이트웨이 라우팅 전파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PI 참조의
EnableTransitGatewayRouteTablePropagation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Propagation",
"Properties" : {
"TransitGatewayAttachmentId" : String,
"TransitGatewayRouteTableId" : String
}

YAML
Type: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Propagation
Properties:
TransitGatewayAttachmentId: String
TransitGatewayRouteTableId: String

Properties
TransitGatewayAttachmentId
연결의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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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ransitGatewayRouteTableId
전파 라우팅 테이블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전파되는 전송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EnableTransitGatewayRouteTablePropagation

AWS::EC2::Volume
Amazon Elastic Block Store(Amazon EBS) 볼륨을 지정합니다. AWS::EC2::VolumeAttachment를 사용하여
동일한 가용 영역의 인스턴스에 볼륨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Iops, Size 또는 VolumeType을 수정하는 Amazon EBS 볼륨을
업데이트할 경우 다른 작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휴지 기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택에서 오래 동안
UPDATE_IN_PROGRESS 또는 UPDATE_ROLLBACK_IN_PROGRESS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할 수 있습
니다.
Amazon EBS는 Amazon EBS 볼륨의 크기를 줄이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AWS CloudFormation은 롤백
시 Amazon EBS 볼륨을 더 작은 크기로 수정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Amazon EBS에 대해 휴지 기간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 Amazon EBS 볼륨을 성공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가 성공합니다. 휴지 기간 중에 다른 업데이트를
시도하면 해당 업데이트에 휴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 Amazon EBS 볼륨을 성공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가 성공하지만 update-stack 호출에서 다른
변경이 실패합니다. 롤백으로 인해 휴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휴지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볼륨 수정 시 요구 사항을 참조하세요.
DeletionPolicy 속성
스택을 삭제할 때 AWS CloudFormation에서 볼륨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어하려면 볼륨에 대한 삭제 정책을
설정합니다. 볼륨을 유지 또는 삭제하거나 볼륨의 스냅샷을 생성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etionPolicy 속성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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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스냅샷을 생성하는 삭제 정책을 설정한 경우 볼륨의 모든 태그가 스냅샷에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Volume",
"Properties" : {
"AutoEnableIO" : Boolean,
"AvailabilityZone" : String,
"Encrypted" : Boolean,
"Iops" : Integer,
"KmsKeyId" : String,
"MultiAttachEnabled" : Boolean,
"OutpostArn" : String,
"Size" : Integer,
"SnapshotId" : String,
"Tags" : [ Tag, ... ],
"Throughput" : Integer,
"VolumeType" : String
}

YAML
Type: AWS::EC2::Volume
Properties:
AutoEnableIO: Boolean
AvailabilityZone: String
Encrypted: Boolean
Iops: Integer
KmsKeyId: String
MultiAttachEnabled: Boolean
OutpostArn: String
Size: Integer
SnapshotId: String
Tags:
- Tag
Throughput: Integer
VolumeType: String

Properties
AutoEnableIO
I/O 작업에 대해 볼륨을 자동으로 활성화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Amazon EBS에서는 볼륨
의 데이터가 잠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면 연결된 EC2 인스턴스에서 볼륨으로의 I/O를 비
활성화합니다. 볼륨의 일관성이 문제가 아니고, 볼륨이 손상된 경우 볼륨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볼륨을 구성하여 자동으로 I/O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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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ilityZone
볼륨을 생성할 가용 영역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Encrypted
볼륨이 암호화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암호화 상태를 true로 설정하는 경우의 결과는 볼륨
오리진(신규 또는 스냅샷에서), 시작 암호화 상태, 소유권, 암호화의 기본 활성화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암호화 기본 제공을 참조하세요.
암호화된 Amazon EBS 볼륨은 Amazon EBS 암호화를 지원하는 인스턴스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지원되는 인스턴스 유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Iops
초당 I/O 작업 수(IOPS) 입니다. gp3, io1 및 io2 볼륨의 경우 이 값은 해당 볼륨에 프로비저닝되는
IOPS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gp2 볼륨의 경우 이 값은 볼륨이 버스트에서 I/O 크레딧을 축적하는 볼륨과
속도에 대한 기준 성능을 나타냅니다.
각 볼륨 유형에 대해 지원되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gp3: 3,000-16,000 IOPS
• io1: 100-64,000 IOPS
• io2: 100-64,000 IOPS
io1 및 io2 볼륨은 Nitro 시스템에 구축된 인스턴스에서만 최대 64,000 IOPS를 지원합니다. 다른 인스
턴스 패밀리는 최대 32,000 IOPS의 성능을 지원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io1 및 io2 볼륨에 필요합니다. gp3 볼륨의 기본값은 3,000 IOPS입니다. gp2, st1,
sc1 또는 standard 볼륨에는 이 파라미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KeyId
Amazon EBS 암호화에 사용할 AWS KMS key의 식별자입니다. KmsKeyId가 지정되면 암호화된 상태
가 true여야 합니다.
이 속성을 생략하고 계정에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사용되거나 Encrypted가 true로 설정된 경우 계정에
지정된 기본 키를 사용하여 볼륨이 암호화됩니다. 계정에 기본 키가 없는 경우 볼륨은 AWS managed
key를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또는 다른 키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키 ID. 예: 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 키 별칭. alias/를 접두사로 사용하여 키의 별칭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별칭이 my_cmk인 키의 경
우 alias/my_cmk를 사용합니다. AWS managed key를 지정하려면 alias/aws/ebs를 사용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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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ARN. 예: arn:aws:kms:us-east-1:012345678910:key/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 별칭 ARN. 예: arn:aws:kms:us-east-1:012345678910:alias/ExampleAlias.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MultiAttachEnabled
Amazon EBS 다중 연결의 활성화 여부를 나타냅니다.
AWS CloudFormation은 현재 단일 연결 볼륨을 다중 연결 지원으로 업데이트하거나, 다중 연결 지원 볼
륨을 단일 연결로 업데이트하거나, 다중 연결 지원 볼륨의 초당 I/O 작업 수(IOPS) 또는 크기를 업데이트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ostArn
Outpost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ze
볼륨 크기(GiB)입니다. 스냅샷 ID 또는 볼륨 크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스냅샷을 지정하는 경우 기본값은
스냅샷 크기입니다. 스냅샷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 볼륨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볼륨 유형에 대해 지원되는 볼륨 크기입니다.
• gp2 및 gp3: 1-16,384
• io1 및 io2: 4-16,384
• st1 및 sc1: 125-16,384
• standard: 1-1,024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apshotId
볼륨을 생성할 스냅샷입니다. 스냅샷 ID 또는 볼륨 크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Tags
생성 도중 볼륨에 적용되는 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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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oughput
볼륨이 지원하는 처리량(MiB/s) 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Type
볼륨 유형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다음 값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범용 SSD: gp2 | gp3
• 프로비저닝된 IOPS SSD: io1 | io2
• 처리량에 최적화된 HDD: st1
• 콜드 HDD: sc1
• 마그네틱: standard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 볼륨 유형을 참조하세요.
기본값: gp2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p2 | gp3 | io1 | io2 | sc1 | st1 | standar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입니다. 예:
vol-5cb85026.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DeletionPolicy가 포함된 암호화된 Amazon EBS 볼륨
다음 예제에서는 스택이 삭제될 때 볼륨의 스냅샷을 생성하는 DeletionPolicy 속성이 포함된 암호화된 gp2
볼륨을 생성합니다.

JSON
"NewVolume" : {
"Type" : "AWS::EC2::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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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
"Size" : "100",
"Encrypted" : "true",
"AvailabilityZone" : { "Fn::GetAtt" : [ "Ec2Instance", "AvailabilityZone" ] },
"Tags" : [ {
"Key" : "MyTag",
"Value" : "TagValue"
} ]
},
"DeletionPolicy" : "Snapshot"

YAML
NewVolume:
Type: AWS::EC2::Volume
Properties:
Size: 100
Encrypted: true
AvailabilityZone: !GetAtt Ec2Instance.AvailabilityZone
Tags:
- Key: MyTag
Value: TagValue
DeletionPolicy: Snapshot

프로비저닝된 IOPS SSD(io1) 볼륨
다음 예제에서는 100 프로비저닝된 IOPS를 사용하여 100GiB io1을 생성합니다.

JSON
"NewVolume" : {
"Type" : "AWS::EC2::Volume",
"Properties" : {
"Size" : "100",
"VolumeType" : "io1",
"Iops" : "100",
"AvailabilityZone" : { "Fn::GetAtt" : [ "EC2Instance", "AvailabilityZone" ] }
}
}

YAML
NewVolume:
Type: AWS::EC2::Volume
Properties:
Size: 100
VolumeType: io1
Iops: 100
AvailabilityZone: !GetAtt Ec2Instance.AvailabilityZone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Volume

AWS::EC2::VolumeAttachment
Amazon EBS 볼륨을 실행 중인 인스턴스에 연결하고 지정된 장치 이름이 있는 인스턴스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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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소스를 삭제하고 따라서 볼륨을 분리하려면 먼저 인스턴스에서 볼륨의 탑재를 해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리 시도가 계속되지만 볼륨이 사용 중 상태에서 멈추게 되어 파일 시스템 또는 포함된 데이터
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Amazon EBS 볼륨이 인스턴스의 루트 장치인 경우 인스턴스가 ‘실행 중’ 상태인 동안에는 볼륨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루트 볼륨을 분리하려면 먼저 인스턴스를 중지합니다.
루트 볼륨이 AWS Marketplace 제품 코드가 있는 인스턴스에서 분리되면 해당 볼륨의 제품 코드가 더 이상
인스턴스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VolumeAttachment",
"Properties" : {
"Device" : String,
"InstanceId" : String,
"VolumeId" : String
}

YAML
Type: AWS::EC2::VolumeAttachment
Properties:
Device: String
InstanceId: String
VolumeId: String

Properties
Device
디바이스 이름입니다(예: /dev/sdh 또는 xvdh).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Id
볼륨이 연결되는 인스턴스의 ID입니다. 이 값은 AWS::EC2::Instance 리소스에 대한 참조 또는 기존
EC2 인스턴스의 물리적 ID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olumeId
Amazon EBS 볼륨의 ID입니다. 볼륨과 인스턴스는 동일 가용 영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 값은
AWS::EC2::Volume 리소스에 대한 참조 또는 기존 Amazon EBS 볼륨의 볼륨 ID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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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예제
실행 중인 인스턴스에 EBS 볼륨 연결
이 예에서는 EC2 EBS 볼륨을 논리적 이름이 ‘Ec2Instance’인 EC2 인스턴스에 연결합니다.

JSON
"NewVolume" : {
"Type" : "AWS::EC2::Volume",
"Properties" : {
"Size" : "100",
"AvailabilityZone" : { "Fn::GetAtt" : [ "Ec2Instance", "AvailabilityZone" ] },
"Tags" : [ {
"Key" : "MyTag",
"Value" : "TagValue"
} ]
}
},
"MountPoint" : {
"Type" : "AWS::EC2::VolumeAttachment",
"Properties" : {
"InstanceId" : { "Ref" : "Ec2Instance" },
"VolumeId" : { "Ref" : "NewVolume" },
"Device" : "/dev/sdh"
}
}

YAML
NewVolume:
Type: AWS::EC2::Volume
Properties:
Size: 100
AvailabilityZone: !GetAtt Ec2Instance.AvailabilityZone
Tags:
- Key: MyTag
Value: TagValue
DeletionPolicy: Snapshot
MountPoint:
Type: AWS::EC2::VolumeAttachment
Properties:
InstanceId: !Ref Ec2Instance
VolumeId: !Ref NewVolume
Device: /dev/sdh

참고 항목
•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Amazon Elastic Block Store(Amazon EBS)
•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인스턴스에 EBS 볼륨 연결
•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인스턴스에서 EBS 볼륨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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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EC2 API 참조의 AttachVolume
• Amazon EC2 API 참조의 DetachVolume

AWS::EC2::VPC
지정된 IPv4 CIDR 블록으로 VPC를 지정합니다. 생성할 수 있는 최소 VPC는 /28 넷마스크(16 IPv4 주소)를
사용하고, 최대의 경우 /16 넷마스크(65,536 IPv4 주소)를 사용합니다. VPC 확장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사용 설명서의 VPC와 서브넷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VPC",
"Properties" : {
"CidrBlock" : String,
"EnableDnsHostnames" : Boolean,
"EnableDnsSupport" : Boolean,
"InstanceTenancy"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String
EnableDnsHostnames: Boolean
EnableDnsSupport: Boolean
InstanceTenancy: String
Tags:
- Tag

Properties
CidrBlock
VPC의 기본 IPv4 CIDR 블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ableDnsHostnames
VPC에서 시작된 인스턴스가 DNS 호스트 이름을 가져오는지 나타냅니다. 활성화된 경우 VPC의 인스턴
스가 DNS 호스트 이름을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가져오지 않습니다. 기본이 아닌 VPC에 대해서는 기
본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VPC에서 DNS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DNS 지원을 활성화한 경우 DNS 호스트 이름만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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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nsSupport
VPC에 대해 DNS 확인이 지원되는지 나타냅니다. 활성화되면 IP 주소 169.254.169.253 또는 VPC 네트
워크 범위를 기초로 “+2”를 더해 예약된 IP 주소의 Amazon 제공 DNS 서버에 대한 쿼리에 성공할 것입
니다. 비활성화되면 퍼블릭 DNS 호스트 이름을 IP 주소로 확인하는 VPC의 Amazon 제공 DNS 서비스
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VPC에서 DNS 지원을 참조하십시
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Tenancy
VPC로 시작된 인스턴스의 허용되는 테넌시입니다.
• "default": 인스턴스 시작 중 다른 테넌트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VPC로 시작된 인스턴스
는 기본적으로 공유 하드웨어에서 실행됩니다.
• "dedicated": 인스턴스 시작 중 호스트의 테넌시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VPC로 시작된 인
스턴스는 기본적으로 전용 인스턴스입니다. 인스턴스 시작 중 기본 테넌트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InstanceTenancy에서 "dedicated"로 값을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만 "default" 업데이트 시 교체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InstanceTenancy에서 "default"로 "dedicated"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edicated | default | hos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VPC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VPC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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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rBlock
VPC의 IP 주소 세트입니다. 예: 10.0.0.0/16.
CidrBlockAssociations
VPC에 대한 IPv4 CIDR 블록 연결 ID의 목록입니다. 예: [ vpc-cidr-assoc-0280ab6b ].
DefaultNetworkAcl
VPC와 연결되는 기본 네트워크 ACL ID입니다. 예: acl-814dafe3.
DefaultSecurityGroup
VPC와 연결되는 기본 보안 그룹 ID입니다. 예: sg-b178e0d3.
Ipv6CidrBlocks
VPC와 연결된 IPv6 CIDR 블록 목록(예: [ 2001:db8:1234:1a00::/56 ])입니다.

예제
VPC
다음 예에서는 VPC를 지정합니다.

JSON
"myVPC" : {
"Type" : "AWS::EC2::VPC",
"Properties" : {
"CidrBlock" : "10.0.0.0/16",
"EnableDnsSupport" : "true",
"EnableDnsHostnames" : "true",
"Tags" : [
{"Key" : "stack", "Value" : "production"}
]
}
}

YAML
my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Tags:
- Key: stack
Value: production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Vpc
•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VPC 및 서브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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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2::VPCCidrBlock
CIDR 블록을 VPC와 연결합니다. 단일 IPv6 CIDR 블록만을 VPC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IPv6 CIDR 블록의
크기는 /56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CIDR 블록의 VPC 연결과 해당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사용 설명서의
VPC 및 서브넷 크기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VPCCidrBlock",
"Properties" : {
"AmazonProvidedIpv6CidrBlock" : Boolean,
"CidrBlock" : String,
"Ipv6CidrBlock" : String,
"Ipv6Pool" : String,
"VpcId" : String
}

YAML
Type: AWS::EC2::VPCCidrBlock
Properties:
AmazonProvidedIpv6CidrBlock: Boolean
CidrBlock: String
Ipv6CidrBlock: String
Ipv6Pool: String
VpcId: String

Properties
AmazonProvidedIpv6CidrBlock
VPC에 대한 /56 접두사 길이의 Amazon 제공 IPv6 CIDR 블록을 요청합니다. IPv6 주소의 범위 또는
CIDR 블록의 크기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idrBlock
VPC와 연결할 IPv4 CIDR 블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pv6CidrBlock
IPv6 주소 풀의 IPv6 CIDR 블록입니다. 또한 요청에서 Ipv6Pool을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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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에서 IPv6 CIDR 블록을 대신 선택하게 하려면 이 파라미터를 생략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pv6Pool
IPv6 CIDR 블록을 할당할 IPv6 주소 풀의 I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cId
VPC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VPC CIDR 블록의 연결 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Amazon 제공 IPv6 CIDR 블록 연결
다음 예에서는 아마존 제공 IPv6 CIDR 블록(접두사 길이 /56)을 TestVPCIpv6 VPC와 연결합니다.

JSON
"Ipv6VPCCidrBlock": {
"Type": "AWS::EC2::VPCCidrBlock",
"Properties": {
"AmazonProvidedIpv6CidrBlock": true,
"VpcId": { "Ref" : "TestVPCIpv6" }
}
}

YAML
Ipv6VPCCidrBlock:
Type: AWS::EC2::VPCCidrBlock
Properties:
AmazonProvidedIpv6CidrBlock: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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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Id: !Ref TestVPCIpv6

IPv4 CIDR 블록 및 Amazon 제공 IPv6 CIDR 블록 연결
다음 예제는 IPv4 CIDR 블록과 Amazon 제공 IPv6 CIDR 블록을 VPC와 연결합니다. 또한 VPC에 연결된
IPv4 CIDR 블록 연결 ID 및 IPv6 CIDR 블록 목록을 출력합니다.

JSON
{

"Resources": {
"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CidrBlock": "10.0.0.0/24"
}
},
"VpcCidrBlock": {
"Type": "AWS::EC2::VPCCidrBlock",
"Properties": {
"VpcId": {
"Ref": "VPC"
},
"CidrBlock": "192.0.0.0/24"
}
},
"VpcCidrBlockIpv6": {
"Type": "AWS::EC2::VPCCidrBlock",
"Properties": {
"VpcId": {
"Ref": "VPC"
},
"AmazonProvidedIpv6CidrBlock": true
}
}
},
"Outputs": {
"VpcId": {
"Value": {
"Ref": "VPC"
}
},
"PrimaryCidrBlock": {
"Value": {
"Fn::GetAtt": [
"VPC",
"CidrBlock"
]
}
},
"Ipv6CidrBlock": {
"Value": {
"Fn::Select": [
0,
{
"Fn::GetAtt": [
"VPC",
"Ipv6CidrBlocks"
]
}
]
}
},
"CidrBlockAssoc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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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alue": {
"Fn::Select": [
0,
{
"Fn::GetAtt": [
"VPC",
"CidrBlockAssociations"
]
}
]
}

YAML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24
VpcCidrBlock:
Type: AWS::EC2::VPCCidrBlock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92.0.0.0/24
VpcCidrBlockIpv6:
Type: AWS::EC2::VPCCidrBlock
Properties:
VpcId: !Ref VPC
AmazonProvidedIpv6CidrBlock: true
Outputs:
VpcId:
Value: !Ref VPC
PrimaryCidrBlock:
Value: !GetAtt VPC.CidrBlock
Ipv6CidrBlock:
Value: !Select [ 0, !GetAtt VPC.Ipv6CidrBlocks ]
CidrBlockAssociation:
Value: !Select [ 0, !GetAtt VPC.CidrBlockAssociations ]

AWS::EC2::VPCDHCPOptionsAssociation
DHCP 옵션 세트를 VPC에 연결하거나, DHCP 옵션 없음을 VPC에 연결합니다.
옵션을 VPC와 연결한 후, 그 VPC에서 시작하는 기존 인스턴스와 모든 새 인스턴스가 이런 옵션을 사용합니
다. 인스턴스를 다시 시작하거나 다시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스턴스가 DHCP 임대를 갱신하는 빈도에
따라 몇 시간 안에 변경 내용이 자동으로 파악됩니다. 인스턴스에서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임대를 명시적으
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C2::VPCDHCPOptionsAssociation",
"Proper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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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cpOptionsId" : String,
"VpcId" : String

YAML
Type: AWS::EC2::VPCDHCPOptionsAssociation
Properties:
DhcpOptionsId: String
VpcId: String

Properties
DhcpOptionsId
DHCP 옵션 세트의 ID이거나 DHCP 옵션 없음을 VPC에 연결할 default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Id
VPC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DHCP 옵션 연결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VPC DHCP 옵션 연결
다음 예에서는 Ref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myDHCPOptions DHCP 옵션과 myVPC VPC를 연결합니다. VPC
및 DHCP 옵션은 동일한 템플릿 안에서 선언하고 입력 파라미터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VPC 또는 DHCP 옵
션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EC2::VPC 또는 AWS::EC2::DHCPOptions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JSON
"myVPCDHCPOptionsAssociation" : {
"Type" : "AWS::EC2::VPCDHCPOptionsAssociation",
"Properties" : {
"VpcId" : {"Ref" : "myVPC"},
"DhcpOptionsId" : {"Ref" : "myDHCPOp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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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myVPCDHCPOptionsAssociation:
Type: AWS::EC2::VPCDHCPOptionsAssociation
Properties:
VpcId:
Ref: myVPC
DhcpOptionsId:
Ref: myDHCPOptions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AssociateDhcpOptions
•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DHCP 옵션 세트

AWS::EC2::VPCEndpoint
서비스용 VPC 엔드포인트를 지정합니다.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면 VPC와 서비스 사이에 프라이빗 연결을 생
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AWS, AWS Marketplace 파트너 또는 다른 AWS 계정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PrivateLink 사용 설명서에서 VPC 엔드포인트를 참조하세요.
gateway 엔드포인트는 AWS 서비스로 전달되는 트래픽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의 라우팅 대상 역할을 합니
다. VPC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엔드포인트에 연결할 엔드포인트 정책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는 VPC 라우팅 테이블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에서 Amazon S3 버킷에 연결할 때의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게이트웨이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S3 버킷에 연결할 수 없는 이유를 참조하세요.
interface 엔드포인트는 지정된 서비스와의 통신을 위한 엔드포인트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서브넷의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입니다 . 엔드포인트를 생성할 서브넷을 지정하고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결
할 보안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GatewayLoadBalancer 엔드포인트는 서브넷에서 VPC 엔드포인트 서비스로 구성된 Gateway Load
Balancer와의 통신을 위한 엔드포인트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VPCEndpoint",
"Properties" : {
"PolicyDocument" : Json,
"PrivateDnsEnabled" : Boolean,
"RouteTableIds" : [ String, ... ],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erviceName" : String,
"SubnetIds" : [ String, ... ],
"VpcEndpointType" : String,
"VpcId" :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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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EC2::VPCEndpoint
Properties:
PolicyDocument: Json
PrivateDnsEnabled: Boolean
RouteTableIds:
- String
SecurityGroupIds:
- String
ServiceName: String
SubnetIds:
- String
VpcEndpointType: String
VpcId: String

Properties
PolicyDocument
(인터페이스 및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엔드포인트에 연결할 정책입
니다.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에 대한 전체 액세스를 허용하는 기본 정책이 연결됩니
다.
YAML 형식의 CloudFormation 템플릿의 경우 정책을 JSON 또는 YAML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은 API를 호출하여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 또는 수정하기 전에 YAML 정책을
JSON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vateDnsEnabled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과 지정 VPC의 연결 여부를 나타냅니다. 프라이빗 호스
팅 영역에는 VPC에 있는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프라이빗 IP 주소를 해석하는 리전의 서비
스(예: kinesis.us-east-1.amazonaws.com)에 대한 기본 퍼블릭 DNS 이름의 레코드 세트가 포함
됩니다. 이를 통해 VPC 엔드포인트 서비스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퍼블릭 DNS 이름 대신 서비스의 기본
퍼블릭 DNS 이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을 사용하려면 VPC 설정 enableDnsHostnames 및 enableDnsSupport를
true로 지정해야 합니다.
기본값: fals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uteTableIds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 한 개 이상의 라우팅 테이블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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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GroupIds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결할 보안 그룹 하나 이상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Name
서비스 이름입니다. 가용 서비스 목록을 받아보려면 DescribeVpcEndpointServices 요청을 사용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을 가져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s
(인터페이스 및 Gateway Load Balancer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하나
이상의 서브넷의 ID입니다. Gateway Load Balancer 엔드포인트의 경우 서브넷을 1개만 지정할 수 있습
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EndpointType
엔드포인트의 유형입니다.
기본값: 게이트웨이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ateway | GatewayLoadBalancer | Interfac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cId
엔드포인트가 사용될 VPC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VPC 엔드포인트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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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reationTimestamp
VPC 엔드포인트가 생성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예: Fri Sep 28 23:34:36 UTC 2018.
DnsEntries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에 대한 DNS 항목입니다. 각 항목은 호스팅 영역 ID 및 DNS 이름
의 조합입니다. 항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렬됩니다. 리전별 퍼블릭 DNS, 영역별 퍼블릭 DNS, 프라
이빗 DNS 및 와일드카드 DNS. 이 순서는 AWS Marketplace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 호스팅 영역 ID는 Z1HUB23UULQXV이고, DNS 이름은
vpce-01abc23456de78f9g-12abccd3.ec2.us-east-1.vpce.amazonaws.com입니다.
["Z1HUB23UULQXV:vpce-01abc23456de78f9g-12abccd3.ec2.us-east-1.vpce.amazonaws.com",
"Z1HUB23UULQXV:vpce-01abc23456de78f9g-12abccd3-us-east-1a.ec2.useast-1.vpce.amazonaws.com", "Z1C12344VYDITB0:ec2.us-east-1.amazonaws.com"]
PrivateDnsEnabled 또는 SubnetIds 속성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목록 내 DNS 항목이 변경됩니다.
NetworkInterfaceIds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ID입니다. PrivateDnsEnabled 또는
SubnetIds 속성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목록 내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제
VPC 엔드포인트
다음 예에서는 examplebucket 버킷에 대한 s3:GetObject 작업만을 허용하는 VPC 엔드포인트를 지정합니
다. routetableA 및 routetableB 라우팅 테이블과 연결된 서브넷 내 S3에 대한 트래픽은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 자동으로 라우팅됩니다.

JSON
{

}

"S3Endpoint": {
"Type": "AWS::EC2::VPCEndpoint",
"Properties":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
"Action": ["s3:GetObject"],
"Resource": ["arn:aws:s3:::examplebucket/*"]
}]
},
"RouteTableIds": [{"Ref": "routetableA"}, {"Ref": "routetableB"}],
"ServiceName": {"Fn::Sub": "com.amazonaws.${AWS::Region}.s3"},
"VpcId": {"Ref": "VPC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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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S3Endpoint:
Type: 'AWS::EC2::VPCEndpoint'
Properties: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
Action:
- 's3:GetObject'
Resource:
- 'arn:aws:s3:::examplebucket/*'
RouteTableIds:
- !Ref routetableA
- !Ref routetableB
ServiceName: !Sub 'com.amazonaws.${AWS::Region}.s3'
VpcId: !Ref VPCID

AWS::EC2::VPCEndpointConnectionNotification
VPC 엔드포인트 또는 VPC 엔드포인트 서비스에 대한 연결 알림을 지정합니다. 연결 알림은 지정된 엔드
포인트의 이벤트를 알려줍니다. 알림을 받으려면 SNS 주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주제 생성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 대해서만 연결 알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VPCEndpointConnectionNotification",
"Properties" : {
"ConnectionEvents" : [ String, ... ],
"ConnectionNotificationArn" : String,
"ServiceId" : String,
"VPCEndpointId" : String
}

YAML
Type: AWS::EC2::VPCEndpointConnectionNotification
Properties:
ConnectionEvents:
- String
ConnectionNotificationArn: String
ServiceId: String
VPCEndpointId: String

Properties
ConnectionEvents
알림을 수신할 하나 이상의 엔드포인트 이벤트입니다. 유효한 값은 Accept, Connect, Delete 및
Rejec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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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ionNotificationArn
알림에 사용할 SNS 주제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Id
엔드포인트 서비스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CEndpointId
엔드포인트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VPC 엔드포인트 연결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EC2::VPCEndpointService
서비스 소비자(AWS 계정, IAM 사용자 및 IAM 역할)가 연결할 수 있는 VPC 엔드포인트 서비스 구성을 생성
합니다.
엔드포인트 서비스 구성을 생성하려면 먼저 서비스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생성해야 합니다.
• Network Load Balancer입니다. 서비스 소비자는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연결합니
다.
• Gateway Load Balancer입니다. 서비스 소비자는 Gateway Load Balancer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서비스
에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사용 설명서의 VPC 엔드포인트 서비스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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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EC2::VPCEndpointService",
"Properties" : {
"AcceptanceRequired" : Boolean,
"GatewayLoadBalancerArns" : [ String, ... ],
"NetworkLoadBalancerArns" : [ String, ... ]
}

YAML
Type: AWS::EC2::VPCEndpointService
Properties:
AcceptanceRequired: Boolean
GatewayLoadBalancerArns:
- String
NetworkLoadBalancerArns:
- String

Properties
AcceptanceRequired
서비스에 엔드포인트를 생성하려는 소비자의 요청을 수락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atewayLoadBalancerArns
하나 이상의 Gateway Load Balancer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LoadBalancerArns
서비스에 대한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VPC 엔드포인트 서비스 구성의 I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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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VpcEndpointServiceConfiguration
• AWS PrivateLink의 VPC 엔드포인트 서비스

AWS::EC2::VPCEndpointServicePermissions
VPC 엔드포인트 서비스 연결을 위한 서비스 소비자(IAM 사용자, IAM 역할 및 AWS 계정)의 권한을 부여 또
는 취소합니다.
모든 보안 주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서비스는 퍼블릭입니다. 퍼블릭 서비스의 이름을 아는 모든 사
용자가 엔드포인트 연결 요청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수동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연결이 자동으
로 승인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VPCEndpointServicePermissions",
"Properties" : {
"AllowedPrincipals" : [ String, ... ],
"ServiceId" : String
}

YAML
Type: AWS::EC2::VPCEndpointServicePermissions
Properties:
AllowedPrincipals:
- String
ServiceId: String

Properties
AllowedPrincipals
하나 이상의 보안 주체(IAM 사용자, IAM 역할 및 AWS 계정)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 목
록 내에 있는 보안 주체에게 권한이 부여됩니다. 모든 보안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면 별표(*)를 지정
합니다. 이 목록에 없는 보안 주체의 경우 권한이 취소됩니다. 목록이 비어 있는 경우 모든 권한이 취소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Id
서비스의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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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VPC 엔드포인트 서비스 권한의 ID
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EC2::VPCGatewayAttachment
VPC에 인터넷 게이트웨이 또는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연결하여 인터넷과 VPC 사이에 연결을 활성화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 {
"InternetGatewayId" : String,
"VpcId" : String,
"VpnGatewayId" : String
}

YAML
Type: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InternetGatewayId: String
VpcId: String
VpnGatewayId: String

Properties
InternetGatewayId
인터넷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InternetGatewayId 또는 VpnGatewayId 중 하나만 지정해야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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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Id
VPC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nGatewayId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InternetGatewayId 또는 VpnGatewayId 중 하나만 지정해야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VPC 게이트웨이 연결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VPN 게이트웨이 연결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VPN 게이트웨이를 둘 다 VPC에 연결하려면 개별
AWS::EC2::VPCGatewayAttachment 리소스 두 개를 지정해야 합니다.

JSON
"AttachGateway" : {
"Type" :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 {
"VpcId" : { "Ref" : "VPC" },
"InternetGatewayId" : { "Ref" : "myInternetGateway" }
}
},
"AttachVpnGateway" : {
"Type" :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 {
"VpcId" : { "Ref" : "VPC" },
"VpnGatewayId" : { "Ref" : "myVPNGateway" }
}
}

YAML
Attach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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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VpcId:
Ref: VPC
InternetGatewayId:
Ref: myInternetGateway
AttachVpnGateway:
Type: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VpcId:
Ref: VPC
VpnGatewayId:
Ref: myVPNGateway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AttachVpnGateway
•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인터넷 게이트웨이

AWS::EC2::VPCPeeringConnection
두 VPC(사용자가 보유한 요청자 VPC와 연결을 생성할 수락자 VPC) 간에 VPC 피어링 연결을 요청합니다.
수락자 VPC는 다른 AWS 계정에 속할 수 있으며, 요청자 VPC와 다른 리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요청자 VPC와 수락자 VPC는 CIDR 블록이 서로 겹칠 수 없습니다. VPC 간에 CIDR 블록이 겹치는 VPC 피
어링 연결 요청을 생성할 경우, VPC 피어링 연결의 상태가 failed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AWS 계정의 연습: VPC와 피어링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VPCPeeringConnection",
"Properties" : {
"PeerOwnerId" : String,
"PeerRegion" : String,
"PeerRoleArn" : String,
"PeerVpcId" : String,
"Tags" : [ Tag, ... ],
"VpcId" : String
}

YAML
Type: AWS::EC2::VPCPeeringConnection
Properties:
PeerOwnerId: String
PeerRegion: String
PeerRoleArn: String
PeerVpcId: String
Tags:
- Tag
VpcI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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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PeerOwnerId
수락자 VPC 소유자의 AWS 계정 ID입니다.
기본값: 사용자의 AWS 계정 I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eerRegion
수락자 VPC에 대한 리전(수락자 VPC가 요청을 생성하는 리전이 아닌 다른 리전에 위치한 경우)입니다.
기본값: 요청을 생성하는 리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eerRoleArn
다른 AWS 계정에서 피어링 연결을 위한 VPC 피어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다른 AWS 계정의 VPC를 피어링하는 경우 이 파라미터는 필수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eerVpcId
VPC 피어링 연결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VPC의 ID입니다. 요청에서 이 파라미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리소스에 할당된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Id
VPC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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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VPC 피어링 연결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참고 항목
• VPC 피어링 가이드의 VPC 피어링이란 무엇인가요?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VpcPeeringConnection

AWS::EC2::VPNConnection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와 VPN 고객 게이트웨이 간 또는 전송 게이트웨이와 VPN 고객 게이트웨이 간
VPN 연결을 지정합니다.
전송 게이트웨이와 고객 게이트웨이 간 VPN 연결을 지정하려면 TransitGatewayId 및
CustomerGatewayId 속성을 사용합니다.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와 고객 게이트웨이 간 VPN 연결을 지정하려면 VpnGatewayId 및
CustomerGatewayId 속성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ite-to-Site VPN 사용 설명서에서 AWS Site-to-Site VPN 섹션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VPNConnection",
"Properties" : {
"CustomerGatewayId" : String,
"StaticRoutesOnly" : Boolean,
"Tags" : [ Tag, ... ],
"TransitGatewayId" : String,
"Type" : String,
"VpnGatewayId" : String,
"VpnTunnelOptionsSpecifications" : [ VpnTunnelOptionsSpecification (p. 2671), ... ]
}

YAML
Type: AWS::EC2::VPNConnection
Properties:
CustomerGatewayId: String
StaticRoutesOnly: Boolean
Tags:
- Tag
TransitGatewayId: String
Type: String
VpnGatewayId: String
VpnTunnelOptionsSpecifications:
- VpnTunnelOptionsSpecification (p. 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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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ustomerGatewayId
VPN 연결 종단의 고객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ticRoutesOnly
VPN 연결이 고정 라우팅만 사용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고정 라우팅은 BGP를 지원하지 않는 디바
이스에 사용해야 합니다.
BGP(Border Gateway Protocol)를 지원하지 않는 디바이스에 대해 VPN 연결을 생성할 경우 true를 지
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VPN 연결에 할당되는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itGatewayId
VPN 연결과 관련된 전송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TransitGatewayId 또는 VpnGatewayId 중 하나만 지정해야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지정해서는 안 됩
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
VPN 연결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psec.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nGatewayId
VPN 연결에서 AWS 측에 있는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TransitGatewayId 또는 VpnGatewayId 중 하나만 지정해야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지정해서는 안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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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nTunnelOptionsSpecifications
VPN 연결에 대한 터널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pnTunnelOptionsSpecification (p. 2671)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VPN 연결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VPN 연결
다음 예에서는 myVPNGateway와 MyCustomerGateway 간의 VPN 연결을 지정합니다.

JSON
"myVPNConnection" : {
"Type" : "AWS::EC2::VPNConnection",
"Properties" : {
"Type" : "ipsec.1",
"StaticRoutesOnly" : "true",
"CustomerGatewayId" : {"Ref" : "myCustomerGateway"},
"VpnGatewayId" : {"Ref" : "myVPNGateway"}
}
}

YAML
myVPNConnection:
Type: AWS::EC2::VPNConnection
Properties:
Type: ipsec.1
StaticRoutesOnly: true
CustomerGatewayId:
!Ref myCustomerGateway
VpnGatewayId:
!Ref myVPNGateway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VPN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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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2::VPNConnection VpnTunnelOptionsSpecification
단일 VPN 터널에 대한 터널 옵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eSharedKey" : String,
"TunnelInsideCidr" : String

YAML
PreSharedKey: String
TunnelInsideCidr: String

Properties
PreSharedKey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 및 고객 게이트웨이 간에 초기 인증을 설정하기 위한 사전 공유 키(PSK)입니
다.
제약 조건: 허용되는 문자는 영숫자, 마침표(.), 밑줄(_)입니다. 8~64자 사이여야 하며 0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unnelInsideCidr
터널의 내부 IP 주소 범위. 지정된 CIDR 블록은 동일한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모든 VPN
연결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제약 조건: 169.254.0.0/16 범위의 크기/30 CIDR 블록. 다음 CIDR 블록은 예약되어 사용할 수 없습
니다.
• 169.254.0.0/30
• 169.254.1.0/30
• 169.254.2.0/30
• 169.254.3.0/30
• 169.254.4.0/30
• 169.254.5.0/30
• 169.254.169.252/30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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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2::VPNConnectionRoute
기존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와 VPN 고객 게이트웨이 간의 VPN 연결에 대한 고정 라우팅을 지정합니다.
고정 라우팅을 사용하면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에서 VPN 고객 게이트웨이로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ite-to-Site VPN 사용 설명서에서 AWS Site-to-Site VPN 섹션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VPNConnectionRoute",
"Properties" : {
"DestinationCidrBlock" : String,
"VpnConnectionId" : String
}

YAML
Type: AWS::EC2::VPNConnectionRoute
Properties:
DestinationCidrBlock: String
VpnConnectionId: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CidrBlock
고객 네트워크의 로컬 서브넷과 연결된 CIDR 블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nConnectionId
VPN 연결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VPN 연결 라우팅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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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VPN 연결 라우팅
다음 예에서는 VPN 연결 라우팅을 지정합니다.

JSON
"MyConnectionRoute0" : {
"Type" : "AWS::EC2::VPNConnectionRoute",
"Properties" : {
"DestinationCidrBlock" : "10.0.0.0/16",
"VpnConnectionId" : {"Ref" : "Connection0"}
}
}

YAML
MyConnectionRoute0:
Type: AWS::EC2::VPNConnectionRoute
Properties:
DestinationCidrBlock: 10.0.0.0/16
VpnConnectionId:
!Ref Connection0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VpnConnectionRoute

AWS::EC2::VPNGateway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지정합니다.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는 VPN 연결의 VPC 측 엔드포인트입니
다. VPC 자체를 생성하기 전에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ite-to-Site VPN 사용 설명서에서 AWS Site-to-Site VPN 섹션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VPNGateway",
"Properties" : {
"AmazonSideAsn" : Long,
"Tags" : [ Tag, ... ],
"Type" : String
}

YAML
Type: AWS::EC2::VPNGateway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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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SideAsn: Long
Tags:
- Tag
Type: String

Properties
AmazonSideAsn
Amazon 측 BGP 세션의 프라이빗 자율 시스템 번호(AS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ng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에 할당된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이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가 지원하는 VPN 연결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psec.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VPN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VPN 게이트웨이
다음 예에서는 IPSec 1을 사용하는 VPN 게이트웨이를 선언합니다.

JSON
"myVPNGateway" : {
"Type" : "AWS::EC2::VPNGateway",
"Properties" : {
"Type" : "ipsec.1",
"Tags" : [ { "Key" : "Use", "Value" : "Tes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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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myVPNGateway:
Type: AWS::EC2::VPNGateway
Properties:
Type: ipsec.1
Tags:
- Key: Use
Value: Test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VPNGateway

AWS::EC2::VPNGatewayRoutePropagation
VPC의 지정된 라우팅 테이블로 라우팅을 전파하도록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VGW)를 활성화합니다.
VPN 게이트웨이 경로 전파와 동일한 템플릿에 있는 VPN 게이트웨이를 참조하는 경우 VPN 게이트웨이
연결에 대한 종속성을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AWS::EC2::VPNGatewayRoutePropagation
리소스는 VPN에 성공적으로 연결될 때까지 VPC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AWS::EC2::VPNGatewayRoutePropagation 리소스에 DependsOn 속성을 추가하여 VPN 게이트웨이
연결에 대한 종속성을 명시적으로 선언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2::VPNGatewayRoutePropagation",
"Properties" : {
"RouteTableIds" : [ String, ... ],
"VpnGatewayId" : String
}

YAML
Type: AWS::EC2::VPNGatewayRoutePropagation
Properties:
RouteTableIds:
- String
VpnGatewayId: String

Properties
RouteTableIds
라우팅 테이블의 ID입니다. 라우팅 테이블은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가 연결된 것과 동일한 VPC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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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nGatewayId
VPC에 연결된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는 라우팅 테이블이 연
결된 것과 동일한 VPC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VPN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VPN 게이트웨이 라우팅 전파
다음 예에서는 PrivateRouteTable이라고 하는 프라이빗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라우팅 전파를 활성화합니다.

JSON
"myVPNGatewayRouteProp" : {
"Type" : "AWS::EC2::VPNGatewayRoutePropagation",
"Properties" : {
"RouteTableIds" : [{"Ref" : "PrivateRouteTable"}],
"VpnGatewayId" : {"Ref" : "VPNGateway"}
}
}

YAML
Type: AWS::EC2::VPNGatewayRoutePropagation
Properties:
RouteTableIds:
- !Ref PrivateRouteTable
VpnGatewayId: !Ref VPNGateway

참고 항목
• Amazon EC2 API 참조의 EnableVgwRoutePropagation

Amazon EC2 Auto Scaling 리소스 유형 참조
Amazon EC2 Auto Scaling supports creating Auto Scaling groups and related resources in AWS
CloudFormation. This section details the supported resources and also includes examples of templates for
each resourc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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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 find additional useful examples that create Auto Scaling groups and related resources in the
following sections of the AWS CloudFormation User Guide.
• For additional examples of Auto Scaling groups, see Auto scaling template snippets.
• For examples of Amazon EC2 launch templates, see AWS::EC2::LaunchTemplate.
리소스 유형
•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 2677)
•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p. 2701)
• AWS::AutoScaling::LifecycleHook (p. 2716)
•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 2721)
• AWS::AutoScaling::ScheduledAction (p. 2743)
• AWS::AutoScaling::WarmPool (p. 2748)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리소스는 Amazon EC2 Auto Scaling 그룹을 정의하며, 자동
확장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논리적 그룹으로 처리되는 Amazon EC2 인스턴스 모음입니다.

Note
Amazon EC2 Auto Scaling은 시작 템플릿 또는 시작 구성을 사용해 Auto Scaling 그룹의 일부로 시
작된 인스턴스를 구성합니다. 전용 호스트 및 T2 무제한 인스턴스와 같은 Amazon EC2의 최신 기능
을 사용하려면 시작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uto Scaling 그룹을 위한 시
작 템플릿 생성을 참조하세요. AWS::EC2::LaunchTemplate에서 시작 템플릿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API 참조의 CreateAutoScalingGroup 및
UpdateAutoScalingGroup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EC2 Auto Scaling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 {
"AutoScalingGroupName" : String,
"AvailabilityZones" : [ String, ... ],
"CapacityRebalance" : Boolean,
"Context" : String,
"Cooldown" : String,
"DesiredCapacity" : String,
"HealthCheckGracePeriod" : Integer,
"HealthCheckType" : String,
"InstanceId" : String,
"LaunchConfigurationName" : String,
"LaunchTemplate" : LaunchTemplateSpecification (p. 2693),
"LifecycleHookSpecificationList" : [ LifecycleHookSpecification (p. 2694), ... ],
"LoadBalancerNames" : [ String, ... ],
"MaxInstanceLifetime" : Integer,
"MaxSize" : String,
"MetricsCollection" : [ MetricsCollection (p. 2696), ... ],
"MinSiz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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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xedInstancesPolicy" : MixedInstancesPolicy (p. 2698),
"NewInstancesProtectedFromScaleIn" : Boolean,
"NotificationConfigurations" : [ NotificationConfiguration (p. 2699), ... ],
"PlacementGroup" : String,
"ServiceLinkedRoleARN" : String,
"Tags" : [ TagProperty (p. 2700), ... ],
"TargetGroupARNs" : [ String, ... ],
"TerminationPolicies" : [ String, ... ],
"VPCZoneIdentifier" : [ String, ... ]

YAML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String
AvailabilityZones:
- String
CapacityRebalance: Boolean
Context: String
Cooldown: String
DesiredCapacity: String
HealthCheckGracePeriod: Integer
HealthCheckType: String
InstanceId: String
LaunchConfigurationName: String
LaunchTemplate:
LaunchTemplateSpecification (p. 2693)
LifecycleHookSpecificationList:
- LifecycleHookSpecification (p. 2694)
LoadBalancerNames:
- String
MaxInstanceLifetime: Integer
MaxSize: String
MetricsCollection:
- MetricsCollection (p. 2696)
MinSize: String
MixedInstancesPolicy:
MixedInstancesPolicy (p. 2698)
NewInstancesProtectedFromScaleIn: Boolean
NotificationConfigurations:
- NotificationConfiguration (p. 2699)
PlacementGroup: String
ServiceLinkedRoleARN: String
Tags:
- TagProperty (p. 2700)
TargetGroupARNs:
- String
TerminationPolicies:
- String
VPCZoneIdentifier:
- String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Auto Scaling 그룹의 이름. 이름은 리전별로, 계정마다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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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255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vailabilityZones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가용 영역 목록입니다. VPCZoneIdentifier 또는
AvailabilityZones 속성 중 하나만 지정해야 합니다. 계정이 EC2-Classic 및 VPC를 지원하는 경우
인스턴스를 EC2-Classic으로 시작하는 Auto Scaling 그룹을 생성하려면 이 속성이 필요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pacityRebalance
용량 재조정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
서의 Amazon EC2 Auto Scaling 용량 리밸런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text
예약.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oldown
조정 활동을 완료한 후 다른 조정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간(초)입니다. 기본 값은 300입니다. 이
설정은 단순 조정 정책을 사용할 때 적용되지만 기타 조정 정책 또는 예약된 조정을 사용할 때는 적용되
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Auto Scaling 조정
휴지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iredCapacity
원하는 용량은 Auto Scaling 그룹을 만드는 시점의 초기 용량과 유지 보수를 시도하는 용량입니다. 자동
조정을 구성하면 이 용량을 초과하여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룹의 최소 크기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그룹의 최대 크기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스택
을 생성할 때 원하는 용량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룹의 최소 크기가 기본값이 됩니다.
CloudFormation은 원하는 용량에 도달하면 Auto Scaling 그룹을 성공으로 표시합니다(상태를
CREATE_COMPLETE로 설정). 그러나 지정한 시작 템플릿 또는 시작 구성에 최고 스팟 가격이 설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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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면 원하는 용량이 성공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청 이행 여부는 스팟 인스턴스 용량과 최
고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lthCheckGracePeriod
Amazon EC2 Auto Scaling이 서비스를 시작한 EC2 인스턴스의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대기하는 시간
(초)입니다. 기본 값은 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Auto Scaling
인스턴스 상태 확인을 참조하세요.
ELB 상태 확인을 추가하는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lthCheckType
상태 검사에 사용할 서비스입니다. 유효한 값은 EC2(기본값) 및 ELB입니다. 로드 밸런서(ELB) 상태 검
사를 사용하도록 Auto Scaling 그룹을 구성하면 EC2 상태 검사 또는 로드 밸런서 상태 검사에 실패할 경
우에 인스턴스를 비정상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Auto
Scaling 인스턴스 상태 확인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Id
시작 구성의 기반에 사용되는 인스턴스의 ID입니다. 지정된 경우 Amazon EC2 Auto Scaling은 지정된
인스턴스의 구성 값을 사용하여 새 시작 구성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Auto Scaling 그룹 생성을 참조하세요.
인스턴스 ID를 가져오려면 EC2 DescribeInstances API 작업을 사용합니다.
LaunchTemplate, MixedInstancesPolicy 또는 LaunchConfigurationName를 지정할 경우
InstanceId를 지정하지 마십시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aunchConfigurationName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데 사용할 시작 구성의 이름입니다.
LaunchTemplate, MixedInstancesPolicy 또는 InstanceId를 지정할 경우
LaunchConfigurationName를 지정하지 마십시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API 버전 2010-05-15
268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2 Auto Scaling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unchTemplate
속성을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데 사용할 시작 템플릿 및 버전을 지정합니다. 또는
MixedInstancesPolicy를 지정하여 시작 템플릿을 Auto Scaling 그룹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 정보를 생략할 경우 MixedInstancesPolicy, LaunchConfigurationName 또는
InstanceId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LaunchTemplateSpecification (p. 26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fecycleHookSpecificationList
Amazon EC2 Auto Scaling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수행할 작업을 지정하는 그룹의 한 개
이상의 수명 주기 후크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ifecycleHookSpecification (p. 269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adBalancerNames
이 Auto Scaling 그룹과 연결된 Classic Load Balancer 목록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및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의 경우 대신 TargetGroupARNs 속성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InstanceLifetime
인스턴스가 서비스될 수 있는 최대 시간(초)입니다. 기본값은 null입니다. 지정된 경우 값은 0이거나
86,400초 (1일) 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
서의 최대 인스턴스 수명을 기준으로 Auto Scaling 인스턴스 교체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Size
그룹의 최대 크기입니다.

Note
인스턴스 가중치를 사용하는 혼합 인스턴스 정책의 경우, Amazon EC2 Auto Scaling은 용량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MaxSize를 초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mazon EC2 Auto
Scaling은 최대 인스턴스 가중치(각 인스턴스가 그룹의 원하는 용량에 기여하는 용량 단위 수를
정의하는 가중치) 이상으로 MaxSize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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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sCollection
Auto Scaling 그룹의 그룹 지표 모니터링을 활성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지표는 비활성화되어 있
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tricsCollection (p. 2696)의 목록 (p. 26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Size
그룹의 최소 크기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xedInstancesPolicy
혼합 인스턴스 정책을 지정하는 포함 객체입니다.
이 정책에는 온디맨드 인스턴스와 스팟 인스턴스의 배포, 스팟 인스턴스에 지불할 최대 가격 (선택적) 및
Auto Scaling 그룹이 인스턴스 유형을 할당하여 온디맨드 및 스팟 용량을 충족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속
성뿐 아니라, 인스턴스 구성 정보(시작 템플릿 및 인스턴스 유형)를 지정하는 속성도 포함됩니다. 정책에
는 각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가중치 및 개별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다양한 시작 템플릿이 포함될 수도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여러 인스턴스 유형과 구매 옵션을 제공하는
Auto Scaling 그룹을 참조하세요.
LaunchTemplate, InstanceId 또는 LaunchConfigurationName를 지정할 경우
MixedInstancesPolicy를 지정하지 마십시오.
Required: 조건
Type: MixedInstancesPolicy (p. 269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wInstancesProtectedFromScaleIn
새로 시작된 인스턴스가 확장 시 Amazon EC2 Auto Scaling에 의해 종료되지 않도록 보호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확장 시 인스턴스가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인스턴스 보호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icationConfigurations
지정된 이벤트가 발생하면 알림을 보내도록 Auto Scaling 그룹을 구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otificationConfiguration (p. 269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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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lacementGroup
인스턴스가 있을 경우 인스턴스를 시작할 배치 그룹의 이름입니다. 배치 그룹은 단일 가용 영역 내에 있
는 인스턴스의 논리적 그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배치
그룹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LinkedRoleARN
Auto Scaling 그룹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다른 AWS 서비스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
연결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기본적으로 Amazon EC2 Auto Scaling은
AWSServiceRoleForAutoScaling이라는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하고, 이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생
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Auto Scaling 서비스
연결 역할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하나 이상의 태그입니다. Auto Scaling 그룹에 태그를 지정하고, 그룹이 시작하는 Amazon EC2 인스턴
스에 태그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Auto Scaling
그룹 및 인스턴스 태그 지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TagProperty (p. 270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GroupARNs
Auto Scaling 그룹과 연결할 로드 밸런서 대상 그룹의 하나 이상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
다. 인스턴스는 대상 그룹의 대상으로 등록되고 트래픽은 대상 그룹으로 라우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Elastic Load Balancing 및 Amazon EC2 Auto Scaling을 참조
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rminationPolicies
종료할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정책 또는 정책 목록입니다. 정책은 나열된 순서대
로 실행됩니다. Amazon EC2 Auto Scaling에서 지원하는 종료 정책은 OldestInstance,
OldestLaunchConfiguration, NewestInstance, ClosestToNextInstanceHour, Default,
OldestLaunchTemplate 및 AllocationStrategy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축소 중 Auto Scaling 인스턴스 종료 관리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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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ZoneIdentifier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 (VPC) 의 서브넷 ID 목록입니
다. AvailabilityZones로 VPCZoneIdentifier 속성을 지정할 경우 이 속성에 대해 지정하는 서브
넷이 해당 가용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이 리소가에 퍼블릭 서브넷을 지정하고 리소스가 동일한 스택 템플릿으로 정의한 VPC에 속하는 경우,
DependsOn 속성을 사용하여 VPC 게이트웨이 부착물에 대한 종속성을 선언해야만 합니다.

Note
VPCZoneIdentifier를 업데이트하면 동일한 Auto Scaling 그룹이 유지되고 지정된 서브넷
에 따라 이전 인스턴스가 새 인스턴스로 바뀝니다. 필요에 따라 UpdatePolicy 속성을 사용하여
CloudFormation이 이러한 업데이트를 처리하는 방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입력하면 Ref는 해당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mystackmyasgroup-NT5EUXTNTXXD.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설명
Auto Scaling 그룹의 시작 템플릿 또는 시작 구성을 업데이트할 때, 이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해도 Auto
Scaling 그룹에서 실행 중인 Amazon EC2 인스턴스 전체에 변경 사항이 배포되지 않습니다. 모든 새 인스
턴스는 업데이트된 구성을 가져오지만 기존 인스턴스는 원래 시작된 구성으로 계속 실행됩니다. 다른 Auto
Scaling 그룹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스택에 UpdatePolicy 속성을 추가하여 그룹이 변경될 때 롤링 업데이트를 수행(또는 그룹을 교체)할 수 있습
니다. 롤링 업데이트에 대한 샘플 업데이트 정책은 Auto Scaling 템플릿 코드 조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는 인스턴스 새로 고침을 시작하여 스택을 업데이트한 후 언제든지 인스턴스에 대해 롤링 업데이트를 강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최대 인스턴스 수명을 기준으
로 Auto Scaling 인스턴스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CreationPolicy 속성을 Auto Scaling 그룹과 함께 사용하여 CloudFormation이 지정된 수의 성공 신호를 수신
할 때까지 상태가 생성 완료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DevOps 블로그에서
CreationPolicy를 사용하여 온-인스턴스 구성 대기를 참조하세요.
Amazon EC2 Auto Scaling은 Auto Scaling 그룹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Amazon EC2 인스턴스 시작
시 구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정 활동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에서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조정 활동 확인을 참조하세요.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Auto Scaling 그룹을 만들거나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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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템플릿 코드 조각은 Auto Scaling 템플릿 코드 조각을 참조하세요.

parameters 섹션을 사용한 단일 인스턴스 Auto Scaling 그룹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단일 인스턴스와 Auto Scaling 그룹에서 시작되는 모든 인스턴스의 구성을 제어하는
AWS::EC2::LaunchTemplate 리소스로 Auto Scaling 그룹을 생성합니다.
시작 템플릿은 CPUCredits 속성을 사용하여 T2 인스턴스를 무제한 모드로 프로비저닝합니다. 스택은 매개
변수를 참조하여 시작 템플릿 버전을 지정합니다. 파라미터는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지정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CloudFormation은 AWS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스토어의 파라미터를 지원합니다. 이 예제에서
AWS::EC2::LaunchTemplate의 ImageId 속성은 파라미터 스토어의 최신 Amazon Linux 2 AMI를 참조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의 AWS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스토어와
AWS 컴퓨팅 블로그의 AWS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스토어를 사용하여 최신 Amazon Linux AMI ID 쿼
리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세요.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2010-09-09",
"Parameters":{
"LatestAmiId": {
"Description": "Region specific image from the Parameter Store",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amazon-linux-latest/amzn2-ami-hvm-x86_64-gp2"
},
"myLaunchTemplateVersionNumber":{
"Type":"String"
},
"Subnets":{
"Type":"CommaDelimitedList"
}
},
"Resources":{
"myLaunchTemplate":{
"Type":"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Data":{
"CreditSpecification":{
"CpuCredits":"unlimited"
},
"ImageId":{
"Ref":"LatestAmiId"
},
"InstanceType":"t2.micro"
}
}
},
"myASG": {
"Type":"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
"MinSize":"0",
"MaxSize":"1",
"DesiredCapacity":"1",
"LaunchTemplate": {
"LaunchTemplateId": {
"Ref":"myLaunchTemplate"
},
"Version":{
"Ref":"myLaunchTemplateVersionNumb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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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VPCZoneIdentifier":{
"Ref":"Subnets"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LatestAmiId:
Description: Region specific image from the Parameter Store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amazon-linux-latest/amzn2-ami-hvm-x86_64-gp2'
myLaunchTemplateVersionNumber:
Type: String
Subnets:
Type: CommaDelimitedList
Resources:
myLaunchTemplate: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Data:
CreditSpecification:
CpuCredits: Unlimited
ImageId: !Ref LatestAmiId
InstanceType: t2.micro
myASG: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MinSize: '0'
MaxSize: '1'
DesiredCapacity: '1'
LaunchTemplate:
LaunchTemplateId: !Ref myLaunchTemplate
Version: !Ref myLaunchTemplateVersionNumber
VPCZoneIdentifier: !Ref Subnets

CloudWatch 모니터링이 활성화되고 태그가 정의된 Auto Scaling 그룹
다음 예제에서는 CloudWatch 모니터링(MetricsCollection)을 활성화하고 사용자 지정 태그를 사용
하여 myASG라는 Auto Scaling 그룹을 생성합니다. 첫 번째 태그 Environment=Production은 Auto
Scaling 그룹 및 Auto Scaling 그룹의 일부로 시작된 모든 EC2 인스턴스에 할당됩니다. 두 번째 태그
Purpose=WebServerGroup은 Auto Scaling 그룹에만 할당됩니다.
각 인스턴스는 첫 번째 상태 확인을 수신하기 전에 300초 동안 준비합니다. 블록 디바이스 매핑은 AMI에서
지정된 볼륨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각 인스턴스와 연결할 EBS 볼륨을 지정합니다. Monitoring이 활성화되
어 있으므로 CloudWatch를 통해 1분 간격(즉, 세부 모니터링)으로 EC2 지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특정 속성에 값을 동적으로 할당합니다. 시작 템플릿의 버전
번호를 가져오기 위해 내장 함수 GetAtt을 사용하여 시작 템플릿의 논리적 이름과 최신 버전 번호를
myLaunchTemplate.LatestVersionNumber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또한 Fn#Sub 함수를 사용하여 스택
이름을 포함하도록 시작 템플릿의 이름을 사용자 지정하고 Ref 함수를 사용하여 동일한 템플릿의 다른 곳에
선언된 Auto Scaling 그룹의 두 AWS::EC2::Subnet 리소스를 참조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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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myLaunchTemplate":{
"Type":"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Name":{"Fn::Sub":"${AWS::StackName}-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
"BlockDeviceMappings":[{
"Ebs":{
"VolumeSize":"22",
"VolumeType":"gp3",
"DeleteOnTermination": true,
"Encrypted": true
},
"DeviceName":"/dev/xvdcz"
}],
"ImageId":"ami-02354e95b39ca8dec",
"InstanceType":"t3.micro",
"KeyName":"my-key-pair-useast1",
"Monitoring":{"Enabled":true},
"SecurityGroupIds":["sg-7c227019", "sg-903004f8"]
}
}
},
"myASG":{
"Type":"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myASG",
"MinSize": "1",
"MaxSize": "6",
"DesiredCapacity": "2",
"HealthCheckGracePeriod":300,
"LaunchTemplate":{
"LaunchTemplateId":{
"Ref":"myLaunchTemplate"
},
"Version":{
"Fn::GetAtt":[
"myLaunchTemplate",
"LatestVersionNumber"
]
}
},
"VPCZoneIdentifier":[ { "Ref" : "myPublicSubnet1" }, { "Ref" :
"myPublicSubnet2" } ],
"MetricsCollection":[
{
"Granularity":"1Minute",
"Metrics":[
"GroupMinSize",
"GroupMaxSize"
]
}
],
"Tags":[
{
"Key":"Environment",
"Value":"Production",
"PropagateAtLaunch":"true"
},
{
"Key":"Purpose",
"Value":"WebServerGroup",
"PropagateAtLaunch":"fals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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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LaunchTemplate: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Name: !Sub ${AWS::StackName}-launch-template
LaunchTemplateData:
BlockDeviceMappings:
- Ebs:
VolumeSize: 22
VolumeType: gp3
DeleteOnTermination: true
Encrypted: true
DeviceName: /dev/xvdcz
ImageId: ami-02354e95b39ca8dec
InstanceType: t3.micro
KeyName: my-key-pair-useast1
Monitoring:
Enabled: true
SecurityGroupIds:
- sg-7c227019
- sg-903004f8
myASG: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myASG
MinSize: "1"
MaxSize: "6"
DesiredCapacity: "2"
HealthCheckGracePeriod: 300
LaunchTemplate:
LaunchTemplateId: !Ref myLaunchTemplate
Version: !GetAtt myLaunchTemplate.LatestVersionNumber
VPCZoneIdentifier:
- !Ref myPublicSubnet1
- !Ref myPublicSubnet2
MetricsCollection:
- Granularity: "1Minute"
Metrics:
- "GroupMinSize"
- "GroupMaxSize"
Tags:
- Key: Environment
Value: Production
PropagateAtLaunch: "true"
- Key: Purpose
Value: WebServerGroup
PropagateAtLaunch: "false"

참고 항목
• AWS::EC2::LaunchTemplate
•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
•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조정 프로세스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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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InstancesDistribution
InstancesDistribution은(는)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 배포를 설명하는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MixedInstancesPolicy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인스턴스 배포는 온
디맨드 인스턴스 및 스팟 인스턴스의 배포,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최고 가격, 온디맨드 및 스팟 용량을 충족
하기 위한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 유형 할당 방식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예제 구성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여러 인스턴스 유형과 구매 옵션을 제
공하는 Auto Scaling 그룹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nDemandAllocationStrategy" : String,
"OnDemandBaseCapacity" : Integer,
"OnDemandPercentageAboveBaseCapacity" : Integer,
"SpotAllocationStrategy" : String,
"SpotInstancePools" : Integer,
"SpotMaxPrice" : String

YAML
OnDemandAllocationStrategy: String
OnDemandBaseCapacity: Integer
OnDemandPercentageAboveBaseCapacity: Integer
SpotAllocationStrategy: String
SpotInstancePools: Integer
SpotMaxPrice: String

Properties
OnDemandAllocationStrategy
온디맨드 용량을 충족하기 위한 인스턴스 유형 할당 방식을 나타냅니다. prioritized만 유효한 값이
며, 기본값입니다. 이 전략은 LaunchTemplateOverrides의 인스턴스 유형 순서를 사용하여 각 인스
턴스 유형의 시작 우선 순위를 정의합니다. 어레이의 첫 번째 인스턴스 유형은 마지막 인스턴스 유형에
비해 우선 순위가 높습니다.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모든 온디맨드 용량이 충족되
지 않는 경우 Auto Scaling 그룹에서 두 번째 우선 순위의 인스턴스 유형 등을 사용하여 남은 용량을 실
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nDemandBaseCapacity
온디맨드 인스턴스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Auto Scaling 그룹의 최소 용량입니다. 이 기본 용량은 그룹 조
정에 따라 프로비저닝됩니다.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0입니다. 재정의에서 인스턴스 유형에 가중
치를 지정하는 경우 인스턴스 수가 아닌 용량 단위 수로 OnDemandBaseCapacity의 값을 설정합니다.

Note
이 설정을 업데이트한다는 것은 현재 온디맨드 인스턴스 수준 조정을 위한 인스턴스를 점진적
으로 교체를 의미합니다. 인스턴스를 교체할 때 Amazon EC2 Auto Scaling은 기존 인스턴스를
종료하기 전에 새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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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OnDemandPercentageAboveBaseCapacity
OnDemandBaseCapacity 이상의 추가 용량에 대한 온디맨드 인스턴스 및 스팟 인스턴스의 비율을 제
어합니다. 숫자로 표시됩니다 (예: 20에서 온디맨드 인스턴스 20%, 스팟 인스턴스 80% 지정).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100입니다. 100으로 설정하면 온 디맨드 인스턴스만 프로비저닝됩니다.

Note
이 설정을 업데이트하면 기본 용량 이외에 추가 용량을 위한 현재 온디맨드 및 스팟 인스턴스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인스턴스가 점진전으로 교체됩니다. 인스턴스를 교체할 때 Amazon EC2
Auto Scaling은 기존 인스턴스를 종료하기 전에 새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SpotAllocationStrategy
할당 전략이 lowest-price인 경우 Auto Scaling 그룹이 최저 가격의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인스
턴스를 시작하고 인스턴스를 사용자가 지정한 수의 스팟 풀에 고르게 할당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적으로 lowest-price으로 설정됩니다.
할당 전략이 capacity-optimized인 경우 (권장) Auto Scaling 그룹이 가용 스팟 용량에 따라 최적으
로 선택된 스팟 풀을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또는 capacity-optimized-prioritized를
사용하여 시작 템플릿 재정의 목록의 인스턴스 유형 순서를 가장 높은 우선 순위에서 가장 낮은 우선 순
위 순서로(목록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Amazon EC2 Auto Scaling은 최상의 노
력으로 인스턴스 유형 우선 순위를 준수하지만 먼저 용량을 최적화합니다.
유효한 값: lowest-price | capacity-optimized | capacity-optimized-prioritize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otInstancePools
스팟 용량 할당에 사용하는 스팟 인스턴스 풀의 수입니다. 스팟 풀은 의 Overrides에 있는 각기 다른 인
스턴스 유형으로부터 결정됩니다. 스팟 할당 전략이 lowest-price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값은 1에
서 20 사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2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otMaxPrice
스팟 인스턴스에 지불하려는 단위 시간당 최고 가격입니다. 값을 기본값 (비어 있음) 으로 두면 Amazon
EC2 Auto Scaling은 온디맨드 가격을 최고 스팟 가격으로 사용합니다. 이전에 설정한 값을 제거하려면
속성을 포함하되 값에 빈 문자열 (“”) 을 지정합니다.

Important
최고 가격이 선택한 인스턴스 유형의 스팟 가격보다 낮으면 스팟 인스턴스가 시작되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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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범위: 최소값 0.001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LaunchTemplate
LaunchTemplate은(는) 시작 템플릿 및 재정의를 설명하는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MixedInstancesPolicy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재정의는 온디맨드 인스턴스 및 스팟 인스턴스 시작에 사용
될 수 있는 여러 인스턴스 유형을 포함한 시작 템플릿에서 지정된 인스턴스 유형의 재정의에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aunchTemplateSpecification" : LaunchTemplateSpecification (p. 2693),
"Overrides" : [ LaunchTemplateOverrides (p. 2692), ... ]

YAML
LaunchTemplateSpecification:
LaunchTemplateSpecification (p. 2693)
Overrides:
- LaunchTemplateOverrides (p. 2692)

Properties
LaunchTemplateSpecification
사용할 EC2 시작 템플릿입니다.
Required: 예
Type: LaunchTemplateSpecification (p. 26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verrides
지정한 속성은 시작 템플릿의 동일한 속성을 재정의합니다. Auto Scaling 그룹과 연결할 수 있는 최대 인
스턴스 유형 재정의 수는 40개입니다. Auto Scaling 그룹에 대해 정의할 수 있는 고유 시작 템플릿의 최
대 수는 20개입니다. 재정의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재정
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제공되지 않을 경우 Amazon EC2 Auto Scaling은 시작 템플릿에 지정된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하여 인스
턴스를 시작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unchTemplateOverrides (p. 269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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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LaunchTemplateOverrides
LaunchTemplateOverrides은(는) 시작 템플릿에 대한 재정의를 설명하는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LaunchTemplate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Auto Scaling 그룹과 연결할 수 있는 최대 인스턴스 유형 재정의 수는 40개입니다. Auto Scaling 그룹에 대해
정의할 수 있는 고유 시작 템플릿의 최대 수는 20개입니다.

Important
모든 Auto Scaling 그룹에는 3가지 크기 파라미터(DesiredCapacity, MaxSize 및 MinSize)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인스턴스 수에 따라 이러한 크기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가중치를 정의하는 혼합 인스턴스 정책을 구성하는 경우, 인스턴스 가중치 부여에 사용하는 것
과 동일한 단위로 이러한 크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tanceType" : String,
"LaunchTemplateSpecification" : LaunchTemplateSpecification (p. 2693),
"WeightedCapacity" : String

YAML
InstanceType: String
LaunchTemplateSpecification:
LaunchTemplateSpecification (p. 2693)
WeightedCapacity: String

Properties
InstanceType
인스턴스 유형. 예: m3.xlarge. 요청한 리전 및 가용 영역에 지원되는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해야 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사용 가능한 인스턴스 유형을 참조하
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unchTemplateSpecification
인스턴스 유형을 시작할 때 사용할 시작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인스턴스 유형에는 다
른 AMI의 시작 템플릿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지 않는 경우 Amazon EC2 Auto Scaling은 혼합 인
스턴스 정책에 정의된 시작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
서에서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다른 시작 템플릿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LaunchTemplateSpecification (p. 26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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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edCapacity
가상 CPU, 메모리, 스토리지, 처리량 또는 기타 상대적 성능 특성 측면에서, 지정된 인스턴스 유형에서
제공하는 용량 단위 수입니다. 스팟 또는 온디맨드 인스턴스가 프로비저닝될 경우 용량 단위는 원하는
용량에 합산됩니다. Amazon EC2 Auto Scaling은 결과적으로 초과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원하는 용량이
완전히 충족될 때까지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합니다. 예를 들어 용량을 충족하기 위해 2단위가 남아 있
으며 Amazon EEC2 Auto Scaling이 5단위의 WeightedCapacity를 가진 인스턴스만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경우, 인스턴스에 프로비저닝되고 원하는 용량은 3단위 초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Auto Scaling 인스턴스 가중치 부여를 참조하세요. 값은 1에
서 999 사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LaunchTemplateSpecification
LaunchTemplateSpecification은(는)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리소스의
LaunchTemplate 속성에 대한 시작 템플릿 및 버전을 지정합니다.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LaunchTemplate 및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LaunchTemplateOverrides 속성 유형의 속성이
기도 합니다.
지정된 시작 템플릿은 Auto Scaling 그룹에 사용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시작 템플릿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Auto Scaling 그룹을 위한 시작 템플릿 생성을 참조하세요.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설명서의 예제 섹션과 AWS::EC2::LaunchTemplate 설명
서의 예제 섹션에서 샘플 템플릿 코드 조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aunchTemplateId" : String,
"LaunchTemplateName" : String,
"Version" : String

YAML
LaunchTemplateId: String
LaunchTemplateName: String
Version: String

Properties
LaunchTemplateId
AWS::EC2::LaunchTemplate의 ID입니다. LaunchTemplateName 또는 LaunchTemplateId를 지정
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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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unchTemplateName
AWS::EC2::LaunchTemplate의 이름입니다. LaunchTemplateName 또는 LaunchTemplateId를 지
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버전 번호입니다. CloudFormation은 템플릿 버전 번호에 $Latest 또는 $Default 지정을 지원하지 않습니
다. 그러나 Fn::GetAtt 함수를 사용하여 LatestVersionNumber 또는 DefaultVersionNumber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Fn::GetAtt 함수 사용 예제는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설명서의 예제
섹션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EC2::LaunchTemplate
• AWS::EC2::LaunchTemplate BlockDeviceMapping
•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암호화된 볼륨에 사용할 경우 필요한 KMS 키 정책
•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EBS 지원 AMI를 통한 암호화 사용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LifecycleHookSpecification
LifecycleHookSpecification은(는)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리소스의
LifecycleHookSpecificationList 속성에 대한 수명 주기 후크를 지정합니다. 수명 주기 후크는
Amazon EC2 Auto Scaling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수행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Auto Scaling 수명 주기 후크를 참조
하세요. 샘플 템플릿 조각은 AWS::AutoScaling::LifecycleHook 문서의 예제 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DefaultResult" : String,
"HeartbeatTimeout" : Integer,
"LifecycleHookName" : String,
"LifecycleTransiti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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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ficationMetadata" : String,
"NotificationTargetARN"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DefaultResult: String
HeartbeatTimeout: Integer
LifecycleHookName: String
LifecycleTransition: String
NotificationMetadata: String
NotificationTargetARN: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DefaultResult
수명 주기 후크 제한 시간이 경과하거나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때 Auto Scaling 그룹에서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유효한 값은 CONTINUE 및 ABANDON(기본값)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수명 주기 후크 추가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rtbeatTimeout
수명 주기 후크가 시간 초과되기 이전에 경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초)입니다. 수명 주기 후크 시간이 초
과되면 Amazon EC2 Auto Scaling에서 기본 작업을 수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fecycleHookName
수명 주기 후크 이름.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fecycleTransition
수명 주기 후크를 연결할 EC2 인스턴스의 상태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autoscaling:EC2_INSTANCE_LAUN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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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scaling:EC2_INSTANCE_TERMINATING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icationMetadata
Amazon EC2 Auto Scaling이 알림 대상에 메시지를 전송할 때마다 포함할 추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3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icationTargetARN
인스턴스가 수명 주기 후크에 대해 전환 상태에 있을 경우 Amazon EC2 Auto Scaling에서 이를 알리는
데 사용되는 알림 대상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mazon SQS 대기열 또는 Amazon SNS
주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uto Scaling 그룹이, 지정된 알림 대상(예: Amazon SNS 주제 또는 Amazon SQS 대기열)에 게시하도록
허용하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이 역할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에서 수명 주기 후크에 대한 알림 대상 구성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MetricsCollection
MetricsCollection은(는) Amazon EC2 Auto Scaling 그룹이 Amazon CloudWatch에 보내는 그룹 지표
를 설명하는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그룹의 인스턴스가
아닌 그룹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Auto Scaling 그룹 및 인스턴스에 대한 CloudWatch
지표 모니터링을 참조하세요. 샘플 템플릿 조각은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문서의 예
제 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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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Granularity" : String,
"Metrics" : [ String, ... ]

YAML
Granularity: String
Metrics:
- String

Properties
Granularity
Amazon EC2 Auto Scaling이 집계된 데이터를 CloudWatch로 보내는 빈도입니다.
허용된 값: 1Minut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s
수집을 시작할 그룹 수준 지표를 지정합니다.
허용된 값:
• GroupMinSize
• GroupMaxSize
• GroupDesiredCapacity
• GroupInServiceInstances
• GroupPendingInstances
• GroupStandbyInstances
• GroupTerminatingInstances
• GroupTotalInstances
• GroupInServiceCapacity
• GroupPendingCapacity
• GroupStandbyCapacity
• GroupTerminatingCapacity
• GroupTotalCapacity
• WarmPoolDesiredCapacity
• WarmPoolWarmedCapacity
• WarmPoolPendingCapacity
• WarmPoolTerminatingCapacity
• WarmPoolTotalCapacity
• GroupAndWarmPoolDesiredCapacity
• GroupAndWarmPoolTotalCapacity
Granularity 지정 후 지표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모든 지표가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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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MixedInstancesPolicy
MixedInstancesPolicy은(는)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이를 통해 온
디맨드 인스턴스와 여러 인스턴스 유형의 스팟 인스턴스 간에 다양한 그룹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여러 인스턴스 유형과 구매 옵션을 제공하는 Auto Scaling 그
룹을 참조하세요.
새로운 Auto Scaling 그룹에 대해 혼합 인스턴스 정책을 만들거나, 시작 템플릿이나 시작 구성 대신
MixedInstancesPolicy를 최상위 파라미터로 지정하도록 그룹을 업데이트하여 기존 그룹에 대해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MixedInstancesPolicy를 지정하는 경우 시작 템플릿을 정책의 속성으로 지정해야 합
니다. 정책의 시작 구성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tancesDistribution" : InstancesDistribution (p. 2689),
"LaunchTemplate" : LaunchTemplate (p. 2691)

YAML
InstancesDistribution:
InstancesDistribution (p. 2689)
LaunchTemplate:
LaunchTemplate (p. 2691)

Properties
InstancesDistribution
사용할 인스턴스 배포. 이 속성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InstancesDistribution이 기본값을 사용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stancesDistribution (p. 268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unchTemplate
사용할 시작 템플릿 및 온디맨드 및 스팟 용량을 충족하기 위해 EC2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스턴스 유형 (재정의) 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LaunchTemplate (p. 26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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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NotificationConfiguration
NotificationConfiguration은(는)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의
NotificationConfigurations 속성에 대한 알림 구성을 지정합니다.
NotificationConfiguration은(는) Amazon EC2 Auto Scaling 그룹이 알림을 보내는 이벤트를 지정합
니다.
코드 조각의 예는 시작 템플릿 및 알림을 사용하여 Auto Scaling 그룹 선언을 참조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에서 Auto Scaling 그룹 조정 시 Amazon SNS 알림 수
신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otificationTypes" : [ String, ... ],
"TopicARN" : String

YAML
NotificationTypes:
- String
TopicARN: String

Properties
NotificationTypes
알림을 트리거하는 이벤트 유형 목록입니다. 이벤트 유형은 다음 유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허용된 값:
• autoscaling:EC2_INSTANCE_LAUNCH
• autoscaling:EC2_INSTANCE_LAUNCH_ERROR
• autoscaling:EC2_INSTANCE_TERMINATE
• autoscaling:EC2_INSTANCE_TERMINATE_ERROR
• autoscaling:TEST_NOTIFICATION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icARN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 주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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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TagProperty
TagProperty는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의 Tags 속성에 대한 태그를 지정합니다.
TagProperty은(는) Auto Scaling 그룹의 모든 관련 인스턴스에 태그를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Auto Scaling 그룹 및 인스턴스 태그 지정을 참조하
세요. 샘플 템플릿 조각은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문서의 예제 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
니다.
CloudFormation은 모든 Auto Scaling 그룹 및 관련 인스턴스에 다음 태그를 추가합니다.
• aws:cloudformation:stack-name
• aws:cloudformation:stack-id
• aws:cloudformation:logical-id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PropagateAtLaunch" : Boolean,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PropagateAtLaunch: Boolean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태그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pagateAtLaunch
Auto Scaling 그룹의 일부로 시작된 EC2 인스턴스에 CloudFormation이 태그를 복사하도록 하려는 경
우 true로 설정합니다. Auto Scaling 그룹의 일부로 시작된 인스턴스에 태그를 복사하지 않고 Auto
Scaling 그룹에만 태그를 연결하려면 false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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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태그 값.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리소스는 Auto Scaling 그룹이 Amazon EC2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작 구성을 지정합니다.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시작 구성을 업데이트하면 CloudFormation이 해당 리소스를 삭제하고 업데이
트된 속성과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 구성을 생성합니다. 기존 인스턴스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리소스를 업데이트할 때 기존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하려
면 그룹에 대해 UpdatePolicy 특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롤링 업데이트에 대한 샘플 업데이트 정책은 Auto
Scaling 템플릿 코드 조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API 참조의 CreateLaunchConfiguration 및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시작 구성을 참조하세요.

Note
Auto Scaling 그룹의 일부로 시작된 Amazon EC2 인스턴스를 구성하기 위해 시작 템플릿 또는 시작
구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 호스트 및 T2 무제한 인스턴스와 같은 Amazon EC2의 최신 기능
을 사용하려면 시작 템플릿 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uto Scaling 그룹을 위한 시
작 템플릿 생성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Properties" : {
"AssociatePublicIpAddress" : Boolean,
"BlockDeviceMappings" : [ BlockDeviceMapping (p. 2713), ... ],
"ClassicLinkVPCId" : String,
"ClassicLinkVPCSecurityGroups" : [ String, ... ],
"EbsOptimized" : Boolean,
"IamInstanceProfile" : String,
"ImageId" : String,
"InstanceId" : String,
"InstanceMonitoring" : Boolean,
"InstanceTyp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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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rnelId" : String,
"KeyName" : String,
"LaunchConfigurationName" : String,
"MetadataOptions" : MetadataOptions (p. 2715),
"PlacementTenancy" : String,
"RamDiskId" : String,
"SecurityGroups" : [ String, ... ],
"SpotPrice" : String,
"UserData" : String

YAML
Typ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Properties:
AssociatePublicIpAddress: Boolean
BlockDeviceMappings:
- BlockDeviceMapping (p. 2713)
ClassicLinkVPCId: String
ClassicLinkVPCSecurityGroups:
- String
EbsOptimized: Boolean
IamInstanceProfile: String
ImageId: String
InstanceId: String
InstanceMonitoring: Boolean
InstanceType: String
KernelId: String
KeyName: String
LaunchConfigurationName: String
MetadataOptions:
MetadataOptions (p. 2715)
PlacementTenancy: String
RamDiskId: String
SecurityGroups:
- String
SpotPrice: String
UserData: String

Properties
AssociatePublicIpAddress
가상 사설 클라우드(VPC)에서 실행되는 Auto Scaling 그룹의 경우, 그룹 인스턴스에 퍼블릭 IP 주소를
할당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true를 지정하면 Auto Scaling 그룹의 각 인스턴스는 고유의 퍼블릭 IP 주
소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VPC에서 Auto Scaling 인스턴
스 시작을 참조하세요.
인스턴스가 퍼블릭 IP 주소를 받으며 동일한 스택 템플릿에서 정의된 VPC에 속하는 경우, DependsOn
속성을 사용하여 VPC 게이트웨이 부착물에 대한 종속성을 선언해야만 합니다.

Note
인스턴스가 기본 서브넷으로 시작되는 경우, 해당 서브넷에서 퍼블릭 IP 주소를 할당하는 옵션
을 비활성화하지 않은 한 기본값은 퍼블릭 IP 주소 할당입니다. 인스턴스가 비 기본 서브넷으로
시작되는 경우, 해당 서브넷에서 퍼블릭 IP 주소를 할당하는 옵션을 활성화하지 않은 한 기본값
은 퍼블릭 IP 주소 할당하지 않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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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BlockDeviceMappings
블록 디바이스가 인스턴스에 공개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가상 디바이스와 EBS 볼륨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lockDeviceMapping (p. 2713)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lassicLinkVPCId
EC2-Classic 인스턴스를 연결할 ClassicLink 지원 VPC의 ID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ClassicLink 및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VPC에 EC2-Classic 인스턴스 연결을 참조하세요.
이 속성은 EC2-Classic 인스턴스를 시작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lassicLinkVPCSecurityGroups
ClassicLinkVPCId 속성에서 지정한 VPC용 하나 이상의 보안 그룹의 ID입니다.
ClassicLinkVPCId 속성을 지정한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bsOptimized
시작 구성이 EBS I/O에 최적화되어 있는지(true) 아닌지(false)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최적화는
Amazon EBS에 전용 처리량을 제공하며 최적의 EBS I/O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구성 스택을 제
공합니다. 기본적으로 EBS에 최적화되지 않은 인스턴스 유형에 대해 EBS 최적화를 활성화하면 추가 요
금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 최적화 인
스턴스를 참조하세요.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amInstanceProfile
인스턴스에 대한 IAM 역할과 연결된 인스턴스 프로파일의 이름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제공
합니다. 인스턴스 프로파일에는 IAM 역할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애플리
케이션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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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mageId
등록 중에 할당된 Amazon 머신 이미지(AMI)의 고유한 ID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
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Linux AMI 찾기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Id
시작 구성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Amazon EC2 인스턴스의 ID입니다. 시작 구성에 기존 Amazon EC2 인
스턴스의 설정을 사용하려는 경우 이 속성을 사용합니다.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시작 구성을 생성하면
BlockDeviceMapping 및 AssociatePublicIpAddress를 제외한 모든 속성이 인스턴스에서 파생
됩니다. 시작 구성에서 속성을 지정하여 인스턴스의 어떤 속성이든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Monitoring
이 그룹의 인스턴스를 상세 모니터링(true)으로 시작할지 또는 기본 모니터링(false)으로 시작할지를
제어합니다. 기본값은 true(활성화됨)입니다.

Important
세부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면 Amazon CloudWatch에서 1분마다 지표를 생성하며 계정에 요금
이 청구됩니다. 세부 모니터링을 비활성화하면 CloudWatch에서 5분마다 측정치가 생성됩니
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Auto Scaling 인스턴스에 대한 모
니터링 구성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Type
EC2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합니다. 사용 가능한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사용 가능한 인스턴스 유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rnelId
EC2 AMI와 연결된 커널의 ID를 제공합니다.

Note
커널 및 RAM 디스크 대신 PV-GRUB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
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사용자 제공 커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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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yName
EC2 키 페어의 이름을 제공합니다.

Important
키 페어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다른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AMI를
선택해야만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키 페어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
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키 페어 및 Linux 인스턴스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aunchConfigurationName
시작 구성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리전별로, 계정마다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etadataOptions
인스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 옵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인스
턴스 메타데이터 옵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MetadataOptions (p. 271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lacementTenancy
인스턴스의 테넌시입니다(default 또는 dedicated). dedicated 테넌시의 인스턴스는 분리된
단일 테넌트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며 VPC에서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유 테넌트 VPC(인스턴스 배
치 테넌트 속성이 기본값으로 설정된 VPC)에서 전용 인스턴스를 시작하려는 경우 이 속성의 값을
dedicated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속성을 지정하면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리소스의 VPCZoneIdentifier 속성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서브넷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Auto Scaling 인스턴스 테넌시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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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amDiskId
선택할 RAM 디스크의 ID입니다.

Note
커널 및 RAM 디스크 대신 PV-GRUB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
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사용자 제공 커널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urityGroups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에 할당할 보안 그룹이 포함된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는 기존 보안 그룹의
ID와 템플릿에서 생성된 SecurityGroup 리소스에 대한 참조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사용 설명서의 VPC에 대한 보안 그룹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potPrice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시작된 스팟 인스턴스에 지불하려는 최대 시간당 가격입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지
정한 가격이 현재 스팟 가격을 초과하면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
명서의 내결함성 및 유연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스팟 인스턴스 요청을 참조하세요.

Note
새로운 시작 구성을 생성하여 최고 가격을 변경하면 실행 중인 인스턴스는 해당 인스턴스의 최
고 가격이 현재 스팟 가격보다 높은 한 계속 실행됩니다.
유효한 범위: 최소값 0.001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rData
시작된 EC2 인스턴스에 사용할 수 있는 Base64 인코딩 사용자 데이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및 사용자 데이터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847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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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입력하면 Ref는 해당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mystackmylaunchconfig-1DDYF1E3B3I.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설명
CloudFormation은 원하는 용량에 도달하면 Auto Scaling 그룹을 성공으로 표시합니다(상태를
CREATE_COMPLETE로 설정). 그러나 SpotPrice 가 시작 구성에서 설정된 경우 원하는 용량이 성공 기준
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청 이행 여부는 스팟 인스턴스 용량과 최고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스팟
가격이 지정된 최고 가격보다 낮은 경우 Amazon EC2 Auto Scaling이 원하는 용량을 그룹의 목표 용량으로
사용합니다.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요청이 성공하지 않을 경우 시도를 계속합니다.
스팟 집합과 마찬가지로 스팟 인스턴스의 기간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예제
다음 예제는 Auto Scaling 그룹이 Amazon EC2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작 구성을 생성합
니다.
더 많은 템플릿 코드 조각은 Auto Scaling 템플릿 코드 조각을 참조하세요.

Amazon EBS-backed AMI 및 정의된 블록 디바이스 매핑
이 예제는 /dev/sda1에 매핑된 30기가바이트 EBS 루트 볼륨과 /dev/sdm에 매핑된 100기가바이트 EBS 볼륨
등, 두 개의 디바이스를 나열하는 BlockDeviceMappings 속성이 있는 시작 구성을 보여줍니다. /dev/sdm
볼륨은 리전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 EBS 볼륨 유형을 사용하며 연결된 인스턴스를 종료할 때 삭제되지 않습
니다.
CloudFormation은 AWS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스토어의 파라미터를 지원합니다. 이 예제에서
ImageId 속성은 Parameter Store의 최신 Amazon Linux 2 AMI(EBS 지원 이미지)를 참조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WS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의 AWS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스토어와 AWS 컴퓨팅 블로
그의 AWS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스토어를 사용하여 최신 Amazon Linux AMI ID 쿼리 블로그 게시물
을 참조하세요.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LatestAmiId": {
"Description": "Region specific image from the Parameter Store",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amazon-linux-latest/amzn2-ami-hvm-x86_64-gp2"
},
"InstanceType": {
"Description": "Amazon EC2 instance type for the instances",
"Type": "String",
"AllowedValues": [
"t3.micro",
"t3.small",
"t3.medium"
],
"Default": "t3.mic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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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ources":{
"myLaunchConfig":{
"Type":"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Properties":{
"ImageId":{ "Ref":"LatestAmiId" },
"SecurityGroups":[ { "Ref":"myEC2SecurityGroup" } ],
"InstanceType":{ "Ref":"InstanceType" },
"BlockDeviceMappings":[
{
"DeviceName":"/dev/sda1",
"Ebs":{
"VolumeSize":"30",
"VolumeType":"gp3"
}
},
{
"DeviceName":"/dev/sdm",
"Ebs":{
"VolumeSize":"100",
"DeleteOnTermination":"false"
}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LatestAmiId:
Description: Region specific image from the Parameter Store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amazon-linux-latest/amzn2-ami-hvm-x86_64-gp2'
InstanceType:
Description: Amazon EC2 instance type for the instances
Type: String
AllowedValues:
- t3.micro
- t3.small
- t3.medium
Default: t3.micro
Resources:
myLaunchConfig:
Typ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Properties:
ImageId: !Ref LatestAmiId
SecurityGroups:
- Ref: "myEC2SecurityGroup"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BlockDeviceMappings:
- DeviceName: /dev/sda1
Ebs:
VolumeSize: 30
VolumeType: "gp3"
- DeviceName: /dev/sdm
Ebs:
VolumeSize: 100
DeleteOnTermination: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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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 가격 및 IAM 역할을 사용하는 인스턴스 스토어 지원 AMI
이 예제는 Auto Scaling 그룹에서 스팟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시작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 시
작 구성은 현재 스팟 가격이 템플릿 사양의 가격(0.045)보다 낮은 경우에만 활성 상태가 됩니
다. 또한 이 예제는 IamInstanceProfile 속성을 사용하는 시작 구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RootInstanceProfile로 참조되는 InstanceProfile 객체의 정의 및 추가 참조를 포함한 전체 템플릿의 예
는 auto_scaling_with_instance_profile.template을 참조하세요.
이 예제에서 ImageId 속성은 Parameter Store의 최신 Amazon Linux AMI(인스턴스 스토어/S3 지원 이미지)
를 참조합니다. BlockDeviceMappings 속성에는 /dev/sdc에 매핑된 가상 디바이스 ephemeral0이 나열됩니
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LatestAmiId": {
"Description": "Region specific image from the Parameter Store",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amazon-linux-latest/amzn-ami-hvm-x86_64-s3"
}
},
"Resources":{
"myLaunchConfig":{
"Type":"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Properties":{
"ImageId":{ "Ref":"LatestAmiId" },
"SecurityGroups":[ { "Ref":"myEC2SecurityGroup" } ],
"InstanceType":"m3.medium",
"SpotPrice":"0.045",
"IamInstanceProfile":{ "Ref":"RootInstanceProfile" },
"BlockDeviceMappings": [
{
"DeviceName": "/dev/sdc",
"VirtualName": "ephemeral0"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LatestAmiId:
Description: Region specific image from the Parameter Store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amazon-linux-latest/amzn-ami-hvm-x86_64-s3'
Resources:
myLaunchConfig:
Typ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Properties:
ImageId: !Ref LatestAmiId
SecurityGroups:
- !Ref myEC2SecurityGroup
InstanceType: m3.medium
SpotPrice: "0.045"
IamInstanceProfile: !Ref RootInstance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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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DeviceMappings:
- DeviceName: /dev/sdc
VirtualName: ephemeral0

키 페어 이름 및 사용자 데이터가 포함된 프로비저닝된 IOPS EBS 최적화 볼륨
이 예에서는 프로비저닝된 IOPS EBS 최적화 볼륨을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시작하도록 EbsOptmized 속성
을 구성하는 시작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EBS 지원 인스턴스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Note
기본적으로 EBS 최적화 인스턴스가 아닌 경우,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 최적화 인스턴스 설명서에 설명된 성능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EBS 최적화를 활
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세대 인스턴스 유형의 경우 EBS 최적화 기능이 추가 비용 없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기본적으로 EBS에 최적화되지 않은 인스턴스 유형에 대해 EBS 최적화를 활성화하
면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시작 구성을 사용할 경우 m1.large 인스턴스에는 AMI에서서 지정한 프로비저닝된 IOPS 설정의
최적화된 EBS 루트 볼륨이 포함됩니다. 시작 구성에서 IOPS 설정을 지정할 수 없으므로 원하는 IOPS 수를
지정하는 블록 디바이스 매핑을 사용하여 AMI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EBS 최적화 인스턴스 구성의 주요 특
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m1.large 이상의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이 항목은 EBS 최적화에 필요합니다. 이 최적화는 특정 인스턴
스 유형 및 크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볼륨 유형이 io1이고 볼륨에 프로비저닝하고자 하는 IOPS 개수의 EBS 지원 AMI입니다.
• EBS 볼륨의 크기는 필요한 IOPS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IOPS와 스토리지 기가바이트(GiB)의 비율
은 50:1입니다.
프로비저닝된 IOPS 볼륨이 있는 IOPS 성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
명서의 프로비저닝된 IOPS SSD(io1 및 io2) 볼륨을 참조하세요.
자세한 성능 팁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Linux 인스턴스의 Amazon EBS 볼륨 성
능을 참조하세요.

JSON
{

"Resources":{
"myLaunchConfig":{
"Type":"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Properties":{
"ImageId":"ami-02354e95b39ca8dec",
"SecurityGroups":[ { "Ref":"myEC2SecurityGroup" }, "myExistingEC2SecurityGroup" ],
"InstanceType":"m1.large",
"KeyName":{
"Ref":"KeyName"
},
"UserData": {"Fn::Base64": {"Fn::Join": ["", [
"#!/bin/bash -x\n",
"/opt/aws/bin/cfn-init -v --stack ", {"Ref": "AWS::StackName"}, " --resource
myLaunchConfig ", " --configsets default ", " --region ", {"Ref": "AWS::Region"}, "\n",
"/opt/aws/bin/cfn-signal -e $? --stack ", {"Ref": "AWS::StackName"}, " --resource
myASG ", " --region ", {"Ref": "AWS::Region"}, "\n"
]]}},
"EbsOptimized":"tru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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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Resources:
myLaunchConfig:
Typ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Properties:
ImageId: "ami-02354e95b39ca8dec"
SecurityGroups:
- Ref: "myEC2SecurityGroup"
- myExistingEC2SecurityGroup
InstanceType: "m1.large"
KeyName:
Ref: "KeyName"
UserData: !Base64 |
#!/bin/bash -x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
/opt/aws/bin/cfn-init -v --stack !Ref 'AWS::StackName' --resource myLaunchConfig -configsets default --region !Ref 'AWS::Region'
/opt/aws/bin/cfn-signal -e $? --stack !Ref 'AWS::StackName' --resource myASG -region !Ref 'AWS::Region'
EbsOptimized: "tru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BlockDevice
BlockDevice은(는) Amazon EBS 볼륨을 설명하는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BlockDeviceMapping 속성 유형 EBS 속성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leteOnTermination" : Boolean,
"Encrypted" : Boolean,
"Iops" : Integer,
"SnapshotId" : String,
"Throughput" : Integer,
"VolumeSize" : Integer,
"VolumeType" : String

YAML
DeleteOnTermination: Boolean
Encrypted: Boolean
Iops: Integer
SnapshotId: String
Throughput: Integer
VolumeSize: Integer
VolumeType: String

Properties
DeleteOnTermination
인스턴스 종료 시 볼륨의 삭제 여부를 나타냅니다. Amazon EC2 Auto Scaling의 경우 기본값은 true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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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ed
볼륨이 암호화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암호화된 EBS 볼륨은 Amazon EBS 암호화를 지원하
는 인스턴스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인스턴스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AMI에서
암호화된 볼륨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인스턴스 유형에서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Note
스냅샷에서 볼륨을 생성하는 경우 암호화된 스냅샷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볼륨을 생성할 수 없
습니다. 또한 시작 구성을 사용할 때는 KMS 키 ID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를 사용하면 생성한 EBS 볼륨은 스냅샷이 암호화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AWS 관리형 KMS 키 또는 고객 관리형 KMS 키를 사용하여 항상 암호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 볼륨을 암호화하는
AWS KMS 키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ops
볼륨에 프로비저닝할 초당 입력/출력(I/O) 작업 수(IOPS)입니다. gp3 및 io1 볼륨의 경우 이 값은 해당
볼륨에 프로비저닝되는 IOPS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gp2 볼륨의 경우 이 값은 볼륨이 버스트에서 I/O 크
레딧을 축적하는 볼륨과 속도에 대한 기준 성능을 나타냅니다.
각 볼륨 유형에 대해 지원되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gp3: 3,000-16,000 IOPS
• io1: 100-64,000 IOPS
io1 볼륨의 경우 Nitro 시스템에 구축된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64,000 IOPS를보장합니다. 다른 인스턴
스 패밀리는 최대 32,000 IOPS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Iops는 볼륨 유형이 gp3 또는 io1일 때 지원되며 볼륨 유형이 io1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standard, gp2, st1 또는 sc1 볼륨에서는 사용되지 않음.)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apshotId
사용할 볼륨의 스냅샷 ID입니다.
VolumeSize 또는 SnapshotId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oughput
gp3 볼륨에 대해 프로비저닝할 처리량(MiBp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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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25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Size
볼륨 크기(GiB)입니다. 다음은 각 볼륨 유형에 대해 지원되는 볼륨 크기입니다.
• gp2 및 gp3: 1-16,384
• io1: 4-16,384
• st1 및 sc1: 125-16,384
• standard: 1-1,024
SnapshotId 또는 VolumeSize를 지정해야 합니다. SnapshotId 및 VolumeSize를 둘 다 지정하는
경우 볼륨 크기는 스냅샷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638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Type
볼륨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 볼륨 유
형을 참조하십시오.
유효한 값: standard | io1 | gp2 | st1 | sc1 | gp3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암호화된 볼륨에 사용할 경우 필요한 KMS 키 정책
•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EBS 지원 AMI를 통한 암호화 사용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BlockDeviceMapping
BlockDeviceMapping은(는)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리소스의
BlockDeviceMappings 속성에 대한 블록 디바이스 매핑을 지정합니다.
실행된 각 인스턴스에는 연관된 루트 디바이스 볼륨(Amazon EBS 볼륨 또는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이 있습
니다. 블록 디바이스 매핑을 사용하면 실행될 때 인스턴스에 연결할 추가 EBS 볼륨 또는 인스턴스 스토어 볼
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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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블록 디바이스 매핑 예제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viceName" : String,
"Ebs" : BlockDevice (p. 2711),
"NoDevice" : Boolean,
"VirtualName" : String

YAML
DeviceName: String
Ebs:
BlockDevice (p. 2711)
NoDevice: Boolean
VirtualName: String

Properties
DeviceName
EC2 인스턴스에 표시되는 디바이스 이름입니다(예: /dev/sdh 또는 xvdh).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
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Linux 인스턴스의 디바이스 명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bs
인스턴스가 시작될 때 EBS 볼륨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파라미터입니다.
VirtualName 또는 Ebs을 지정할 수 있지만 둘 다 함께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lockDevice (p. 27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Device
이 값을 true로 설정하면 AMI의 블록 디바이스 매핑에 포함된 지정된 디바이스를 억제합니다.
루트 디바이스에 대한 NoDevice가 true인 경우 인스턴스가 EC2 상태 확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mazon EC2 Auto Scaling은 대체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NoDevice를 지정할 경우 Ebs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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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Name
가상 디바이스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ephemeralX 형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X 는 0부터 시작하는 숫자
입니다(예: ephemeral0).
VirtualName 또는 Ebs을 지정할 수 있지만 둘 다 함께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인스턴스 스토어
•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Elastic Block Store(Amazon EBS)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MetadataOptions
MetadataOptions는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 옵션을 설명하는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의 속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옵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ttpEndpoint" : String,
"HttpPutResponseHopLimit" : Integer,
"HttpTokens" : String

YAML
HttpEndpoint: String
HttpPutResponseHopLimit: Integer
HttpTokens: String

Properties
HttpEndpoint
이 파라미터는 인스턴스에서 HTTP 메타데이터 엔드포인트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파라미터
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상태는 enabled입니다.

Note
disabled 값을 지정하면 인스턴스 메타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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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PutResponseHopLimit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요청에 대해 원하는 HTTP PUT 응답 홉 제한 숫자가 클수록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요청이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1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Tokens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요청에 대한 토큰 사용 상태입니다. 요청에 파라미터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
상태는 optional입니다.
상태가 optional인 경우 요청에 서명된 토큰 헤더가 있거나 없는 인스턴스 메타데이터를 검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토큰 없이 IAM 역할 자격 증명을 검색하면 버전 1.0 역할 자격 증명이 반환됩니다.
유효한 서명된 토큰을 사용하여 IAM 역할 자격 증명을 검색하면 버전 2.0 역할 자격 증명이 반환됩니다.
상태가 required인 경우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검색 요청과 함께 서명된 토큰 헤더를 보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IAM 역할 자격 증명을 검색하면 항상 버전 2.0 자격 증명이 반환됩니다. 버전 1.0 자격 증명
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ptional | requir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utoScaling::LifecycleHook
AWS::AutoScaling::LifecycleHook 리소스는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수명 주기 후크를 지정합니
다. 이러한 후크를 사용하면 Auto Scaling 그룹이 Auto Scaling 인스턴스 수명 주기의 이벤트를 인식한 다음,
해당 수명 주기 이벤트가 발생할 때 사용자 지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명 주기 후크는 인스턴스가
다음 상태로 전환되기 전에 수명 주기 작업을 완료하는 데 지정된 시간(기본적으로 1시간)을 제공합니다.
구현될 수 있는 수명 주기 후크에는 시작 수명 주기 후크와 종료 수명 주기 후크의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
작 수명 주기 후크는 인스턴스 사용을 준비하거나 구성이 완전히 적용되기 전에 로드 밸런서 뒤에 인스턴스
를 등록하는 것을 늦추려는 경우 사용됩니다. 종료 수명 주기 후크는 실행 중인 인스턴스의 종료를 준비할 때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Auto Scaling 수명 주기 후크와
Amazon EC2 Auto Scaling API 참조의 PutLifecycleHook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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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AutoScaling::LifecycleHook",
"Properties" : {
"AutoScalingGroupName" : String,
"DefaultResult" : String,
"HeartbeatTimeout" : Integer,
"LifecycleHookName" : String,
"LifecycleTransition" : String,
"NotificationMetadata" : String,
"NotificationTargetARN" : String,
"RoleARN" : String
}

YAML
Type: AWS::AutoScaling::LifecycleHook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String
DefaultResult: String
HeartbeatTimeout: Integer
LifecycleHookName: String
LifecycleTransition: String
NotificationMetadata: String
NotificationTargetARN: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수명 주기 후크에 대한 Auto Scaling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faultResult
수명 주기 후크 제한 시간이 경과하거나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때 Auto Scaling 그룹에서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유효한 값은 CONTINUE 및 ABANDON(기본값)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수명 주기 후크 추가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rtbeatTimeout
수명 주기 후크가 시간 초과되기 이전에 경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초)입니다. 범위는 30~7200초입
니다. 기본값은 3600초(1시간)입니다. 수명 주기 후크가 시간 초과되면 Amazon EC2 Auto Scaling은
DefaultResult 속성에 지정된 작업을 수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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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fecycleHookName
수명 주기 후크 이름.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ifecycleTransition
수명 주기 후크를 연결할 인스턴스 상태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autoscaling:EC2_INSTANCE_LAUNCHING
• autoscaling:EC2_INSTANCE_TERMINATING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icationMetadata
Amazon EC2 Auto Scaling이 알림 대상에 메시지를 전송할 때 포함되는 추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3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icationTargetARN
인스턴스가 수명 주기 후크에 대해 전환 상태에 있을 경우 Amazon EC2 Auto Scaling에서 이를 알리는
데 사용되는 알림 대상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mazon SQS 대기열 또는 Amazon SNS
주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 메시지에는 수명 주기 작업 토큰, 사용자 계정 ID, Auto Scaling 그룹 이
름, 수명 주기 후크 이름, 인스턴스 ID, 수명 주기 전환, 알림 메타데이터 등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uto Scaling 그룹이, 지정된 알림 대상(예: Amazon SNS 주제 또는 Amazon SQS 대기열)에 게시하도록
허용하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이 역할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에서 수명 주기 후크에 대한 알림 대상 구성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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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입력하면 Ref는 해당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mylifecyclehook.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예제
다음 예제는 수명 주기 후크를 지정합니다.
수명 주기 후크가 있는 CloudFormation 스택 템플릿 예제는 GitHub 리포지토리를 참조하세요. Auto Scaling
그룹의 시작 템플릿에 정의되는 사용자 데이터 스크립트에 사용할 수 있는 시작 수명 주기 후크의 예제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인스턴스 종료를 위한 수명 주기 후크
다음 예제는 인스턴스 종료 시 사용자 지정 작업을 지원하는 수명 주기 후크를 지정합니다. Ref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동일한 템플릿의 다른 곳에서 선언된 Auto Scaling 그룹(논리적 이름이 myASG임)을 나타냅니다.
NotificationMetadata 속성을 사용하여 알림과 함께 보낼 추가 정보(예: 인스턴스가 속한 클러스터 이
름)를 지정합니다.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존재하거나 생성해야 하는 Lambda/EventBridge 규칙 리소스는 이 코드 조각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이러힌 리소스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에서 수명
주기 후크에 대한 알림 대상 구성을 참조하세요.

JSON
{

}

"myTerminationLifecycleHook":{
"Type":"AWS::AutoScaling::LifecycleHook",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Ref":"myASG"
},
"LifecycleTransition":"autoscaling:EC2_INSTANCE_TERMINATING",
"HeartbeatTimeout": 300,
"DefaultResult": "CONTINUE",
"NotificationMetadata": "optional metadata"
}
}

YAML
--myTerminationLifecycleHook:
Type: AWS::AutoScaling::LifecycleHook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Ref: myASG
LifecycleTransition: "autoscaling:EC2_INSTANCE_TERMIN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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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beatTimeout: 300
DefaultResult: "CONTINUE"
NotificationMetadata: "optional metadata"

인스턴스 시작을 위한 수명 주기 후크
다음 예제는 인스턴스 시작 시 사용자 지정 작업을 지원하는 수명 주기 후크를 지정합니다. 수명 주기 후크는
동일한 조각에서 생성된 새로운 Auto Scaling 그룹에 추가됩니다.
이 예제 솔루션은 NotificationTargetARN 및 RoleARN 속성을 사용하여 수명 주기 작업이 발생할 때 알
림을 받는 데 사용할 Amazon SQS 대기열 및 IAM 역할을 지정합니다.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존재하거나 생
성해야 하는 Amazon SQS 대기열 및 IAM 역할 리소스는 이 코드 조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힌 리소스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에서 수명 주기 후크에 대한 알림 대상 구
성을 참조하세요.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2010-09-09",
"Parameters":{
"Subnets":{
"Type":"CommaDelimitedList"
}
},
"Resources":{
"myASG":{
"Type":"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DesiredCapacity":"2",
"MaxSize":"3",
"MinSize":"1",
"LaunchTemplate": {
"LaunchTemplateId": {
"Ref":"myLaunchTemplate"
},
"Version":{
"Ref":"myLaunchTemplateVersionNumber"
}
},
"VPCZoneIdentifier":{
"Ref":"Subnets"
},
"LifecycleHookSpecificationList":[
{
"LifecycleTransition":"autoscaling:EC2_INSTANCE_LAUNCHING",
"LifecycleHookName":"myLaunchLifecycleHook",
"HeartbeatTimeout":4800,
"NotificationTargetARN":{
"Fn::GetAtt":[
"SQS",
"Arn"
]
},
"RoleArn":{
"Fn::Join":[
":",
[
"arn:aws:iam:",
{
"Ref":"AWS::AccountId"
},
"role/role-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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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SQS":{
"Type":"AWS::SQS::Queue"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Subnets:
Type: CommaDelimitedList
AZs:
Type: CommaDelimitedList
Resources:
myASG: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DesiredCapacity: '2'
MaxSize: '3'
MinSize: '1'
LaunchTemplate:
LaunchTemplateId: !Ref myLaunchTemplate
Version: !Ref myLaunchTemplateVersionNumber
VPCZoneIdentifier: !Ref Subnets
LifecycleHookSpecificationList:
- LifecycleTransition: "autoscaling:EC2_INSTANCE_LAUNCHING"
LifecycleHookName: "myLaunchLifecycleHook"
HeartbeatTimeout: 4800
NotificationTargetARN: !GetAtt SQS.Arn
RoleARN: !Join
- ':'
- - 'arn:aws:iam:'
- !Ref 'AWS::AccountId'
- role/role-name
SQS:
Type: AWS::SQS::Queue

AWS::AutoScaling::ScalingPolicy
AWS::AutoScaling::ScalingPolicy 리소스는 Auto Scaling 그룹이 애플리케이션에 사용 가능한 인스
턴스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Amazon EC2 Auto Scaling 조정 정책을 지정합니다.
조정 정책을 사용하여 Auto Scaling 그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동적 조정 및 예측적 조정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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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justmentType" : String,
"AutoScalingGroupName" : String,
"Cooldown" : String,
"EstimatedInstanceWarmup" : Integer,
"MetricAggregationType" : String,
"MinAdjustmentMagnitude" : Integer,
"PolicyType" : String,
"PredictiveScalingConfiguration" : PredictiveScalingConfiguration (p. 2734),
"ScalingAdjustment" : Integer,
"StepAdjustments" : [ StepAdjustment (p. 2741), ... ],
"TargetTrackingConfiguration" : TargetTrackingConfiguration (p. 2742)

YAML
Type: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AdjustmentType: String
AutoScalingGroupName: String
Cooldown: String
EstimatedInstanceWarmup: Integer
MetricAggregationType: String
MinAdjustmentMagnitude: Integer
PolicyType: String
PredictiveScalingConfiguration:
PredictiveScalingConfiguration (p. 2734)
ScalingAdjustment: Integer
StepAdjustments:
- StepAdjustment (p. 2741)
TargetTrackingConfiguration:
TargetTrackingConfiguration (p. 2742)

Properties
AdjustmentType
조정 조절 해석 방법을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은 ChangeInCapacity, ExactCapacity,
PercentChangeInCapacity입니다.
정책 유형이 StepScaling 또는 SimpleScaling인 경우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조정 조절 유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oScalingGroupName
Auto Scaling 그룹의 이름.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oldown
정책의 휴지 기간(초)입니다. 여기서 휴지 기간을 지정하면 Auto Scaling 그룹에 대해 정의된 기본 휴지
기간이 무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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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형이 SimpleScaling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Auto Scaling 조정 휴지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stimatedInstanceWarmup
새로 시작된 인스턴스가 CloudWatch 측정치에 기여할 수 있을 때까지의 예상 시간(초)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기본 휴지 기간의 값을 사용합니다.
정책 유형이 TargetTrackingScaling 또는 StepScaling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AggregationType
CloudWatch 지표에 대한 집계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은 Minimum, Maximum, Average입니다. 집계 유
형이 null이면 값이 Average로 간주됩니다.
정책 유형이 StepScaling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AdjustmentMagnitude
조정 유형이 PercentChangeInCapacity일 때 조정 가능한 최소값입니다. 예를 들어, Auto Scaling
그룹을 25%만큼 확장하는 단계 조정 정책을 생성하고 MinAdjustmentMagnitude를 2로 지정
해 보겠습니다. 그룹에 인스턴스가 4개 있고 조정 정책이 수행될 경우 4의 25%는 1입니다. 그러나
MinAdjustmentMagnitude가 2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Amazon EC2 Auto Scaling은 그룹을 2 인스턴
스만큼 확장합니다.
정책 유형이 StepScaling 또는 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
용 설명서의 조정 조절 유형을 참조하세요.

Note
일부 Auto Scaling 그룹은 인스턴스 가중치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
MinAdjustmentMagnitude를 적어도 최대 인스턴스 가중치만큼 큰 값으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yType
다음 정책 유형 중 하나입니다.
• TargetTrackingScaling
• StepScaling
• SimpleScaling (default)
• PredictiveSc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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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대상 추적 조정 정책 및 단계 및 단순 확장 정책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dictiveScalingConfiguration
예측적 크기 조정 정책입니다. 사전 정의된 지표에 대한 지원만 포함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PredictiveScalingConfiguration (p. 273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alingAdjustment
지정된 조정 유형을 기반으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양입니다. 양수 값은 현재 용량에 추가하고, 음수 값
은 현재 용량에서 제거합니다. 정확한 용량을 위해 양수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정책 유형이 SimpleScaling인 경우 필요합니다. (다른 정책 유형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epAdjustments
경보 위반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조정 세트입니다.
정책 유형이 StepScaling인 경우 필요합니다. (다른 정책 유형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StepAdjustment (p. 274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TrackingConfiguration
대상 추적 조정 정책입니다. 사전 정의 또는 사용자 지정 지표에 대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전 정의 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SGAverageCPUUtilization
• ASGAverageNetworkIn
• ASGAverageNetworkOut
• ALBRequestCountPerTarget
지표에 대해 ALBRequestCountPerTarget을 지정하는 경우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을 사용하여 ResourceLabel 파라미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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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argetTrackingConfiguration (p. 274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AWS::AutoScaling::ScalingPolicy 유형을 Ref 함수의 인수로 지정하면 CloudFormation
에서 정책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예: arn:aws:autoscaling:useast-2:123456789012:scalingPolicy:ab12c4d5-a1b2-a1b2-a1b2ab12c4d56789:autoScalingGroupName/myStack-AutoScalingGroupAB12C4D5E6:policyName/myStack-myScalingPolicy-AB12C4D5E6.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예제
다음 예에서는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조정 정책을 지정합니다.
더 많은 템플릿 코드 조각은 Auto Scaling 템플릿 코드 조각을 참조하세요.

예측적 크기 조정 정책
다음 템플릿 조각은 목표 사용률이 70인 CPU 사용률 지표를 사용하는 예측적 크기 조정 정책 구성을 보여줍
니다. ForecastOnly 모드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Amazon EC2 Auto Scaling은 이틀 전에 트래픽 예측을 사
용하여 예측을 생성하지만 그룹을 적극적으로 확장하지는 않습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2010-09-09",
"Resources":{
"myPredictiveScalingPolicy":{
"Type":"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Ref":"myASG"
},
"PolicyType":"PredictiveScalingConfiguration",
"PredictiveScalingConfiguration":{
"MetricSpecifications":[
{
"TargetValue":70,
"PredefinedMetricPairSpecification":{
"PredefinedMetricType":"ASGCPUUtilization"
}
}
],
"Mode":"ForecastOnly"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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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redictiveScalingPolicy:
Type: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Ref myASG
PolicyType: PredictiveScalingConfiguration
PredictiveScalingConfiguration:
MetricSpecifications:
- TargetValue: 70
PredefinedMetricPairSpecification:
PredefinedMetricType: ASGCPUUtilization
Mode: ForecastOnly

대상 추적 조정 정책
다음 예제에서는 ASGAverageCPUUtilization 및 ALBRequestCountPerTarget 지표를 기반으로 두
개의 대상 추적 조정 정책이 있는 Auto Scaling 그룹을 만듭니다. 이러한 각 정책의 속성에는 동일한 템플릿
의 파라미터 값을 참조하는 TargetValue 속성이 포함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2010-09-09",
"Parameters":{
"AMI":{
"Type":"String"
},
"Subnets":{
"Type":"CommaDelimitedList"
},
"VPC":{
"Type":"String"
},
"CPUPolicyTargetValue":{
"Type":"String"
},
"ALBRequestCountTargetValue":{
"Type":"String"
}
},
"Resources":{
"myLoadBalancer":{
"Type":"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ubnets":{
"Ref":"Subnets"
}
}
},
"myLoadBalancerListener":{
"Type":"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DefaultActions":[
{
"TargetGroupArn":{
"Ref":"myTargetGroup"
},
"Type":"forward"
}
],
"LoadBalancerArn":{
"Ref":"myLoadBalancer"
},
"Port":80,
"Protocol":"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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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TargetGroup":{
"Type":"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Name":"myTargetGroup",
"Port":80,
"Protocol":"HTTP",
"VpcId":{
"Ref":"VPC"
}
}
},
"myLaunchConfig":{
"Type":"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Properties":{
"ImageId":{
"Ref":"AMI"
},
"InstanceType":"t2.large"
}
},
"myASG":{
"Type":"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MaxSize":"2",
"MinSize":"1",
"VPCZoneIdentifier":{
"Ref":"Subnets"
},
"LaunchConfigurationName":{
"Ref":"myLaunchConfig"
},
"TargetGroupARNs":[
{
"Ref":"myTargetGroup"
}
]
}
},
"myCPUPolicy":{
"Type":"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Ref":"myASG"
},
"PolicyType":"TargetTrackingScaling",
"TargetTrackingConfiguration":{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PredefinedMetricType":"ASGAverageCPUUtilization"
},
"TargetValue":{
"Ref":"CPUPolicyTargetValue"
}
}
}
},
"myALBRequestCountPolicy":{
"Type":"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Ref":"myASG"
},
"PolicyType":"TargetTrackingScaling",
"TargetTrackingConfiguration":{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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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efinedMetricType":"ALBRequestCountPerTarget",
"ResourceLabel":{
"Fn::Join":[
"/",
[
{
"Fn::GetAtt":[
"myLoadBalancer",
"LoadBalancerFullName"
]
},
{
"Fn::GetAtt":[
"myTargetGroup",
"TargetGroupFullName"
]
}
]
]
}

}

}

}

}

}

},
"TargetValue":{
"Ref":"ALBRequestCountTargetValue"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AMI:
Type: String
Subnets:
Type: CommaDelimitedList
VPC:
Type: String
CPUPolicyTargetValue:
Type: String
ALBRequestCountTargetValue:
Type: String
Resources:
my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ubnets: !Ref Subnets
myLoadBalancerListen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DefaultActions:
- TargetGroupArn: !Ref myTargetGroup
Type: forward
LoadBalancerArn: !Ref myLoadBalancer
Port: 80
Protocol: HTTP
myTargetGroup: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Name: myTargetGroup
Port: 80
Protocol: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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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Id: !Ref VPC
myLaunchConfig:
Typ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Properties:
ImageId: !Ref AMI
InstanceType: t2.large
myASG: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MaxSize: '2'
MinSize: '1'
VPCZoneIdentifier: !Ref Subnets
LaunchConfigurationName: !Ref myLaunchConfig
TargetGroupARNs:
- !Ref myTargetGroup
myCPUPolicy:
Type: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Ref myASG
PolicyType: TargetTrackingScaling
TargetTrackingConfiguration: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PredefinedMetricType: ASGAverageCPUUtilization
TargetValue: !Ref CPUPolicyTargetValue
myALBRequestCountPolicy:
Type: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Ref myASG
PolicyType: TargetTrackingScaling
TargetTrackingConfiguration: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PredefinedMetricType: ALBRequestCountPerTarget
ResourceLabel: !Join
- '/'
- - !GetAtt myLoadBalancer.LoadBalancerFullName
- !GetAtt myTargetGroup.TargetGroupFullName
TargetValue: !Ref ALBRequestCountTargetValue

단계 조정 정책
다음 예제에서는 StepScaling 정책 유형과 ChangeInCapacity 조정 유형을 사용하여 조정 정책을 만듭
니다. 또한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CloudWatch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CloudWatch 경보를 생성해야 합니
다. CloudWatch 경보는 한 가지 조정 정책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경보가 트리거되면 정책은 다음 단계 조정을 기준으로 Auto Scaling 그룹의 용량을 늘립니다
(CloudWatch 경보 임계값이 70%라고 가정).
• 지표의 값이 70%보다 크거나 같지만 85%보다 작으면 용량을 1 증가시킵니다.
• 지표의 값이 85%보다 크거나 같지만 95%보다 작으면 용량을 2 증가시킵니다.
• 지표의 값이 95%보다 크거나 같으면 용량을 3 증가시킵니다.

JSON
{

"Resources":{
"ASGScalingPolicyHigh":{
"Type":"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AdjustmentType":"ChangeInCapacity",
"AutoScalingGroupName":{
"Ref":"myA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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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PolicyType":"StepScaling",
"MetricAggregationType":"Average",
"EstimatedInstanceWarmup":60,
"StepAdjustments":[
{
"MetricIntervalLowerBound":0,
"MetricIntervalUpperBound":15,
"ScalingAdjustment":1
},
{
"MetricIntervalLowerBound":15,
"MetricIntervalUpperBound":25,
"ScalingAdjustment":2
},
{
"MetricIntervalLowerBound":25,
"ScalingAdjustment":3
}
]

YAML
--Resources:
ASGScalingPolicyHigh:
Type: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AdjustmentType: "ChangeInCapacity"
AutoScalingGroupName:
Ref: "myASG"
PolicyType: "StepScaling"
MetricAggregationType: "Average"
EstimatedInstanceWarmup: 60
StepAdjustments:
- MetricIntervalLowerBound: 0
MetricIntervalUpperBound: 15
ScalingAdjustment: 1
- MetricIntervalLowerBound: 15
MetricIntervalUpperBound: 25
ScalingAdjustment: 2
- MetricIntervalLowerBound: 25
ScalingAdjustment: 3

단순 조정 정책
다음 예제에서는 SimpleScaling 정책 유형과 ChangeInCapacity 조정 유형을 사용하여 조정 정책을 만
듭니다. 이 정책은 트리거될 때 용량을 하나씩 늘립니다. 또한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CloudWatch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CloudWatch 경보를 생성해야 합니다. CloudWatch 경보는 한 가지 조정 정책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JSON
{

"Resources":{
"ASGScalingPolicyHigh":{
"Type":"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AdjustmentType":"ChangeInCapacity",

API 버전 2010-05-15
273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2 Auto Scaling

}

}

}

}

"PolicyType":"SimpleScaling",
"Cooldown":"300",
"AutoScalingGroupName":{
"Ref":"myASG"
},
"ScalingAdjustment":1

YAML
--Resources:
ASGScalingPolicyHigh:
Type: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operties:
AdjustmentType: "ChangeInCapacity"
PolicyType: "SimpleScaling"
Cooldown: "300"
AutoScalingGroupName:
Ref: "myASG"
ScalingAdjustment: 1

AWS::AutoScaling::ScalingPolicy CustomizedMetricSpecification
Amazon EC2 Auto Scaling에 대한 대상 추적 조정 정책에 대해 사용자 지정된 지표 사양 정보를 포함합니다.
사용자 지정 지표 사양을 생성하려면
• CloudWatch의 각 필수 파라미터에 대해 값을 추가합니다. 기존 지표나, 새로 만든 지표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직접 만든 지표를 사용하려면 해당 지표를 CloudWatch에 게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의 사용자 지정 지표 게시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용량에 비례하여 변경되는 지표를 선택합니다. 용량 단위와 역비례하여 지표 값이 증가하거나 줄어들어야
합니다. 즉, 용량이 증가하면 지표의 값은 감소해야 합니다.
CloudWatch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개념을 참조하십시오.
CustomizedMetricSpecification은(는) AWS::AutoScaling::ScalingPolicy
TargetTrackingConfiguration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mensions" : [ MetricDimension (p. 2732), ... ],
"MetricName" : String,
"Namespace" : String,
"Statistic" : String,
"Unit" : String

YAML
Dimensions:
- MetricDimension (p. 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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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icName: String
Namespace: String
Statistic: String
Unit: String

Properties
Dimensions
측정치의 차원입니다.
조건: 차원과 함께 지표를 게시한 경우 조정 정책에도 동일한 차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tricDimension (p. 273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Name
측정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space
측정치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istic
측정치의 통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verage | Maximum | Minimum | SampleCount | Sum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it
측정치의 단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utoScaling::ScalingPolicy MetricDimension
MetricDimension은(는) AWS::AutoScaling::ScalingPolicy CustomizedMetricSpecification 속성 유형의
Dimensions 속성에 대한 CloudWatch 지표 ID의 일부인 이름/값 쌍을 지정합니다. 중복 차원은 허용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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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 : String

YAML
Nam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Name
차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차원의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Amazon EC2 Auto Scaling에 대한 대상 추적 조정 정책에 대해 미리 정의된 지표 사양 정보를 포함합니다.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은(는) AWS::AutoScaling::ScalingPolicy
TargetTrackingConfiguration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edefinedMetricType" : String,
"ResourceLabel" : String

YAML
PredefinedMetric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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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Label: String

Properties
PredefinedMetricType
측정치 유형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전 정의 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SGAverageCPUUtilization - Auto Scaling 그룹의 평균 CPU 사용률.
• ASGAverageNetworkIn - Auto Scaling 그룹별로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한 평균 바이
트 수.
• ASGAverageNetworkOut - Auto Scaling 그룹별로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전송한 평균 바이
트 수.
• ALBRequestCountPerTarget - Application Load Balancer 대상 그룹에서 대상별로 이행된 요청
수.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BRequestCountPerTarget | ASGAverageCPUUtilization |
ASGAverageNetworkIn | ASGAverageNetworkOu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Label
측정치 유형과 연결된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지표 유형이 ALBRequestCountPerTarget이고 Auto
Scaling 그룹에 연결된 대상 그룹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리소스 레이블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형식은 app/load-balancer-name/load-balancer-id/targetgroup/target-groupname/target-group-id 입니다. 여기서
• app/load-balancer-name/load-balancer-id 는 로드 밸런서 ARN의 마지막 부분이고
• targetgroup/target-group-name/target-group-id 는 대상 그룹 ARN의 마지막 부분입니
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3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edictiveScalingConfiguration
PredictiveScalingConfiguration은(는) Amazon EC2 Auto Scaling에 대한 예측 조정 정책을 지정하
는 AWS::AutoScaling::ScalingPolicy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API 참조의 PutScalingPolicy 및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예측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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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MaxCapacityBreachBehavior" : String,
"MaxCapacityBuffer" : Integer,
"MetricSpecifications" : [ PredictiveScalingMetricSpecification (p. 2736), ... ],
"Mode" : String,
"SchedulingBufferTime" : Integer

YAML
MaxCapacityBreachBehavior: String
MaxCapacityBuffer: Integer
MetricSpecifications:
- PredictiveScalingMetricSpecification (p. 2736)
Mode: String
SchedulingBufferTime: Integer

Properties
MaxCapacityBreachBehavior
예측 용량이 Auto Scaling 그룹의 최대 용량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적용해야 하는 동작을 정의합
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HonorMaxCapacity(으)로 설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값이 가능합니다.
• HonorMaxCapacity - Amazon EC2 Auto Scaling이 최대 용량보다 높게 용량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최대 용량은 하드 제한으로 적용됩니다.
• IncreaseMaxCapacity-Amazon EC2 Auto Scaling은 예측 용량이 최대 용량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때 최대 용량보다 더 큰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상한은 예측 용량과 MaxCapacityBuffer에 대
한 값에 의해 결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HonorMaxCapacity | IncreaseMaxCapacit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CapacityBuffer
예상 용량에 근접하거나 최대 용량을 초과했을 때 사용할 용량의 크기입니다. 값은 예상 용량에 상대적
인 비율로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버퍼가 10인 경우 이는 10% 버퍼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예상 용량이
50이고 최대 용량이 40인 경우 효율적인 최대 용량은 55입니다.
0으로 설정된 경우 Amazon EC2 Auto Scaling이 최대 용량보다 높게 용량을 조정할 수 있지만 예상 용
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MaxCapacityBreachBehavior 속성이 IncreaseMaxCapacity(으)로 설정된 경우 필수이며 그렇
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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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Specifications
예측 조정에 사용할 지표 및 목표 사용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배열입니다.

Note
배열에 예측 조정 지표 사양을 두 개 이상 추가하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PredictiveScalingMetricSpecification (p. 273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de
예측적 조정 모드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ForecastOnly(으)로 설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orecastAndScale | ForecastOnl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ingBufferTime
인스턴스 시작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시간의 양(초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용량을 추가한
다고 예측될 때 인스턴스를 5분 정도 사전 시작하도록 선택했습니다. 이 경우 인스턴스는 오전 9시 55분
에 시작됩니다. 버퍼 시간의 목적은 리소스에 프로비저닝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C2 인스턴스
를 시작하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시간은 인스턴스 크기 및 완료할 시작 스크립트
가 있는지 여부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값은 3,600초(60분)의 예상 간격 시간보다 적어야 합니다.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300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edictiveScalingMetricSpecification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edictiveScalingConfiguration 속성 유형의 MetricSpecifications
속성에 대한 지표 사양을 지정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예측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PredefinedLoadMetricSpecification" : PredictiveScalingPredefinedLoadMetric (p. 2738),
"PredefinedMetricPairSpecification" : PredictiveScalingPredefinedMetricPair (p. 2739),
"PredefinedScalingMetricSpecification" : PredictiveScalingPredefinedScalingMetric (p.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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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Value" : Double

YAML
PredefinedLoadMetricSpecification:
PredictiveScalingPredefinedLoadMetric (p. 2738)
PredefinedMetricPairSpecification:
PredictiveScalingPredefinedMetricPair (p. 2739)
PredefinedScalingMetricSpecification:
PredictiveScalingPredefinedScalingMetric (p. 2740)
TargetValue: Double

Properties
PredefinedLoadMetricSpecification
로드 지표 사양입니다.
PredefinedMetricPairSpecification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속성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PredictiveScalingPredefinedLoadMetric (p. 273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definedMetricPairSpecification
Amazon EC2 Auto Scaling이 사용할 적절한 크기 조정 지표 및 로드 지표를 결정하는 지표 쌍 사양입니
다.

Note
예측 조정의 경우 지표 쌍 또는 로드 지표 및 조정 지표를 개별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개별 지
표 대신 지표 쌍을 지정하면 크기 조정 정책에 대한 지표를 더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
용자가 지표 쌍을 선택하면 정책이 로드 지표 및 크기 조정 지표에 사용할 정확한 합계 및 평균
통계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edictiveScalingPredefinedMetricPair (p. 273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definedScalingMetricSpecification
크기 조정 지표 사양입니다.
PredefinedMetricPairSpecification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속성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PredictiveScalingPredefinedScalingMetric (p. 274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Value
대상 사용률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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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edictiveScalingPredefinedLoadMetric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edictiveScalingMetricSpecification 속성 유형의
PredefinedLoadMetricSpecification 속성에 대한 로드 지표 정보를 포함합니다.

Important
지표 사양에지표 쌍을 사용하는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edefinedMetricType" : String,
"ResourceLabel" : String

YAML
PredefinedMetricType: String
ResourceLabel: String

Properties
PredefinedMetricType
측정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BTargetGroupRequestCount | ASGTotalCPUUtilization |
ASGTotalNetworkIn | ASGTotalNetworkOu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Label
Auto Scaling 그룹에서 제공하는 요청 수를 결정할 특정 Application Load Balancer 대상 그룹을 고유하
게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대상 그룹이 Auto Scaling 그룹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리소스 레이블을 지
정할 수 없습니다.
로드 밸런서 ARN의 마지막 부분과 대상 그룹 ARN의 마지막 부분을 슬래시(/) 로 구분된 단일 값에 추가
하여 리소스 레이블을 생성합니다. 리소스 레이블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pp/my-alb/778d41231b141a0f/targetgroup/my-alb-targetgroup/943f017f100becff를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pp/<load-balancer-name>/<load-balancer-id>는 로드 밸런서 ARN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 targetgroup/<target-group-name>/<target-group-id>는 대상 그룹 ARN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에 대한 ARN을 찾으려면 DescribeLoadBalancers API 작업을 사용합니다. 대
상 그룹에 대한 ARN을 찾으려면 DescribeTargetGroups API 작업을 사용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273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2 Auto Scaling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edictiveScalingPredefinedMetricPair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edictiveScalingMetricSpecification 속성 유형의
PredefinedMetricPairSpecification 속성에 대한 지표 쌍 정보를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예측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edefinedMetricType" : String,
"ResourceLabel" : String

YAML
PredefinedMetricType: String
ResourceLabel: String

Properties
PredefinedMetricType
사용할 지표를 나타냅니다. 지표 유형마다 두 가지 유형의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드 지표이고 다른
하나는 크기 조정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메트릭 유형이 ASGCPUUtilization인 경우 Auto Scaling 그
룹의 총 CPU 메트릭을 로드 메트릭으로 사용하고 평균 CPU 메트릭을 크기 조정 메트릭으로 사용합니
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BRequestCount | ASGCPUUtilization | ASGNetworkIn | ASGNetworkOu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Label
Auto Scaling 그룹에서 제공하는 총 요청 수 및 평균 요청 수를 결정할 특정 Application Load Balancer
대상 그룹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대상 그룹이 Auto Scaling 그룹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리소스 레이블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로드 밸런서 ARN의 마지막 부분과 대상 그룹 ARN의 마지막 부분을 슬래시(/) 로 구분된 단일 값에 추가
하여 리소스 레이블을 생성합니다. 리소스 레이블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pp/my-alb/778d41231b141a0f/targetgroup/my-alb-targetgroup/943f017f100becff를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273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2 Auto Scaling

• app/<load-balancer-name>/<load-balancer-id>는 로드 밸런서 ARN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 targetgroup/<target-group-name>/<target-group-id>는 대상 그룹 ARN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에 대한 ARN을 찾으려면 DescribeLoadBalancers API 작업을 사용합니다. 대
상 그룹에 대한 ARN을 찾으려면 DescribeTargetGroups API 작업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edictiveScalingPredefinedScalingMetric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edictiveScalingMetricSpecification 속성 유형의
PredefinedScalingMetricSpecification 속성에 대한 크기 조정 지표 정보를 포함합니다.

Important
지표 사양에지표 쌍을 사용하는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edefinedMetricType" : String,
"ResourceLabel" : String

YAML
PredefinedMetricType: String
ResourceLabel: String

Properties
PredefinedMetricType
측정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BRequestCountPerTarget | ASGAverageCPUUtilization |
ASGAverageNetworkIn | ASGAverageNetworkOu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Label
Auto Scaling 그룹에서 제공하는 평균 요청 수를 결정할 특정 Application Load Balancer 대상 그룹을 고
유하게 식별하는 레이블입니다. 대상 그룹이 Auto Scaling 그룹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리소스 레이블
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로드 밸런서 ARN의 마지막 부분과 대상 그룹 ARN의 마지막 부분을 슬래시(/) 로 구분된 단일 값에 추가
하여 리소스 레이블을 생성합니다. 리소스 레이블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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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my-alb/778d41231b141a0f/targetgroup/my-alb-targetgroup/943f017f100becff를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pp/<load-balancer-name>/<load-balancer-id>는 로드 밸런서 ARN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 targetgroup/<target-group-name>/<target-group-id>는 대상 그룹 ARN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에 대한 ARN을 찾으려면 DescribeLoadBalancers API 작업을 사용합니다. 대
상 그룹에 대한 ARN을 찾으려면 DescribeTargetGroups API 작업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utoScaling::ScalingPolicy StepAdjustment
StepAdjustment은(는) AWS::AutoScaling::ScalingPolicy 리소스의StepAdjustments 속성에 대한 단계
조정을 지정합니다.
다음은 위반 임계값이 50으로 설정된 경보를 예로 들은 것입니다.
• 지표가 50 이상이거나 60 미만일 경우 단계 조정을 트리거하려면, 하한을 0으로 지정하고 상한을 10으로
지정합니다.
• 지표가 40을 초과하거나 50 이하일 경우 단계 조정을 트리거하려면, 하한을 -10으로 지정하고 상한을 0으
로 지정합니다.
단계 정책에 적용되는 몇 가지 단계 조절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조절의 범위는 중복되거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1단계 조절은 최대 하나의 null 하한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1단계 조절에 음의 하한값이 포함될 경우 null
하한값으로 단계 조절을 해야 합니다.
• 1단계 조절은 최대 하나의 null 상한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1단계 조절에 양의 상한값이 포함될 경우 null
상한값으로 단계 조절을 해야 합니다.
• 상한 및 하한값은 동일한 단계 조절에서 null이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단계 조정을 참조하세요.
샘플 템플릿 조각은 AWS::AutoScaling::ScalingPolicy 문서의 예제 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etricIntervalLowerBound" : Double,
"MetricIntervalUpperBound" : Double,
"ScalingAdjustment" : Integer

YAML
MetricIntervalLowerBound: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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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icIntervalUpperBound: Double
ScalingAdjustment: Integer

Properties
MetricIntervalLowerBound
경보 임계값과 CloudWatch 지표 간의 차이에 대한 하한입니다. 지표 값이 위반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하한값은 포함됩니다(지표가 임계값 더하기 하한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외됩니다(지표가 임계값 더하기 하한값보다 커야 함). null 값은 음의 무한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조건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IntervalUpperBound
경보 임계값과 CloudWatch 지표 간의 차이에 대한 상한입니다. 지표 값이 위반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값은 제외됩니다(지표가 임계값 더하기 상한값보다 작아야 함).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됩니
다(지표가 임계값 더하기 상한값 이하여야 함). null 값은 양의 무한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조건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alingAdjustment
조정할 양입니다. 조절은 AdjustmentType 속성에서 지정한 값을 기반으로 합니다(절대 수 또는 백분
율). 양수 값은 현재 용량에 추가되고 음수는 현재 용량에서 공제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utoScaling::ScalingPolicy TargetTrackingConfiguration
TargetTrackingConfiguration은 Amazon EC2 Auto Scaling에 대한 대상 추적 조정 정책 구성을 지정
하는 AWS::AutoScaling::ScalingPolicy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API 참조의 PutScalingPolicy를 참조하십시오. 조정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동적 조정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ustomizedMetricSpecification" : CustomizedMetricSpecification (p. 2731),
"DisableScaleIn" : Boolean,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p. 2733),
"TargetValue" :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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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CustomizedMetricSpecification:
CustomizedMetricSpecification (p. 2731)
DisableScaleIn: Boolean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p. 2733)
TargetValue: Double

Properties
CustomizedMetricSpecification
사용자 지정 측정치입니다. 사전 정의된 지표 또는 사용자 지정 지표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CustomizedMetricSpecification (p. 273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ableScaleIn
대상 추적 조정 정책에 대해 축소가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축소 조정이 비활성화된
경우 대상 추적 조정 정책은 Auto Scaling 그룹에서 인스턴스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비활성화되지 않
은 경우에는 대상 추적 조정 정책이 Auto Scaling 그룹에서 인스턴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사전 정의된 측정치입니다. 사전 정의된 지표 또는 사용자 지정 지표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p. 273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Value
측정치에 대한 대상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utoScaling::ScheduledAction
이 AWS::AutoScaling::ScheduledAction 리소스는 Auto Scaling 그룹이 예측 가능한 로드 변경에 대
응하여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 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Amazon EC2 Auto Scaling 예약 작
업을 지정합니다.
Auto Scaling 그룹 및 예약된 작업을 사용하여 스택을 업데이트하면 CloudFormation은 항상 그룹의 최소
크기, 최대 크기 및 원하는 용량 속성을 템플릿의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섹션에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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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 값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예약된 작업이 적용되는 경우 CloudFormation에서 수행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UpdatePolicy 속성을 사용하여 템플릿에서 개별 값을 수정하지 않은 한 스택 업데이트 중
CloudFormation에서 최소 크기, 최대 크기 또는 원하는 용량 속성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롤
링 업데이트를 활성화한 경우, Auto Scaling 그룹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Auto Scaling 그룹의 UpdatePolicy
속성을 지정하여 예약된 작업을 일시 중지해야 합니다. 롤링 업데이트에 대한 샘플 업데이트 정책은 Auto
Scaling 템플릿 코드 조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예약된 조정 및 조정 프로세스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utoScaling::ScheduledAction",
"Properties" : {
"AutoScalingGroupName" : String,
"DesiredCapacity" : Integer,
"EndTime" : String,
"MaxSize" : Integer,
"MinSize" : Integer,
"Recurrence" : String,
"StartTime" : String,
"TimeZone" : String
}

YAML
Type: AWS::AutoScaling::ScheduledAction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String
DesiredCapacity: Integer
EndTime: String
MaxSize: Integer
MinSize: Integer
Recurrence: String
StartTime: String
TimeZone: String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Auto Scaling 그룹의 이름.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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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edCapacity
원하는 용량은 예약 작업이 실행된 후 Auto Scaling 그룹의 초기 용량과 유지를 시도하는 용량입니다. 확
장 조건을 더 추가하면 이 용량을 초과하여 확장할 수 있습니다.
MaxSize, MinSize 또는 DesiredCapacity 속성을 최소 하나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Time
반복되는 일정이 종료되는 날짜와 시간(UTC)입니다. 예: "2021-06-01T00:00:00Z".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Size
Auto Scaling 그룹의 최대 크기입니다.
MaxSize, MinSize 또는 DesiredCapacity 속성을 최소 하나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Size
Auto Scaling 그룹의 최소 크기입니다.
MaxSize, MinSize 또는 DesiredCapacity 속성을 최소 하나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urrence
이 작업에 대한 반복 일정입니다. 이 형식은 다음과 같이 공백으로 구분된 다섯 개의 필드로 구성됩니
다. [Minute] [Hour] [Day_of_Month] [Month_of_Year] [Day_of_Week]. 이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rontab을 참조하십시오.
StartTime 및 EndTime이 Recurrence로 지정된 경우 반복 작업이 시작되고 중지되는 시기에 대한
경계를 형성합니다.
Cron 표현식은 기본적으로 협정 세계시(UTC)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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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rtTime
이 작업을 시작할 날짜와 시간이며 UTC/GMT의 YYYY-MM-DDThh:mm:ssZ 형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예: "2021-06-01T00:00:00Z".
Recurrence 및 StartTime을 지정하는 경우 Amazon EC2 Auto Scaling은 이 시간에 작업을 수행한
다음 지정된 반복에 따라 작업을 수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Zone
Cron 표현식의 표준 시간대를 지정합니다. 표준 시간대가 제공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UTC가 사용됩니
다.
유효한 값은 IANA 표준 시간대 데이터베이스(예: Etc/GMT+9 또는Pacific/Tahiti)에서
파생된 IANA 표준 시간대의 정식 이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en.wikipedia.org/wiki/
List_of_tz_database_time_zones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입력하면 Ref는 해당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mystackmyscheduledaction-NT5EUXTNTXXD.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예제
다음 예제는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크기 조정 작업을 예약합니다.

반복 일정에 따라 실행되는 예약 작업
다음 템플릿 코드 조각에는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 수를 조정하는 두 개의 예약된 작업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ScheduledActionOut 작업은 매일 오전 7시에 시작되어 Auto Scaling 그룹을 최소 5개 및 최대 10
개의 Amazon EC2 인스턴스로 설정합니다. ScheduledActionIn 작업은 매일 오후 7시에 시작되어 Auto
Scaling 그룹을 최소 및 최대 1개의 Amazon EC2 인스턴스로 설정합니다. 표준 시간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약 작업은 UTC 시간으로 반복됩니다.

JSON
{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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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heduledActionOut":{
"Type":"AWS::AutoScaling::ScheduledAction",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Ref":"myASG"
},
"MaxSize":"10",
"MinSize":"5",
"Recurrence":"0 7 * * *"
}
},
"ScheduledActionIn":{
"Type":"AWS::AutoScaling::ScheduledAction",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Ref":"myASG"
},
"MaxSize":"1",
"MinSize":"1",
"Recurrence":"0 19 * * *"
}
}

YAML
--Resources:
ScheduledActionOut:
Type: AWS::AutoScaling::ScheduledAction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Ref myASG
MaxSize: 10
MinSize: 5
Recurrence: "0 7 * * *"
ScheduledActionIn:
Type: AWS::AutoScaling::ScheduledAction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Ref myASG
MaxSize: 1
MinSize: 1
Recurrence: "0 19 * * *"

한 번만 발생하는 예약 크기 조정 작업
다음 템플릿 코드 조각에는 일회성 예약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tartTime에 지정된 날짜와 시간(2021
년 3월 31일 오후 4:00 UTC)에 그룹에 2개 이상의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 1개 인스턴스로 축소됩니다. 그룹에
현재 인스턴스가 없는 경우 인스턴스 1개로 확장됩니다.

JSON
{

"Resources":{
"OneTimeScheduledAction":{
"Type":"AWS::AutoScaling::ScheduledAction",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Ref":"myASG"
},
"DesiredCapacity":"1",
"StartTime":"2021-03-31T16:00:00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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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Resources:
OneTimeScheduledAction:
Type: 'AWS::AutoScaling::ScheduledAction'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Ref myASG
DesiredCapacity: '1'
StartTime: '2021-03-31T16:00:00Z'

AWS::AutoScaling::WarmPool
AWS::AutoScaling::WarmPool 리소스는 Auto Scaling 그룹과 함께 있는 미리 초기화된 EC2 인스턴스
풀을 생성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해야 할 때마다 Auto Scaling 그룹은 웜 풀을 사용하여 원하는 새 용량
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웜 풀을 생성할 때 최소 크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Auto Scaling 그룹이 확장되고 웜 풀의 크기가 축소되면
Amazon EC2 Auto Scaling은 최소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웜 풀로 새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Auto Scaling을 위한 웜 풀을 참조하
십시오.

Note
CloudFormation은 Auto Scaling 그룹의UpdatePolicy 속성을 지원합니다. 업데이트 중에
UpdatePolicy(이)가 AutoScalingRollingUpdate(으)로 설정된 경우 CloudFormation
은 InService 인스턴스만 교체합니다. 웜 풀의 인스턴스는 교체되지 않습니다. 인스턴스가
교체되는 차이로 인해 스택 업데이트가 완료된 후 다른 인스턴스 구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pdatePolicy(이)가 AutoScalingReplacingUpdate(으)로 설정된 경우 CloudFormation이
Auto Scaling 그룹과 웜 풀을 모두 대체하므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utoScaling::WarmPool",
"Properties" : {
"AutoScalingGroupName" : String,
"MaxGroupPreparedCapacity" : Integer,
"MinSize" : Integer,
"PoolState" : String
}

YAML
Type: AWS::AutoScaling::WarmPool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String
MaxGroupPreparedCapacity: Integer
MinSize: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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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State: String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Auto Scaling 그룹의 이름.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xGroupPreparedCapacity
웜 풀에 또는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Terminated을(를) 제외한 모든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최대 인스
턴스 수를 지정합니다. 이 속성은 선택적 속성입니다. 이는 그룹의 최대 용량과 원하는 용량 간의 차이로
웜 풀 크기를 결정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Important
MaxGroupPreparedCapacity에 대한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Amazon EC2 Auto
Scaling이 시작되어 그룹의 최대 용량과 원하는 용량 간의 차이를 유지 관리합니다.
MaxGroupPreparedCapacity에 대한 값을 지정하면 Amazon EC2 Auto Scaling이
MaxGroupPreparedCapacity과(와) 원하는 용량 간의 차이를 대신 사용합니다.
웜 풀의 크기는 동적입니다. MaxGroupPreparedCapacity 및 MinSize이(가) 동일한 값으
로 설정된 경우에만 웜 풀의 크기가 절대 크기입니다.
Auto Scaling 그룹의 원하는 용량이 MaxGroupPreparedCapacity보다 큰 경우, MinSize에 대한 값
을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웜 풀의 용량은 0입니다. 이전에 설정한 값을 제거하려면 속성을 포함하되
값에 -1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Size
웜 풀에서 유지 관리할 최소 인스턴스 수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트래픽 스파이크를 처리하는 데 사
용할 수 있는 특정 수의 준비된 인스턴스가 항상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
은 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olState
수명 주기 작업이 완료된 후 인스턴스 상태를 전환으로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Sto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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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Running | Stopp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설명
완료되지 않은 수명 주기 후크가 있는 경우 CloudFormation은 웜 풀을 성공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상태를
CREATE_COMPLETE로 설정). 인스턴스 상태가 Warmed:Pending:Wait인 경우 수명 주기 후크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웜 풀 인스턴스 수명 주
기 및 Amazon EC2 Auto Scaling 수명 주기 후크를 참조하세요.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Auto Scaling 그룹의 웜 풀을 정의합니다.
웜 풀이 있는 CloudFormation 스택 템플릿 예제는 GitHub 리포지토리를 참조하세요.

웜 풀이 있는 Auto Scaling 그룹
다음 템플릿 코드 조각은 AWS::AutoScaling::WarmPool 및 MinSize 속성 값을 지정하는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PoolState 리소스를 보여줍니다.

JSON
{

}

"Resources":{
"myWarmPool":{
"Type":"AWS::AutoScaling::WarmPool",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Ref":"myASG"
},
"MinSize":30,
"PoolState":"Stopped"
}
}
}

YAML
--Resources:
myWarmPool:
Type: AWS::AutoScaling::WarmPool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Ref myASG
MinSize: 30
PoolState: Stopped

참고 항목
• AWS 컴퓨팅 블로그의 EC2 Auto Scaling 웜 풀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더 빠르게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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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EC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ECR::PublicRepository (p. 2751)
• AWS::ECR::RegistryPolicy (p. 2753)
• AWS::ECR::ReplicationConfiguration (p. 2755)
• AWS::ECR::Repository (p. 2759)

AWS::ECR::PublicRepository
AWS::ECR::PublicRepository 리소스는 Docker 이미지, Open Container Initiative(OCI) 이미지 및 OCI
호환 아티팩트를 푸시하고 풀할 수 있는 Amazon Elastic Container Registry Public(Amazon ECR Public) 리
포지토리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R Public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R 리포지토리를 참
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R::PublicRepository",
"Properties" : {
"RepositoryCatalogData" : Json,
"RepositoryName" : String,
"RepositoryPolicyText" : Json,
"Tags" : [ Tag, ... ]
}

YAML
Type: AWS::ECR::PublicRepository
Properties:
RepositoryCatalogData: Json
RepositoryName: String
RepositoryPolicyText: Json
Tags:
- Tag

Properties
RepositoryCatalogData
Amazon ECR Public Gallery에서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리포지토리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
용은 Amazon ECR Public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ECR Public 리포지토리 카탈로그 데이터를 참조하
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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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itoryName
퍼블릭 저장소에 사용할 이름입니다. 리포지토리 이름을 자체적으로 저장할 수 있거나(예: nginxweb-app), 리포지토리를 범주로 그룹화하기 위해 네임스페이스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예: projecta/nginx-web-app).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고유한 물리적 ID를 생성
한 후 리포지토리 이름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Note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
의 또는 전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바꿔야 한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positoryPolicyText
퍼블릭 리포지토리에 적용할 JSON 리포지토리 정책 텍스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R Public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R Public 리포지토리 정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예: testrepository)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지정한 AWS::ECR::PublicRepository 리소스에 대한 ARN(Amazon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arn:aws:ecr-public::123456789012:repository/test-reposi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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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퍼블릭 리포지토리 지정
다음 예제에서는 test-repository라는 퍼블릭 리포지토리를 지정합니다. 리포지토리 카탈로그 데이터는
Amazon ECR Public Gallery에 공개적으로 표시됩니다.

JSON
"MyPublicRepository": {
"Type": "AWS::ECR::PublicRepository",
"Properties": {
"RepositoryName" : "test-repository",
"RepositoryCatalogData" : {
"UsageText": "This is a sample usage text.",
"AboutText": "This is a sample about text.",
"OperatingSystems": [
"Linux",
"Windows"
],
"Architectures": [
"x86",
"ARM"
],
"RepositoryDescription": "This is a sample repository description."
}
}
}

YAML
Resources:
MyPublicRepositry:
Type: AWS::ECR::PublicRepository
Properties:
RepositoryName: "test-repository"
RepositoryCatalogData:
UsageText: "This is a sample usage text."
AboutText: "This is a sample about text."
OperatingSystems:
- "Linux"
- "Windows"
Architectures:
- "x86"
- "ARM"
RepositoryDescription: "This is a sample repository description."

AWS::ECR::RegistryPolicy
AWS::ECR::RegistryPolicy 리소스는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대한 권한 정책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
합니다.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정책은 다른 AWS account에 대한 권한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며 교차 계정 복제를 구
성할 때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Registry 사용 설명서에서 레지스트리 권한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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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ECR::RegistryPolicy",
"Properties" : {
"PolicyText" : Json
}

YAML
Type: AWS::ECR::RegistryPolicy
Properties:
PolicyText: Json

Properties
PolicyText
레지스트리에 대한 JSON 정책 텍스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Fn::GetAtt
RegistryId
정책이 연결된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의 계정 ID입니다.

예제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대한 레지스트리 정책 지정
다음 예제에서는 us-west-2에서 210987654321 계정에 리포지토리를 생성하고 해당 콘텐츠를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정책을 지정합니다.

JSON
"TestRegistryPolicy": {
"Type": "AWS::ECR::RegistryPolicy",
"Properties": {
"PolicyText": {
"Version":"2012-10-17",
"Statement":[
{
"Sid":"ReplicationAccessCrossAccount",
"Effect":"Allow",
"Principal":{
"AWS":"arn:aws:iam::210987654321:root"
},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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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CreateRepository",
"ecr:ReplicateImage"

}

}

}

]

}

],
"Resource": "arn:aws:ecr:us-west-2:123456789012:repository/*"

YAML
Resources:
TestRegistryPolicy:
Type: 'AWS::ECR::RegistryPolicy'
Properties:
PolicyTex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Sid: UpdatedRegistryPolicy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210987654321:root'
Action:
- 'ecr:CreateRepository'
- 'ecr:ReplicateImage'
Resource: 'arn:aws:ecr:us-west-2:123456789012:repository/*'

AWS::ECR::ReplicationConfiguration
AWS::ECR::ReplicationConfiguration 리소스는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대한 복제 구성을 생성하거
나 업데이트합니다. 복제 구성을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처음 적용하면 복제 프로세스에 대한 사용자 계정
에 서비스 연결 IAM 역할이 생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Registry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ECR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을 참조하세요.

Note
교차 계정 복제를 구성할 때는 대상 계정에서 소스 계정에 복제 권한을 부여해야 합
니다. 이 권한은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권한 정책을 사용하여 제어됩니다. 자세한 내용
은AWS::ECR::RegistryPolicy 섹션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R::ReplicationConfiguration",
"Properties" : {
"ReplicationConfiguration" : ReplicationConfiguration (p. 2757)
}

YAML
Type: AWS::ECR::ReplicationConfiguration
Properties:
ReplicationConfiguration:
ReplicationConfiguration (p. 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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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ReplicationConfiguration
레지스트리에 대한 복제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ReplicationConfiguration (p. 275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Fn::GetAtt
RegistryId
대상 레지스트리의 계정 ID입니다.

예제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대한 복제 구성 지정
다음 예제에서는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대한 소스 리전에서 복제 구성을 지정하여 동일한 계정 내의 useast-2 및 us-west-1 리전에 콘텐츠를 복제합니다.

JSON
"TestReplicationConfiguration": {
"Type": "AWS::ECR::ReplicationConfiguration",
"Properties": {
"ReplicationConfiguration": {
"Rules": [
{
"Destinations": [
{
"Region": "us-east-2",
"RegistryId": "123456789012"
},
{
"Region": "us-west-1",
"RegistryId": "123456789012"
}
]
}
]
}
}
}

YAML
Resources:
MyReplicationConfig:
Type: AWS::ECR::ReplicationConfiguration
Properties:
Replication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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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Destinations:
Region: "us-east-2"
RegistryId: "123456789012"
Region: "us-west-1"
RegistryId: "123456789012"

AWS::ECR::ReplicationConfiguration ReplicationConfiguration
레지스트리에 대한 복제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ules" : [ ReplicationRule (p. 2758), ... ]

YAML
Rules:
- ReplicationRule (p. 2758)

Properties
Rules
복제 구성에 대한 복제 규칙을 나타내는 객체 배열입니다. 복제 구성에는 하나의 복제 규칙만 포함될 수
있지만 규칙에는 하나 이상의 복제 대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ReplicationRule (p. 2758)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R::ReplicationConfiguration ReplicationDestination
복제 대상의 세부 정보를 나타내는 객체 배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gion" : String,
"Registry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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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Region: String
RegistryId: String

Properties
Region
복제할 리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
Maximum: 25
Pattern: [0-9a-z-]{2,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stryId
복제할 대상 레지스트리의 계정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0-9]{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R::ReplicationConfiguration ReplicationRule
복제 구성의 복제 대상을 나타내는 객체 배열입니다. 복제 구성에는 하나의 복제 규칙만 포함될 수 있지만 규
칙에는 하나 이상의 복제 대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s" : [ ReplicationDestination (p. 2757), ... ]

YAML
Destinations:
- ReplicationDestination (p. 2757)

Properties
Destinations
복제 대상의 세부 정보를 나타내는 객체 배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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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ReplicationDestination (p. 2757)목록
Maximum: 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R::Repository
AWS::ECR::Repository 리소스는 도커 이미지, Open Container Initiative(OCI) 이미지 및 OCI 호환 아티
팩트를 푸시하고 풀할 수 있는 Amazon Elastic Container Registry(Amazon ECR) 리포지토리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R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R 프라이빗 리포지토리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R::Repository",
"Properties" : {
"EncryptionConfiguration" : EncryptionConfiguration (p. 2764),
"ImageScanningConfiguration" : ImageScanningConfiguration (p. 2765),
"ImageTagMutability" : String,
"LifecyclePolicy" : LifecyclePolicy (p. 2766),
"RepositoryName" : String,
"RepositoryPolicyText" : Json,
"Tags" : [ Tag, ... ]
}

YAML
Type: AWS::ECR::Repository
Properties:
EncryptionConfiguration:
EncryptionConfiguration (p. 2764)
ImageScanningConfiguration:
ImageScanningConfiguration (p. 2765)
ImageTagMutability: String
LifecyclePolicy:
LifecyclePolicy (p. 2766)
RepositoryName: String
RepositoryPolicyText: Json
Tags:
- Tag

Properties
EncryptionConfiguration
리포지토리에 대한 암호화 구성입니다. 이는 리포지토리 내용이 보관 시 암호화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cryptionConfiguration (p. 27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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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canningConfiguration
리포지토리의 이미지 검사 구성입니다. 이 옵션은 이미지를 리포지토리로 푸시한 후 이미지에서 알려진
취약성을 검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mageScanningConfiguration (p. 276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TagMutability
리포지토리의 태그 변경 가능성 설정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생략하면 이미지 태그를 덮어쓸 수 있는
MUTABLE이 기본 설정으로 사용됩니다. IMMUTABLE을 지정하면 리포지토리 내의 모든 이미지 태그가
변경 불가능하므로 덮어쓰기가 방지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MMUTABLE | MUTA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fecyclePolicy
수명 주기 정책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수명 주기 정책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명 주기 정
책 템플릿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LifecyclePolicy (p. 276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ositoryName
리포지토리에 사용할 이름입니다. 리포지토리 이름을 자체적으로 저장할 수 있거나(예: nginx-webapp), 리포지토리를 범주로 그룹화하기 위해 네임스페이스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예: project-a/
nginx-web-app).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고유한 물리적 ID를 생성한
후 리포지토리 이름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형을 참조하세요.

Note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
의 또는 전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바꿔야 한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
Maximum: 256
Pattern: (?:[a-z0-9]+(?:[._-][a-z0-9]+)*/)*[a-z0-9]+(?:[._-][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positoryPolicyText
리포지토리에 적용될 JSON 리포지토리 정책 텍스트.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Registry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ECR 리포지토리 정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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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Json
최소: 0
Maximum: 1024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예: testrepository)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지정한 AWS::ECR::Repository 리소스에 대한 ARN(Amazon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arn:aws:ecr:eu-west-1:123456789012:repository/test-repository .
RepositoryUri
지정된 AWS::ECR::Repository 리소스에 대한 URI를 반환합니다. 예:
123456789012.dkr.ecr.us-west-2.amazonaws.com/repository.

예제
리포지토리를 지정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test-repository라는 리포지토리를 지정합니다. 이 리포지토리의 정책은 사용자 Bob
및 Alice가 이미지를 푸시하고 가져오도록 허용합니다. IAM 사용자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스택 생성이 실패합니다.

JSON
"MyRepository": {
"Type": "AWS::ECR::Repos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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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RepositoryName" : "test-repository",
"RepositoryPolicyText" : {
"Version": "2008-10-17",
"Statement": [
{
"Sid": "AllowPushPull",
"Effect": "Allow",
"Principal": {
"AWS": [
"arn:aws:iam::123456789012:user/Bob",
"arn:aws:iam::123456789012:user/Alice"
]
},
"Action": [
"ecr:GetDownloadUrlForLayer",
"ecr:BatchGetImage",
"ecr:BatchCheckLayerAvailability",
"ecr:PutImage",
"ecr:InitiateLayerUpload",
"ecr:UploadLayerPart",
"ecr:CompleteLayerUpload"
]
}
]
}
}

YAML
MyRepository:
Type: AWS::ECR::Repository
Properties:
RepositoryName: "test-repository"
RepositoryPolicyText:
Version: "2012-10-17"
Statement:
Sid: AllowPushPull
Effect: Allow
Principal:
AWS:
- "arn:aws:iam::123456789012:user/Bob"
- "arn:aws:iam::123456789012:user/Alice"
Action:
- "ecr:GetDownloadUrlForLayer"
- "ecr:BatchGetImage"
- "ecr:BatchCheckLayerAvailability"
- "ecr:PutImage"
- "ecr:InitiateLayerUpload"
- "ecr:UploadLayerPart"
- "ecr:CompleteLayerUpload"

이미지 검사 구성을 사용하여 리포지토리 지정
다음 예제에서는 이미지 검사가 활성화된 test-repository라는 리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이미지 검사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R 사용 설명서의 이미지 검사를 참조하세요.

JSON
"MyRepository": {
"Type": "AWS::ECR::Repository",

API 버전 2010-05-15
276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R

}

"Properties": {
"RepositoryName" : "test-repository",
"ImageScanningConfiguration" : {
"ScanOnPush": "true"
}
}

YAML
MyRepository:
Type: AWS::ECR::Repository
Properties:
RepositoryName: "test-repository"
ImageScanningConfiguration:
ScanOnPush: "true"

수명 주기 정책을 가진 리포지토리를 지정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수명 주기 정책을 가진 리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JSON
{

"Parameters": {
"lifecyclePolicyText": {
"Type": "String"
},
"repositoryName": {
"Type": "String"
},
"registryId": {
"Type": "String"
}
},
"Resources": {
"MyRepository": {
"Type": "AWS::ECR::Repository",
"Properties": {
"LifecyclePolicy": {
"LifecyclePolicyText": {
"Ref": "lifecyclePolicyText"
},
"RegistryId": {
"Ref": "registryId"
}
},
"RepositoryName": {
"Ref": "repositoryName"
}
}
}
},
"Outputs": {
"Arn": {
"Value": {
"Fn::GetAtt": [
"MyRepository",
"Ar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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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Parameters:
lifecyclePolicyText:
Type: String
repositoryName:
Type: String
registryId:
Type: String
Resources:
MyRepository:
Type: AWS::ECR::Repository
Properties:
LifecyclePolicy:
LifecyclePolicyText: !Ref lifecyclePolicyText
RegistryId: !Ref registryId
RepositoryName: !Ref repositoryName
Outputs:
Arn:
Value: !GetAtt MyRepository.Arn

참고 항목
• Amazon ECR 사용 설명서의 수명 주기 정책 생성
• Amazon ECR API 참조의 PutLifecyclePolicy

AWS::ECR::Repository EncryptionConfiguration
리포지토리에 대한 암호화 구성입니다. 이는 리포지토리 내용이 보관 시 암호화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 구성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AES256 암호화 유형이 사용되는 경우 Amazon ECR은
AES-256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유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서버 측 암호화와 함께 Amazon S3 관리형 암호화
키를 사용합니다. 사용자 측에서 수행할 작업은 없습니다.
리포지토리 콘텐츠의 암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에 저장된 AWS Key Management Service 키와 함께 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암호화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Registry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ECR 유휴 시 암호화를 참
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cryptionType" : String,
"KmsKey" : String

YAML
EncryptionType: String
KmsKey: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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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EncryptionType
사용할 암호화 유형입니다.
KMS 암호화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리포지토리 콘텐츠는 AWS KMS에 저장된 AWS Key Management
Service 키와 함께 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AWS KMS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경우 Amazon ECR에 대한 기본 AWS 관리형 AWS KMS 키를 사용하거나 이미 생성한 고유 AWS
KMS 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Console 콘솔 개발자 안
내서의 AWS Key Management Service(SSE-KMS)에 저장된 AWS KMS 키를 사용하여 서버 측 암호화
를 사용하여 데이터 보호 섹션을 참조하세요.
AES256 암호화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Amazon ECR은 AES-256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리포지토
리의 이미지를 암호화하는 서버 측 암호화와 함께 Amazon S3 관리형 암호화 키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콘솔 개발자 안내서에서 Amazon S3 관리형 암호화 키(SSES3)를 사용하여 서버 측 암호화를 통해 데이터 보호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ES256 | KM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msKey
KMS 암호화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암호화에 사용할 AWS KMS 키를 지정합니다. AWS KMS 키의 별칭,
키 ID 또는 전체 ARN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키는 리포지토리와 같은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키를 지정
하지 않으면 Amazon ECR용 기본 AWS 관리형 AWS KMS 키가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R::Repository ImageScanningConfiguration
리포지토리의 이미지 검사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canOnPush" : Boolean

YAML
ScanOnPush: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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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ScanOnPush
이미지를 리포지토리로 푸시한 후 스캔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설정입니다. true로 설정하면 푸시 후 이
미지가 스캔됩니다.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false로 설정되고 스캔을 수동으로 시
작하지 않는 한 이미지가 스캔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R::Repository LifecyclePolicy
LifecyclePolicy 속성 유형은 수명 주기 정책을 지정합니다. 수명 주기 정책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R 사용 설명서의 수명 주기 정책 템플릿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ifecyclePolicyText" : String,
"RegistryId" : String

YAML
LifecyclePolicyText: String
RegistryId: String

Properties
LifecyclePolicyText
리포지토리에 적용될 JSON 리포지토리 정책 텍스트.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00
Maximum: 307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stryId
리포지토리가 포함된 레지스트리에 연결되는 AWS 계정 ID입니다. 레지스트리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레지스트리가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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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0-9]{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ECR 사용 설명서의 수명 주기 정책 생성
• Amazon ECR API 참조의 PutLifecyclePolicy

Amazon ECS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ECS::CapacityProvider (p. 2767)
• AWS::ECS::Cluster (p. 2772)
• AWS::ECS::ClusterCapacityProviderAssociations (p. 2782)
• AWS::ECS::PrimaryTaskSet (p. 2792)
• AWS::ECS::Service (p. 2793)
• AWS::ECS::TaskDefinition (p. 2818)
• AWS::ECS::TaskSet (p. 2872)

AWS::ECS::CapacityProvider
AWS::ECS::CapacityProvider 리소스는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Amazon ECS) 용량 공급자
를 생성합니다. 용량 공급자는 Amazon ECS 클러스터와 연결되며 클러스터 Auto Scaling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용량 공급자 전략에 사용됩니다.
Auto Scaling 그룹을 사용하는 용량 공급자만 만들 수 있습니다. AWS Fargate의 Amazon ECS 태스크는 이
미 생성되어 AWS Fargate가 지원하는 리전의 모든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FARGATE 및 FARGATE_SPOT
용량 공급자를 사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S::CapacityProvider",
"Properties" : {
"AutoScalingGroupProvider" : AutoScalingGroupProvider (p. 2770),
"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ECS::CapacityProvider
Properties:
AutoScalingGroupProvider:
AutoScalingGroupProvider (p. 2770)
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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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Tag

Properties
AutoScalingGroupProvider
용량 공급자에 대한 Auto Scaling 그룹 설정입니다.
Required: 예
Type: AutoScalingGroupProvider (p. 277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용량 공급자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aws, ecs 또는 fargate로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름
을 지정하지 않으면 CFNStackName-CFNResourceName-RandomString 형식의 기본 이름이 사용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용량 공급자를 분류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용량 공급자에 적용하는 메타데이터입니다. 각 태그
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태그에 적용되는 기본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소스 당 최대 태그 수 - 50개
• 각 리소스에 대해 각 태그 키는 고유하며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 최대 키 길이 - UTF-8의 유니코드 문자 128자
• 최대 값 길이 - UTF-8의 유니코드 문자 256자
• 태깅 스키마를 여러 서비스와 리소스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서비스 또한 허용되는 문자에 대한 제한
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문자는 UTF-8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숫자 및
공백과 특수 문자 + - = . _ : / @.
• 태그 키와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 AWS 용도로 예약된 키 또는 값에는 aws:, AWS: 또는 이러한 접두사의 대문자 또는 소문자 조합을 사
용하지 마십시오. 이 접두사가 지정된 태그 키나 값은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접두사가 지
정된 태그는 리소스당 태그 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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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제에서 Ref 함수는 용량 공급자의 이름(예: MyStack-MyCapacityProvider-JrwYBzxovGfr)을
반환합니다.
{ "Ref": "MyCapacityProvider"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Amazon ECS 용량 공급자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Auto Scaling 그룹 MyAutoScalingGroup을 사용하고 확장 관리 및 종료 보호 기능을 사
용하도록 설정한 용량 공급자를 만듭니다. 이 구성은 Amazon ECS 클러스터 Auto Scaling에 사용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ECSCapacityProvider": {
"Type": "AWS::ECS::CapacityProvider",
"Properties": {
"AutoScalingGroupProvider": {
"AutoScalingGroupArn": "arn:aws:autoscaling:uswest-2:123456789012:autoScalingGroup:a1b2c3d4-5678-90ab-cdefEXAMPLE11111:autoScalingGroupName/MyAutoScalingGroup",
"ManagedScaling": {
"MaximumScalingStepSize": 10,
"MinimumScalingStepSize": 1,
"Status": "ENABLED",
"TargetCapacity": 100
},
"ManagedTerminationProtection": "ENABLED"
},
"Tags": [
{
"Key": "environment",
"Value": "production"
}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ECSCapacityProvider:
Type: AWS::ECS::CapacityProvider
Properties:
AutoScalingGroupProvider:
AutoScalingGroupArn: arn:aws:autoscaling:uswest-2:123456789012:autoScalingGroup:a1b2c3d4-5678-90ab-cdefEXAMPLE11111:autoScalingGroupName/MyAutoScalingGroup
ManagedScaling:
MaximumScalingStepSize: 10
MinimumScalingStepSize: 1
Status: ENABLED
TargetCapacity: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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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dTerminationProtection: ENABLED
Tags:
- Key: environment
Value: production

AWS::ECS::CapacityProvider AutoScalingGroupProvider
AutoScalingGroupProvider 속성은 용량 공급자에 대한 Auto Scaling 그룹의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oScalingGroupArn" : String,
"ManagedScaling" : ManagedScaling (p. 2771),
"ManagedTerminationProtection" : String

YAML
AutoScalingGroupArn: String
ManagedScaling:
ManagedScaling (p. 2771)
ManagedTerminationProtection: String

Properties
AutoScalingGroupArn
Auto Scaling 그룹을 식별하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 또는 짧은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nagedScaling
Auto Scaling 그룹 용량 공급자에 대한 관리형 조정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nagedScaling (p. 277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nagedTerminationProtection
Auto Scaling 그룹 용량 공급자에 사용할 관리형 종료 방지 기능 설정입니다. Auto Scaling 그룹의 관리
형 종료 방지 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Important
관리형 종료 방지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형 확장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형
종료 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관리형 종료 방지 기능이 활성화되면 Amazon ECS는 작업이 포함된 Auto Scaling 그룹의 Amazon EC2
인스턴스가 스케일 인 작업 중에 종료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Auto Scaling 그룹 및 Auto Scaling 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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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스턴스에는 스케일 인 작업으로부터 인스턴스 보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AWS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에서 인스턴스 보호를 참조하세요.
관리형 종료 방지 기능이 비활성화된 경우 Auto Scaling 그룹의 스케일 인 작업 시 Amazon EC2 인스턴
스가 종료되지 않도록 보호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S::CapacityProvider ManagedScaling
ManagedScaling 속성은 Auto Scaling 그룹 용량 공급자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관리형 조정이 활성화되면 Amazon ECS에서 Auto Scaling 그룹의 축소 및 확장 작업을 관리합니다. Amazon
ECS는 지정된 targetCapacity 값을 지표의 대상 값으로 사용하는 Amazon ECS 관리형 CloudWatch 지
표를 사용하여 대상 추적 조정 정책을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관리형 조정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관리형 조정이 비활성화된 경우 사용자는 Auto Scaling 그룹의 조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tanceWarmupPeriod" : Integer,
"MaximumScalingStepSize" : Integer,
"MinimumScalingStepSize" : Integer,
"Status" : String,
"TargetCapacity" : Integer

YAML
InstanceWarmupPeriod: Integer
MaximumScalingStepSize: Integer
MinimumScalingStepSize: Integer
Status: String
TargetCapacity: Integer

Properties
InstanceWarmupPeriod
새로 시작된 Amazon EC2 인스턴스가 Auto Scaling 그룹의 CloudWatch 지표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
(초)입니다. 이 파라미터가 누락되면 기본값 300초가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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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0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imumScalingStepSize
Amazon ECS가 한 번에 축소 또는 확장할 최대 컨테이너 인스턴스 수입니다. 이 파라미터가 누락되면
10000의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0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imumScalingStepSize
Amazon ECS가 한 번에 축소 또는 확장할 최소 컨테이너 인스턴스 수입니다. 이 파라미터가 누락되면
1의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0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
용량 공급자에 대해 관리형 조정을 활성화할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Capacity
용량 공급자의 대상 용량 값입니다. 지정된 값은 0보다 크고 100과 같거나 이보다 작아야 합니다. 100
값을 지정하면 Auto Scaling 그룹의 Amazon EC2 인스턴스가 완전히 활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S::Cluster
AWS::ECS::Cluster 리소스는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Amazon ECS)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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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S::Cluster",
"Properties" : {
"CapacityProviders" : [ String, ... ],
"ClusterName" : String,
"ClusterSettings" : [ ClusterSettings (p. 2779), ... ],
"Configuration" : ClusterConfiguration (p. 2778),
"DefaultCapacityProviderStrategy" : [ CapacityProviderStrategyItem (p. 2777),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ECS::Cluster
Properties:
CapacityProviders:
- String
ClusterName: String
ClusterSettings:
- ClusterSettings (p. 2779)
Configuration:
ClusterConfiguration (p. 2778)
DefaultCapacityProviderStrategy:
- CapacityProviderStrategyItem (p. 2777)
Tags:
- Tag

Properties
CapacityProviders
클러스터에 연결할 하나 이상의 용량 공급자의 짧은 이름입니다. 용량 공급자를 클러스터의 기본 용량
공급자 전략의 일부로 포함하거나 용량 공급자 전략에서 사용하려면 먼저 용량 공급자를 클러스터에 연
결해야 합니다.
Auto Scaling 그룹을 사용하는 용량 공급자를 지정하는 경우 용량 공급자가 이미 생성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클러스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AWS Fargate 용량 공급자를 사용하려면 FARGATE 또는 FARGATE_SPOT 용량 공급자를 지정합니다.
AWS Fargate 용량 공급자는 모든 계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클러스터와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usterName
클러스터를 식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생성한 문자열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이름에 대한 고유한 물리적 ID를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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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lusterSettings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사용할 설정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클러스터에 대해 CloudWatch
Container Insights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값이 지정되면 PutAccountSetting 또는
PutAccountSettingDefault로 설정된 containerInsights 값이 재정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usterSettings (p. 2779)의 목록 (p. 277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figuration
클러스터에 대한 명령 실행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usterConfiguration (p. 27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CapacityProviderStrategy
클러스터에 대한 기본 용량 공급자 전략 시작 유형이나 용량 공급자 전략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
비스 또는 작업을 클러스터에서 실행하면 기본 용량 공급자 전략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pacityProviderStrategyItem (p. 277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클러스터를 분류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클러스터에 적용하는 메타데이터입니다. 각 태그는 사
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태그에 적용되는 기본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소스 당 최대 태그 수 - 50개
• 각 리소스에 대해 각 태그 키는 고유하며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 최대 키 길이 - UTF-8의 유니코드 문자 128자
• 최대 값 길이 - UTF-8의 유니코드 문자 256자
• 태깅 스키마를 여러 서비스와 리소스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서비스 또한 허용되는 문자에 대한 제한
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문자는 UTF-8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숫자 및
공백과 특수 문자 + - = . _ : / @.
• 태그 키와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 AWS 용도로 예약된 키 또는 값에는 aws:, AWS: 또는 이러한 접두사의 대문자 또는 소문자 조합을 사
용하지 마십시오. 이 접두사가 지정된 태그 키나 값은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접두사가 지
정된 태그는 리소스당 태그 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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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다음 예제에서 Ref 함수는 MyECSCluster 클러스터의 이름(예: MyStack-MyECSClusterNT5EUXTNTXXD)을 반환합니다.
{ "Ref": "MyECSCluster"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Amazon ECS 클러스터의 ARN(Amazon 리소스 이름)(예: arn:aws:ecs:useast-2:123456789012:cluster/MyECSCluster)입니다.

예제
Fargate 용량 공급자와 정의된 기본 용량 공급자 전략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정의
다음 예에서는 FARGATE 및 FARGATE_SPOT 용량 공급자를 사용하여 MyFargateCluster라는 클러스터를
정의합니다. 기본 용량 공급자 전략도 정의되어 시작되는 작업이 FARGATE와 FARGATE_SPOT 용량 공급자
간에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JSON
"ECSCluster": {
"Type": "AWS: : ECS: : Cluster",
"Properties": {
"ClusterName": "MyFargateCluster",
"CapacityProviders": [
"FARGATE",
"FARGATE_SPOT"
],
"DefaultCapacityProviderStrategy": [
{
"CapacityProvider": "FARGATE",
"Weight": 1
},
{
"CapacityProvider": "FARGATE_SPOT",
"Weight": 1
}
]
}
}

YAML
ECS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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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ECS::Cluster'
Properties:
ClusterName: MyFargateCluster
CapacityProviders:
- FARGATE
- FARGATE_SPOT
DefaultCapacityProviderStrategy:
- CapacityProvider: FARGATE
Weight: 1
- CapacityProvider: FARGATE_SPOT
Weight: 1

정의된 ECS Exec 구성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정의
다음 예제에서는 기본 로깅 구성을 사용하여 ECS Exec이 활성화된 MyCluster라는 이름의 클러스터를 정
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S 개발자 안내서에서 디버깅에 ECS Exec 사용을 참조하세요.

JSON
{

}

"ECSCluster": {
"Type": "AWS::ECS::Cluster",
"Properties": {
"ClusterName": "MyCluster",
"Configuration": {
"ExecuteCommandConfiguration": {
"Logging": "DEFAULT"
}
}
}
}

YAML
ECSCluster:
Type: 'AWS::ECS::Cluster'
Properties:
ClusterName: MyCluster
Configuration:
ExecuteCommandConfiguration:
Logging: DEFAULT

빈 클러스터 정의
다음 예제에서는 MyEmptyCluster라는 빈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JSON
"ECSCluster": {
"Type": "AWS::ECS::Cluster",
"Properties": {
"ClusterName": "MyEmptyCluster"
}
}

YAML
ECSCluster:
Type: 'AWS::ECS::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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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lusterName: MyEmptyCluster

CloudWatch Container Insights를 활성화하고 태그를 정의하여 빈 클러스터 정의
다음 예제에서는 environment 키와 production 값으로 태그가 지정된 CloudWatch Container Insights를
활성화하여 MyCluster라는 빈 클러스터를 정의합니다.

JSON
"ECSCluster": {
"Type": "AWS::ECS::Cluster",
"Properties": {
"ClusterName": "MyCluster",
"ClusterSettings": [
{
"Name": "containerInsights",
"Value": "enabled"
}
],
"Tags": [
{
"Key": "environment",
"Value": "production"
}
]
}
}

YAML
ECSCluster:
Type: 'AWS::ECS::Cluster'
Properties:
ClusterName: MyCluster
ClusterSettings:
- Name: containerInsights
Value: enabled
Tags:
- Key: environment
Value: production

AWS::ECS::Cluster CapacityProviderStrategyItem
CapacityProviderStrategyItem 속성은 클러스터에 대한 기본 용량 공급자 전략의 세부 정보를 지정합
니다. 시작 유형이나 용량 공급자 전략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또는 작업을 클러스터에서 실행하
면 기본 용량 공급자 전략이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ase" : Integer,
"CapacityProvider" : String,
"Weight"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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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Base: Integer
CapacityProvider: String
Weight: Integer

Properties
Base
최소한 기준 값은 지정된 용량 공급자에서 실행할 작업 수를 지정합니다. 용량 공급자 전략에서 하나의
용량 공급자만 기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0의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100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pacityProvider
용량 공급자의 짧은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ight
가중치 값은 지정된 용량 공급자를 사용해야 하는 시작된 총 작업 수의 상대 백분율을 지정합니다. base
값이 정의되어 있다면 이 값이 만족된 다음 weight 값을 고려합니다.
weight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0의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용량 공급자 전략 내에서 여러 용량 공급자가
지정된 경우 하나 이상의 용량 공급자가 0보다 큰 가중치 값을 가져야 하며 가중치가 0인 모든 용량 공
급자는 작업을 배치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중치가 모두 0인 전략에 여러 용량 공급자를 지정하면
용량 공급자 전략을 사용하는 모든 CreateService 또는 RunTask 작업이 실패합니다.
예를 들면 둘 다 1의 가중치를 갖는 경우 base가 충족되면 작업이 두 용량 공급자에 균등하게 분할되
는 두 개의 용량 공급자를 포함하는 전략을 정의하는 가중치를 사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동일한 논리
를 사용하여 capacityProviderA에 1의 가중치를 지정하고 capacityProviderB에 4의 가중치를 지정하면
capacityProviderA를 사용하여 실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네 가지 작업에서 capacityProviderB를 사용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S::Cluster ClusterConfiguration
클러스터에 대한 명령 실행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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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ecuteCommandConfiguration" : ExecuteCommandConfiguration (p. 2780)

YAML
ExecuteCommandConfiguration:
ExecuteCommandConfiguration (p. 2780)

Properties
ExecuteCommandConfiguration
명령 실행 구성의 세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xecuteCommandConfiguration (p. 278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S::Cluster ClusterSettings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사용할 설정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클러스터에 대해 CloudWatch Container Insights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 : String

YAML
Nam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Name
클러스터 설정의 이름입니다. 지원되는 유일한 값은 containerInsights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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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containerInsight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클러스터 설정에 설정할 값입니다. 지원되는 값은 enabled 및 disabled입니다. enabled이 지정되면
CloudWatch Container Insights가 클러스터에서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containerInsights 계
정 설정이 활성화되지 않는 한 CloudWatch Container Insights가 비활성화됩니다. 클러스터 값이 지정되
면 PutAccountSetting 또는 PutAccountSettingDefault에서 설정된 containerInsights 값이 재정의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S::Cluster ExecuteCommandConfiguration
명령 실행 구성의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msKeyId" : String,
"LogConfiguration" : ExecuteCommandLogConfiguration (p. 2781),
"Logging" : String

YAML
KmsKeyId: String
LogConfiguration:
ExecuteCommandLogConfiguration (p. 2781)
Logging: String

Properties
KmsKeyId
로컬 클라이언트와 컨테이너 간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AWS Key Management Service 키 ID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Configuration
명령 실행 작업의 결과에 대한 로그 구성입니다. CloudWatch Logs 또는 Amazon S3 버킷으로 로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logging=OVERRIDE를 지정한 경우 logConfiguration을 제공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xecuteCommandLogConfiguration (p. 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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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ing
명령 실행 결과에 대한 로그를 리디렉션하는 데 사용할 로그 설정입니다. 다음 로그 설정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NONE: 명령 실행 세션이 로깅되지 않습니다.
• DEFAULT: 태스크 정의의 awslogs 구성이 사용됩니다. 로깅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
로 이 값이 사용됩니다. 태스크 정의에 awslogs 로그 드라이버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출력이 로깅되
지 않습니다.
• OVERRIDE: logConfiguration의 일부로 로깅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OVERRIDE 로깅 옵션을 지
정하는 경우 logConfiguration이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EFAULT | NONE | OVERRID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S::Cluster ExecuteCommandLogConfiguration
명령 실행 작업의 결과에 대한 로그 구성입니다. CloudWatch Logs 또는 Amazon S3 버킷으로 로그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oudWatchEncryptionEnabled" : Boolean,
"CloudWatchLogGroupName" : String,
"S3BucketName" : String,
"S3EncryptionEnabled" : Boolean,
"S3KeyPrefix" : String

YAML
CloudWatchEncryptionEnabled: Boolean
CloudWatchLogGroupName: String
S3BucketName: String
S3EncryptionEnabled: Boolean
S3KeyPrefix: String

Properties
CloudWatchEncryptionEnabled
CloudWatch 로그에서 암호화를 활성화할지 여부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암호화가 비활성화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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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WatchLogGroupName
로그를 보낼 CloudWatch 로그 그룹의 이름입니다.

Note
CloudWatch 로그 그룹이 이미 생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BucketName
로그를 보낼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Note
S3 버킷이 이미 생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EncryptionEnabled
CloudWatch 로그에서 암호화를 활성화할지 여부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암호화가 비활성화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KeyPrefix
로그를 저장할 S3 버킷의 선택적 폴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S::ClusterCapacityProviderAssociations
AWS::ECS::ClusterCapacityProviderAssociations 리소스는 하나 이상의 용량 공급자 및 기본 용
량 공급자 전략을 클러스터에 연결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CS::ClusterCapacityProviderAssociations",
"Properties" : {
"CapacityProviders" : [ String, ... ],
"Cluster" : String,
"DefaultCapacityProviderStrategy" : [ CapacityProviderStrategy (p. 279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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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AWS::ECS::ClusterCapacityProviderAssociations
Properties:
CapacityProviders:
- String
Cluster: String
DefaultCapacityProviderStrategy:
- CapacityProviderStrategy (p. 2791)

Properties
CapacityProviders
클러스터에 연결할 용량 공급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uster
용량 공급자 연결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클러스터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faultCapacityProviderStrategy
클러스터에 연결할 기본 용량 공급자 전략입니다.
Required: 예
Type: CapacityProviderStrategy (p. 279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클러스터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제
Auto Scaling 그룹 용량 공급자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용량 공급자 연결을 생성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클러스터 1개, Auto Scaling 그룹 용량 공급자 2개 및 둘 사이의 연결을 촉진할 클러스터 용
량 공급자 연결을 생성합니다. 용량 공급자가 사용하는 Auto Scaling 그룹은 이미 생성되어 있어야 하며 각
Auto Scaling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파라미터로 지정해야 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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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AutoScalingGroupArn1": {
"Type": "String"
},
"AutoScalingGroupArn2": {
"Type": "String"
}
},
"Resources": {
"CapacityProvider1": {
"Type": "AWS::ECS::CapacityProvider",
"Properties": {
"AutoScalingGroupProvider": {
"AutoScalingGroupArn": {
"Ref": "AutoScalingGroupArn1"
},
"ManagedScaling": {
"Status": "ENABLED"
},
"ManagedTerminationProtection": "DISABLED"
}
}
},
"CapacityProvider2": {
"Type": "AWS::ECS::CapacityProvider",
"Properties": {
"AutoScalingGroupProvider": {
"AutoScalingGroupArn": {
"Ref": "AutoScalingGroupArn2"
},
"ManagedScaling": {
"Status": "ENABLED"
},
"ManagedTerminationProtection": "DISABLED"
}
}
},
"Cluster": {
"Type": "AWS::ECS::Cluster"
},
"ClusterCPAssociation": {
"Type": "AWS::ECS::ClusterCapacityProviderAssociations",
"Properties": {
"Cluster": {
"Ref": "Cluster"
},
"CapacityProviders": [
{
"Ref": "CapacityProvider1"
},
{
"Ref": "CapacityProvider2"
}
],
"DefaultCapacityProviderStrategy": [
{
"Base": 2,
"Weight": 6,
"CapacityProvider": {
"Ref": "CapacityProvider1"
}
},
{
"Base": 0,
"Weigh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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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CapacityProvider": {
"Ref": "CapacityProvider2"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AutoScalingGroupArn1:
Type: String
AutoScalingGroupArn2:
Type: String
Resources:
CapacityProvider1:
Type: "AWS::ECS::CapacityProvider"
Properties:
AutoScalingGroupProvider:
AutoScalingGroupArn: !Ref AutoScalingGroupArn1
ManagedScaling:
Status: ENABLED
ManagedTerminationProtection: DISABLED
CapacityProvider2:
Type: "AWS::ECS::CapacityProvider"
Properties:
AutoScalingGroupProvider:
AutoScalingGroupArn: !Ref AutoScalingGroupArn2
ManagedScaling:
Status: ENABLED
ManagedTerminationProtection: DISABLED
Cluster:
Type: 'AWS::ECS::Cluster'
ClusterCPAssociation:
Type: "AWS::ECS::ClusterCapacityProviderAssociations"
Properties:
Cluster: !Ref Cluster
CapacityProviders:
- !Ref CapacityProvider1
- !Ref CapacityProvider2
DefaultCapacityProviderStrategy:
- Base: 2
Weight: 6
CapacityProvider: !Ref CapacityProvider1
- Base: 0
Weight: 10
CapacityProvider: !Ref CapacityProvider2

AWS Fargate 용량 공급자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용량 공급자 연결을 생성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FARGATE 및 FARGATE_SPOT 용량 공급자를 기존 클러스터에 연결합니다. 클러스터 이름
은 파라미터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Cluster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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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String"

},
"Resources": {
"ClusterCPAssociation": {
"Type": "AWS::ECS::ClusterCapacityProviderAssociations",
"Properties": {
"Cluster": {
"Ref": "ClusterName"
},
"CapacityProviders": [
"FARGATE",
"FARGATE_SPOT"
],
"DefaultCapacityProviderStrategy": [
{
"Base": 2,
"Weight": 1,
"CapacityProvider": "FARGATE"
},
{
"Base": 0,
"Weight": 1,
"CapacityProvider": "FARGATE_SPOT"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ClusterName:
Type: String
Resources:
ClusterCPAssociation:
Type: "AWS::ECS::ClusterCapacityProviderAssociations"
Properties:
Cluster: !Ref ClusterName
CapacityProviders:
- "FARGATE"
- "FARGATE_SPOT"
DefaultCapacityProviderStrategy:
- Base: 2
Weight: 1
CapacityProvider: "FARGATE"
- Base: 0
Weight: 1
CapacityProvider: "FARGATE_SPOT"

클러스터 용량 공급자 연결 및 Auto Scaling 그룹 용량 공급자 생성
다음은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Auto Scaling 그룹을 생성하고 Auto Scaling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검색한 다음 ARN을 사용하여 Auto Scaling 그룹 용량 공급자, 클러스터 및 둘 사이의 연결을 촉진
할 용량 공급자 연결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입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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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
"LatestAmiId": {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ecs/optimized-ami/amazon-linux-2/recommended/image_id"
}
},
"Resources": {
"AutoScalingReadAccessForLambda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lambda.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olicies": [
{
"PolicyName": "LambdaReadAsgPolicy",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Groups",
"Resource": "*"
}
]
}
}
]
}
},
"AsgArnLambda": {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
"Runtime": "python2.7",
"Handler": "index.handler",
"Role": {
"Fn::GetAtt": [
"AutoScalingReadAccessForLambdaRole",
"Arn"
]
},
"Timeout": 50,
"Code": {
"ZipFile": "import cfnresponse\nimport json\nimport boto3\nclient
= boto3.client('autoscaling')\ndef handler(event, context):\n response_data = {}\n
try:\n
autoScalingGroupName = event['ResourceProperties']['AsgName']\n
asg_arn
= client.describe_auto_scaling_groups(AutoScalingGroupNames=[autoScalingGroupName])
['AutoScalingGroups'][0]['AutoScalingGroupARN']\n
response_data['arn'] = asg_arn\n
cfnresponse.send(event, context, cfnresponse.SUCCESS, response_data, 'AsgArnString')\n
except Exception as e:\n
response_data['exception'] = e\n
cfnresponse.send(event,
context, cfnresponse.FAILED, response_data, 'AsgArnString')\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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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nchConfig": {
"Typ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Properties": {
"ImageId": {
"Ref": "LatestAmiId"
},
"InstanceType": "t3.micro",
"UserData": {
"Fn::Base64": {
"Fn::Sub": "#!/bin/bash -xe\necho ECS_CLUSTER=${Cluster} >> /etc/
ecs/ecs.config\n"
}
}
}
},
"AutoScalingGroup": {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
"AvailabilityZones": {
"Fn::GetAZs": {
"Ref": "AWS::Region"
}
},
"HealthCheckGracePeriod": 60,
"LaunchConfigurationName": {
"Ref": "LaunchConfig"
},
"MaxSize": "0",
"MinSize": "0"
}
},
"AsgArn": {
"Type": "AWS::CloudFormation::CustomResource",
"Properties": {
"ServiceToken": {
"Fn::GetAtt": [
"AsgArnLambda",
"Arn"
]
},
"AsgName": {
"Ref": "AutoScalingGroup"
}
}
},
"CapacityProvider": {
"Type": "AWS::ECS::CapacityProvider",
"Properties": {
"AutoScalingGroupProvider": {
"AutoScalingGroupArn": {
"Fn::GetAtt": [
"AsgArn",
"arn"
]
},
"ManagedScaling": {
"Status": "ENABLED"
},
"ManagedTerminationProtection": "DISABLED"
}
}
},
"Cluster": {
"Type": "AWS::ECS::Clu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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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CPAssoc": {
"Type": "AWS::ECS::ClusterCapacityProviderAssociations",
"Properties": {
"Cluster": {
"Ref": "Cluster"
},
"CapacityProviders": [
{
"Ref": "CapacityProvider"
}
],
"DefaultCapacityProviderStrategy": [
{
"Base": 0,
"Weight": 1,
"CapacityProvider": {
"Ref": "CapacityProvider"
}
}
]
}
}

}

},
"Outputs": {
"ClusterArn": {
"Value": {
"Fn::GetAtt": [
"Cluster",
"Arn"
]
}
},
"ClusterName": {
"Value": {
"Ref": "Cluster"
}
},
"CapacityProviderName": {
"Value": {
"Ref": "CapacityProvider"
}
},
"AsgArn": {
"Value": {
"Fn::GetAtt": [
"AsgArn",
"arn"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LatestAmiId: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ecs/optimized-ami/amazon-linux-2/recommended/image_id'
Resources:
# Custom resources to retrieve the Auto Scaling group ARN
AutoScalingReadAccessForLambdaRole:
Type: "AWS::IAM::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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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lambda.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olicies:
- PolicyName: LambdaReadAsgPolic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Groups"
Resource: "*"
AsgArnLambda: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Runtime: "python2.7"
Handler: "index.handler"
Role:
!GetAtt [ AutoScalingReadAccessForLambdaRole, Arn ]
Timeout: 50
Code:
ZipFile: |
import cfnresponse
import json
import boto3
client = boto3.client('autoscaling')
def handler(event, context):
response_data = {}
try:
autoScalingGroupName = event['ResourceProperties']['AsgName']
asg_arn =
client.describe_auto_scaling_groups(AutoScalingGroupNames=[autoScalingGroupName])
['AutoScalingGroups'][0]['AutoScalingGroupARN']
response_data['arn'] = asg_arn
cfnresponse.send(event, context, cfnresponse.SUCCESS, response_data,
'AsgArnString')
except Exception as e:
response_data['exception'] = e
cfnresponse.send(event, context, cfnresponse.FAILED, response_data,
'AsgArnString')
# Main resources
LaunchConfig:
Typ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Properties:
ImageId: !Ref LatestAmiId
InstanceType: "t3.micro"
UserData:
Fn::Base64: !Sub |
#!/bin/bash -xe
echo ECS_CLUSTER=${Cluster} >> /etc/ecs/ecs.config
AutoScalingGroup: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AvailabilityZones:
Fn::GetAZs: !Ref "AWS::Region"
HealthCheckGracePeriod: 60
LaunchConfigurationName: !Ref LaunchConfig
MaxSize: "0"
MinSize: "0"
AsgArn:

API 버전 2010-05-15
279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S
Type: "AWS::CloudFormation::CustomResource"
Properties:
ServiceToken: !GetAtt [ AsgArnLambda, Arn ]
AsgName: !Ref AutoScalingGroup
CapacityProvider:
Type: "AWS::ECS::CapacityProvider"
Properties:
AutoScalingGroupProvider:
AutoScalingGroupArn: !GetAtt [ AsgArn, arn ]
ManagedScaling:
Status: ENABLED
ManagedTerminationProtection: DISABLED
Cluster:
Type: 'AWS::ECS::Cluster'
ClusterCPAssoc:
Type: "AWS::ECS::ClusterCapacityProviderAssociations"
Properties:
Cluster: !Ref Cluster
CapacityProviders:
- !Ref CapacityProvider
DefaultCapacityProviderStrategy:
- Base: 0
Weight: 1
CapacityProvider: !Ref CapacityProvider
Outputs:
ClusterArn:
Value: !GetAtt
- Cluster
- Arn
ClusterName:
Value: !Ref Cluster
CapacityProviderName:
Value: !Ref CapacityProvider
AsgArn:
Value: !GetAtt [ AsgArn, arn ]

AWS::ECS::ClusterCapacityProviderAssociations CapacityProviderStrategy
CapacityProviderStrategy 속성은 클러스터에 대한 기본 용량 공급자 전략의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시작 유형이나 용량 공급자 전략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또는 작업을 클러스터에서 실행하면 기본
용량 공급자 전략이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ase" : Integer,
"CapacityProvider" : String,
"Weight" : Integer

YAML
Base: Integer
CapacityProvider: String
Weight: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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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Base
최소한 기준 값은 지정된 용량 공급자에서 실행할 작업 수를 지정합니다. 용량 공급자 전략에서 하나의
용량 공급자만 기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0의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pacityProvider
용량 공급자의 짧은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ight
가중치 값은 지정된 용량 공급자를 사용해야 하는 시작된 총 작업 수의 상대 백분율을 지정합니다. base
값이 정의되어 있다면 이 값이 만족된 다음 weight 값을 고려합니다.
weight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0의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용량 공급자 전략 내에서 여러 용량 공급자가
지정된 경우 하나 이상의 용량 공급자가 0보다 큰 가중치 값을 가져야 하며 가중치가 0인 모든 용량 공
급자는 작업을 배치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중치가 모두 0인 전략에 여러 용량 공급자를 지정하면
용량 공급자 전략을 사용하는 모든 CreateService 또는 RunTask 작업이 실패합니다.
예를 들면 둘 다 1의 가중치를 갖는 경우 base가 충족되면 작업이 두 용량 공급자에 균등하게 분할되
는 두 개의 용량 공급자를 포함하는 전략을 정의하는 가중치를 사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동일한 논리
를 사용하여 capacityProviderA에 1의 가중치를 지정하고 capacityProviderB에 4의 가중치를 지정하면
capacityProviderA를 사용하여 실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네 가지 작업에서 capacityProviderB를 사용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S::PrimaryTaskSet
서비스에서 기본 작업 세트인 작업 세트를 지정합니다. 서비스의 기본 작업 세트에서 업데이트되는 모든 파
라미터는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서비스에서 EXTERNAL 배포 컨트롤러 유형을 사용할 때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ECS 배포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CS::PrimaryTaskSet",
"Proper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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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uster" : String,
"Service" : String,
"TaskSetId" : String

YAML
Type: AWS::ECS::PrimaryTaskSet
Properties:
Cluster: String
Service: String
TaskSetId: String

Properties
Cluster
작업 세트가 존재하는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클러스터의 약식 이름 또는 전체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rvice
작업 세트가 존재하는 서비스의 약어 이름 또는 전체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skSetId
배포 시 기본 작업 세트로 설정할 작업 세트의 약어 이름 또는 전체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ECS::Service
AWS::ECS::Service 리소스는 요청된 수의 작업 및 연결된 로드 밸런서를 실행 및 관리하는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Amazon ECS)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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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S::Service",
"Properties" : {
"CapacityProviderStrategy" : [ CapacityProviderStrategyItem (p. 2808), ... ],
"Cluster" : String,
"DeploymentConfiguration" : DeploymentConfiguration (p. 2811),
"DeploymentController" : DeploymentController (p. 2812),
"DesiredCount" : Integer,
"EnableECSManagedTags" : Boolean,
"EnableExecuteCommand" : Boolean,
"HealthCheckGracePeriodSeconds" : Integer,
"LaunchType" : String,
"LoadBalancers" : [ LoadBalancer (p. 2813), ... ],
"NetworkConfiguration" : NetworkConfiguration (p. 2815),
"PlacementConstraints" : [ PlacementConstraint (p. 2815), ... ],
"PlacementStrategies" : [ PlacementStrategy (p. 2816), ... ],
"PlatformVersion" : String,
"PropagateTags" : String,
"Role" : String,
"SchedulingStrategy" : String,
"ServiceName" : String,
"ServiceRegistries" : [ ServiceRegistry (p. 2817), ... ],
"Tags" : [ Tag, ... ],
"TaskDefinition" : String
}

YAML
Type: AWS::ECS::Service
Properties:
CapacityProviderStrategy:
- CapacityProviderStrategyItem (p. 2808)
Cluster: String
DeploymentConfiguration:
DeploymentConfiguration (p. 2811)
DeploymentController:
DeploymentController (p. 2812)
DesiredCount: Integer
EnableECSManagedTags: Boolean
EnableExecuteCommand: Boolean
HealthCheckGracePeriodSeconds: Integer
LaunchType: String
LoadBalancers:
- LoadBalancer (p. 2813)
NetworkConfiguration:
NetworkConfiguration (p. 2815)
PlacementConstraints:
- PlacementConstraint (p. 2815)
PlacementStrategies:
- PlacementStrategy (p. 2816)
PlatformVersion: String
PropagateTags: String
Role: String
SchedulingStrategy: String
ServiceName: String
ServiceRegi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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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Registry (p. 2817)
Tags:
- Tag
TaskDefinition: String

Properties
CapacityProviderStrategy
서비스에 사용할 용량 공급자 전략입니다.
용량 공급자 전략은 할당할 base 및 weight와 함께 하나 이상의 용량 공급자로 구성됩니다. 용량 공급
자는 용량 공급자 전략에 사용할 클러스터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PutClusterCapacityProviders API는 용
량 공급자를 클러스터와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ACTIVE 또는 UPDATING 상태의 용량 공급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용량 공급자 고려 사항을 검토하세요.
capacityProviderStrategy가 지정된 경우 launchType 파라미터를 생략해야 합니다.
capacityProviderStrategy 또는 launchType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클러스터에 대한
defaultCapacityProviderStrategy가 사용됩니다.
Auto Scaling 그룹을 사용하는 용량 공급자를 지정하는 경우 용량 공급자가 이미 생성되어 있어야 합니
다. CreateCapacityProvider API 작업을 사용하여 새 용량 공급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WS Fargate 용량 공급자를 사용하려면 FARGATE 또는 FARGATE_SPOT 용량 공급자를 지정합니다.
AWS Fargate 용량 공급자는 모든 계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클러스터와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PutClusterCapacityProviders API 작업은 클러스터를 생성한 후 클러스터에 사용 가능한 용량 공급자 목
록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pacityProviderStrategyItem (p. 280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uster
서비스를 실행할 클러스터의 짧은 이름 또는 전체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클러스터를 지정
하지 않으면 기본 클러스터가 가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ploymentConfiguration
배포 시 실행할 작업 수 및 작업 중지/시작 순서를 제어하는 선택적 배포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ploymentConfiguration (p. 28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ploymentController
서비스에 사용할 배포 컨트롤러입니다. 배포 컨트롤러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 ECS가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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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ploymentController (p. 28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iredCount
클러스터에 배치되고 계속 실행될 지정된 작업 정의의 인스턴스화 수입니다.
새로운 서비스의 경우 원하는 개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인 1이(가) 사용됩니다. DAEMON 예약 전략
을 사용하는 경우 원하는 개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서비스의 경우 원하는 개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작업에서 생략됩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ECSManagedTags
서비스의 작업에 대해 Amazon ECS 관리형 태그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ECS 리소스 태그 지정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ableExecuteCommand
서비스에 대해 명령 실행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true인 경우 서비스의 일부로 작업의
모든 컨테이너에 대해 명령 실행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lthCheckGracePeriodSeconds
이 기간(초) 동안 Amazon ECS 서비스 스케줄러는 작업이 처음 시작된 후 비정상으로 표시되는 Elastic
Load Balancing 대상 상태 확인을 무시합니다. 이는 서비스가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에
만 사용됩니다. 서비스에 로드 밸런서가 정의되어 있고 상태 확인 유예 기간 값이 지정되지 않으면 기본
값인 0이 사용됩니다.
서비스의 작업을 시작하고 Elastic Load Balancing 상태 확인에 응답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린다면 최대
2,147,483,647초의 상태 확인 유예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Amazon ECS 서비스 스케
줄러가 상태 확인의 상태를 무시합니다. 이 유예 기간은 서비스 스케줄러가 작업을 비정상으로 표시하여
작업 처리 전에 이를 중단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줍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unchType
서비스를 실행할 시작 유형.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Amazon ECS 시작 유형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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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C2 | EXTERNAL | FARGAT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adBalancers
서비스와 연결할 로드 밸런서 객체의 목록입니다. Role 속성을 지정하는 경우 LoadBalancers도 지정
해야 합니다. 서비스당 지정 가능한 로드 밸런서 개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서비스 로드 밸런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LoadBalancer (p. 2813)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etworkConfiguration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 이 파라미터는 awsvpc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는 작업 정의가 해당 탄력
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받는 데 필요하며 다른 네트워크 모드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작업 네트워킹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조건
Type: NetworkConfiguration (p. 281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lacementConstraints
서비스 내 작업에 사용할 배치 제약 객체의 배열입니다. 작업당 최대 10개의 제약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에는 작업 정의 내 제약과 런타임 시 지정되는 제약이 포함됨).
Required: 아니요
Type: PlacementConstraint (p. 2815)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lacementStrategies
서비스 내 작업에 사용할 배치 전략 객체입니다. 서비스당 최대 5개까지 전략 규칙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작업 배치 전략 단원을 참조하
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PlacementStrategy (p. 2816)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latformVersion
서비스의 작업이 실행 중인 플랫폼 버전입니다. 플랫폼 버전은 Fargate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에만
지정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LATEST 플랫폼 버전이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Fargate 플랫폼 버전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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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pagateTags
태그를 작업 정의 또는 서비스에서 서비스의 작업으로 전파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태그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태그는 서비스 생성 중에 서비스 내의 작업에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생성 후 작업에 태그를 추가하려면 TagResource API 작업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ERVICE | TASK_DEFINITI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
Amazon ECS가 사용자 대신 로드 밸런서를 호출하도록 허용하는 IAM 역할의 이름 또는 전체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서비스 및 작업 정의에서 awsvpc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 로드 밸런서를 사용할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role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경우 loadBalancers 파
라미터를 사용하여 로드 밸런서 객체도 지정해야 합니다.

Important
해당 계정에서 Amazon ECS 서비스 연결 역할을 이미 생성한 경우, 여기에 역할을 지정하지 않
는 한 해당 역할이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작업 정의가 awsvpc 네트워크 모드를 사
용하거나 서비스가 서비스 검색, 외부 배포 컨트롤러, 여러 대상 그룹 또는 Elastic Inference 액
셀러레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연결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여기에서 역할을
지정할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ECS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을 참조하세요.
지정된 역할이 / 이외의 다른 경로를 갖는 경우 전체 역할 ARN을 지정(권장 방법)하거나 경로에 역할 이
름을 접두사로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bar이고 경로가 /foo/인 역할에 대해 /foo/bar를
역할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표시 이름 및 경로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chedulingStrategy
서비스에 대해 사용할 일정 전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서비스 스케줄러 전략으로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REPLICA - 복제본 일정 전략은 클러스터에 원하는 작업 수를 배치하고 유지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비
스 스케줄러는 가용 영역에 작업을 분산합니다. 작업 배치 전략과 제약을 사용하여 작업 배치 결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스케줄러 전략은 서비스가 CODE_DEPLOY 또는 EXTERNAL 배포 컨트
롤러 유형을 사용할 경우 필수입니다.
• DAEMON - 데몬 일정 전략은 사용자가 클러스터에 지정하는 작업 배치 제약을 모두 충족하는 각 활성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한 작업씩 정확히 배포합니다. 또한 서비스 스케줄러는 실행 중인 작업에 대한
작업 배치 제약 조건을 평가하고 배치 제약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작업을 중지합니다. 이 전략을 사용
하는 경우 원하는 작업 수, 작업 배치 전략을 지정하거나 서비스 Auto Scaling 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Note
Fargate 시작 유형이나 CODE_DEPLOY 또는 EXTERNAL 배포 컨트롤러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
은 DAEMON 일정 전략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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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AEMON | REPLICA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rviceName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최대 255자(대문자 및 소문자), 숫자, 밑줄 및 하이픈이 허용됩니다. 서비스 이름
은 클러스터 내에서 고유해야 하지만, 한 리전 또는 여러 리전에 걸쳐 존재하는 여러 클러스터에서 비슷
한 서비스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rviceRegistries
이 서비스에 연결할 서비스 검색 레지스트리의 세부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검색을 참조하세
요.

Note
각 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당 여러 서비스 레지스트
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rviceRegistry (p. 2817)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서비스를 분류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에 적용하는 메타데이터입니다. 각 태그는 사용자
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서비스가 삭제되면 태그도 함께 삭제됩니다.
태그에 적용되는 기본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소스 당 최대 태그 수 - 50개
• 각 리소스에 대해 각 태그 키는 고유하며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 최대 키 길이 - UTF-8의 유니코드 문자 128자
• 최대 값 길이 - UTF-8의 유니코드 문자 256자
• 태깅 스키마를 여러 서비스와 리소스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서비스 또한 허용되는 문자에 대한 제한
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문자는 UTF-8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숫자 및
공백과 특수 문자 + - = . _ : / @.
• 태그 키와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 AWS 용도로 예약된 키 또는 값에는 aws:, AWS: 또는 이러한 접두사의 대문자 또는 소문자 조합을 사
용하지 마십시오. 이 접두사가 지정된 태그 키나 값은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접두사가 지
정된 태그는 리소스당 태그 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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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Definition
서비스에서 실행할 작업 정의의 family 및 revision(family:revision) 또는 전체 ARN입니다. 리
소스를 안정화하는 데 revision이 필요합니다.
서비스가 ECS 또는 CODE_DEPLOY 배포 컨트롤러를 사용할 경우 태스크 정의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Amazon 리소스 이름(ARN)
다음 예제에서 Ref 함수는 MyECSService 서비스의 ARN(예: arn:aws:ecs:uswest-2:123456789012:service/sample-webapp)을 반환합니다.
{ "Ref": "MyECSService"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Name
Amazon ECS 서비스의 이름(예: sample-webapp)입니다.
ServiceArn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제
기본 서비스 정의
다음 예제에서는 동일한 템플릿의 다른 위치에서 선언된 클러스터 및 작업 정의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개수 1로 정의합니다.

JSON
"ECSService": {
"Type": "AWS::ECS::Service",
"Properties" : {
"Cluster": { "Ref": "ECSCluster" },
"DesiredCount": 1,
"TaskDefinition" : { "Ref": "ECSTaskDefini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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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ECSService:
Type: AWS::ECS::Service
Properties:
Cluster:
Ref: "ECSCluster"
DesiredCount: 1
TaskDefinition:
Ref: "ECSTaskDefinition"

Application Load Balancer와 서비스 연결
다음 예제에서는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리소스를 참조하여 Application
Load Balancer와 Amazon ECS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Note
Amazon ECS 서비스는 Application Load Balancer 리스너 규칙과 Application Load Balancer 리스
너에 대한 명시적 의존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속성은 리스너가 준비되기 전에 서비스가 시작되
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JSON
"ECSService" : {
"Type": "AWS::ECS::Service",
"DependsOn": [
"Listener"
],
"Properties": {
"Role": {
"Ref": "ECSServiceRole"
},
"TaskDefinition": {
"Ref": "ECSTaskDefinition"
},
"DesiredCount": "1",
"LoadBalancers": [
{
"TargetGroupArn": {
"Ref": "TargetGroup"
},
"ContainerPort": "80",
"ContainerName": "sample-app"
}
],
"Cluster": {
"Ref": "ECSCluster"
}
}
}

YAML
ECSService:
Type: AWS::ECS::Service
DependsOn:
- Listener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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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Ref: ECSServiceRole
TaskDefinition:
Ref: ECSTaskDefinition
DesiredCount: 1
LoadBalancers:
- TargetGroupArn:
Ref: TargetGroup
ContainerPort: 80
ContainerName: sample-app
Cluster:
Ref: ECSCluster

상태 확인 유예 기간으로 서비스 정의
다음 예제는 사용자가 Amazon ECS 서비스 스케줄러에서 작업이 처음 시작된 후 비정상으로 표시되는
Elastic Load Balancing 대상 상태 확인을 무시할 기간(초)을 지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Description" : "Creating ECS service",
"Parameters": {
"AppName": {
"Type":"String",
"Description": "Name of app requiring ELB exposure",
"Default": "simple-app"
},
"AppContainerPort": {
"Type":"Number",
"Description": "Container port of app requiring ELB exposure",
"Default": "80"
},
"AppHostPort": {
"Type":"Number",
"Description": "Host port of app requiring ELB exposure",
"Default": "80"
},
"ServiceName": {
"Type": "String"
},
"LoadBalancerName": {
"Type": "String"
},
"HealthCheckGracePeriodSeconds": {
"Type": "String"
}
},
"Resources": {
"ECSCluster": {
"Type": "AWS::ECS::Cluster"
},
"taskdefinition": {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 {
"ContainerDefinitions" : [
{
"Name": {"Ref": "AppName"},
"MountPoints": [
{
"SourceVolume": "my-vol",
"ContainerPath": "/var/www/my-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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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age":"amazon/amazon-ecs-sample",
"Cpu": "10",
"PortMappings":[
{
"ContainerPort": {"Ref":"AppContainerPort"},
"HostPort": {"Ref":"AppHostPort"}
}
],
"EntryPoint": [
"/usr/sbin/apache2",
"-D",
"FOREGROUND"
],
"Memory":"500",
"Essential": "true"

},
{

\""

"Name": "busybox",
"Image": "busybox",
"Cpu": "10",
"EntryPoint": [
"sh",
"-c"
],
"Memory": "500",
"Command": [
"/bin/sh -c \"while true; do /bin/date > /var/www/my-vol/date; sleep 1; done
],
"Essential" : "false",
"VolumesFrom": [
{
"SourceContainer": {"Ref":"AppName"}
}
]

}
],
"Volumes": [
{
"Host": {
"SourcePath": "/var/lib/docker/vfs/dir/"
},
"Name": "my-vol"
}
]

}
},
"ECSService": {
"Type": "AWS::ECS::Service",
"Properties" : {
"Cluster": {"Ref": "ECSCluster"},
"DeploymentConfiguration": {
"MaximumPercent": 200,
"MinimumHealthyPercent": 100
},
"DesiredCount": 0,
"HealthCheckGracePeriodSeconds": {"Ref": "HealthCheckGracePeriodSeconds"},
"LoadBalancers": [{
"ContainerName": {"Ref" : "AppName"},
"ContainerPort": {"Ref":"AppContainerPort"},
"LoadBalancerName": {"Ref": "elb"}
}],
"PlacementStrategies": [{
"Type" : "bin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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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memory"
}, {
"Type": "spread",
"Field": "host"
}],
"PlacementConstraints": [{
"Type": "memberOf",
"Expression": "attribute:ecs.availability-zone != us-east-1d"
}, {
"Type": "distinctInstance"
}],
"TaskDefinition" : {"Ref":"taskdefinition"},
"ServiceName": {"Ref": "ServiceName"},
"Role": {"Ref": "Role"}

}
},
"elb":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
"LoadBalancerName": {"Ref": "LoadBalancerName"},
"Listeners": [{
"InstancePort": {"Ref": "AppHostPort"},
"LoadBalancerPort": "80",
"Protocol": "HTTP"
}],
"Subnets": [{"Ref":"Subnet1"}]
},
"DependsOn": "GatewayAttachment"
},
"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CidrBlock": "10.0.0.0/24"
}
},
"Subnet1":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VpcId": { "Ref": "VPC" },
"CidrBlock": "10.0.0.0/25"
}
},
"InternetGateway": {
"Type": "AWS::EC2::InternetGateway"
},
"GatewayAttachment": {
"Type":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
"InternetGatewayId": {"Ref": "InternetGateway"},
"VpcId": {"Ref": "VPC"}
}
},
"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08-10-17",
"Statement": [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ecs.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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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agedPolicyArns":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
AmazonEC2ContainerServiceRole"]
}
}
},
"Outputs" : {
"Cluster": {
"Value": {"Ref" : "ECSCluster"}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reating ECS service
Parameters:
App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of app requiring ELB exposure
Default: simple-app
AppContainerPort:
Type: Number
Description: Container port of app requiring ELB exposure
Default: '80'
AppHostPort:
Type: Number
Description: Host port of app requiring ELB exposure
Default: '80'
ServiceName:
Type: String
LoadBalancerName:
Type: String
HealthCheckGracePeriodSeconds:
Type: String
Resources:
cluster:
Type: AWS::ECS::Cluster
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ContainerDefinitions:
- Name: !Ref AppName
MountPoints:
- SourceVolume: my-vol
ContainerPath: /var/www/my-vol
Image: amazon/amazon-ecs-sample
Cpu: '10'
PortMappings:
- ContainerPort: !Ref AppContainerPort
HostPort: !Ref AppHostPort
EntryPoint:
- /usr/sbin/apache2
- '-D'
- FOREGROUND
Memory: '500'
Essential: true
- Name: busybox
Image: busybox
Cpu: '10'
EntryPoint:
-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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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Memory: '500'
Command:
- >/bin/sh -c "while true; do /bin/date > /var/www/my-vol/date; sleep
1; done"
Essential: false
VolumesFrom:
- SourceContainer: !Ref AppName
Volumes:
- Host:
SourcePath: /var/lib/docker/vfs/dir/
Name: my-vol
service:
Type: AWS::ECS::Service
Properties:
Cluster: !Ref cluster
DeploymentConfiguration:
MaximumPercent: 200
MinimumHealthyPercent: 100
DesiredCount: 0
HealthCheckGracePeriodSeconds: !Ref HealthCheckGracePeriodSeconds
LoadBalancers:
- ContainerName: !Ref AppName
ContainerPort: !Ref AppContainerPort
LoadBalancerName: !Ref elb
PlacementStrategies:
- Type: binpack
Field: memory
- Type: spread
Field: host
PlacementConstraints:
- Type: memberOf
Expression: 'attribute:ecs.availability-zone != us-east-1d'
- Type: distinctInstance
TaskDefinition: !Ref taskdefinition
ServiceName: !Ref ServiceName
Role: !Ref Role
elb: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LoadBalancerName: !Ref LoadBalancerName
Listeners:
- InstancePort: !Ref AppHostPort
LoadBalancerPort: '80'
Protocol: HTTP
Subnets:
- !Ref Subnet1
DependsOn: GatewayAttachment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24
Subnet1: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5
InternetGateway:
Type: AWS::EC2::InternetGateway
GatewayAttachment:
Type: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InternetGatewayId: !Ref InternetGateway
VpcId: !Ref VPC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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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08-10-17
Statement: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ecs.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AmazonEC2ContainerServiceRole'
Outputs:
Cluster:
Value: !Ref cluster

ECS Exec이 활성화된 서비스 정의
다음 예제에서는 ECS Exec이 활성화된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S 개발자 안내서에
서 디버깅에 ECS Exec 사용을 참조하세요.

JSON
"ECSService": {
"Type": "AWS::ECS::Service",
"Properties" : {
"Cluster": { "Ref": "ECSCluster" },
"DesiredCount": 1,
"TaskDefinition" : { "Ref": "ECSTaskDefinition" },
"EnableExecuteCommand": "true"
}
}

YAML
ECSService:
Type: AWS::ECS::Service
Properties:
Cluster:
Ref: "ECSCluster"
DesiredCount: 1
TaskDefinition:
Ref: "ECSTaskDefinition"
EnableExecuteCommand: true

AWS::ECS::Service AwsVpcConfiguration
작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킹 세부 정보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ssignPublicIp" : String,
"SecurityGroups" : [ String, ... ],
"Subnets" : [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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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AssignPublicIp: String
SecurityGroups:
- String
Subnets:
- String

Properties
AssignPublicIp
작업의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퍼블릭 IP 주소를 수신하는지 여부입니다. 기본값은
DISABLE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s
태스크 또는 서비스와 연결된 보안 그룹의 ID입니다. 보안 그룹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VPC에 대해 기본
설정된 보안 그룹이 사용됩니다. AwsVpcConfiguration당 지정할 수 있는 보안 그룹의 한도는 5개입
니다.

Note
지정된 모든 보안 그룹은 동일한 VPC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s
태스크 또는 서비스와 연결된 서브넷의 ID입니다. AwsVpcConfiguration당 지정할 수 있는 서브넷의
한도는 16개입니다.

Note
지정된 모든 서브넷은 동일한 VPC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S::Service CapacityProviderStrategyItem
용량 공급자 전략의 세부 정보입니다. RunTask 또는 CreateService API를 사용하여 용량 공급자 전략을
설정하거나 CreateCluster API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기본 용량 공급자 전략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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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와 이미 연결되어 있고 ACTIVE 또는 UPDATING 상태가 있는 용량 공급자만 용량 공급자 전략에 사
용할 수 있습니다. PutClusterCapacityProviders API는 용량 공급자를 클러스터에 연결하는 데 사용
됩니다.
Auto Scaling 그룹을 사용하는 용량 공급자를 지정하는 경우 용량 공급자가 이미 생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CreateCapacityProvider API 작업을 통해 새로운 Auto Scaling 그룹 용량 공급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
다.
AWS Fargate 용량 공급자를 사용하려면 FARGATE 또는 FARGATE_SPOT 용량 공급자를 지정합니다. AWS
Fargate 용량 공급자는 모든 계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용량 공급자 전략에 사용하기 위해 사용할 클러스터와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ase" : Integer,
"CapacityProvider" : String,
"Weight" : Integer

YAML
Base: Integer
CapacityProvider: String
Weight: Integer

Properties
Base
최소한 기준 값은 지정된 용량 공급자에서 실행할 작업 수를 지정합니다. 용량 공급자 전략에서 하나의
용량 공급자만 기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0의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100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pacityProvider
용량 공급자의 짧은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ight
가중치 값은 지정된 용량 공급자를 사용해야 하는 시작된 총 작업 수의 상대 백분율을 지정합니다. base
값이 정의되어 있다면 이 값이 만족된 다음 weight 값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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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0의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용량 공급자 전략 내에서 여러 용량 공급자가
지정된 경우 하나 이상의 용량 공급자가 0보다 큰 가중치 값을 가져야 하며 가중치가 0인 모든 용량 공
급자는 작업을 배치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중치가 모두 0인 전략에 여러 용량 공급자를 지정하면
용량 공급자 전략을 사용하는 모든 CreateService 또는 RunTask 작업이 실패합니다.
예를 들면 둘 다 1의 가중치를 갖는 경우 base가 충족되면 작업이 두 용량 공급자에 균등하게 분할되
는 두 개의 용량 공급자를 포함하는 전략을 정의하는 가중치를 사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동일한 논리
를 사용하여 capacityProviderA에 1의 가중치를 지정하고 capacityProviderB에 4의 가중치를 지정하면
capacityProviderA를 사용하여 실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네 가지 작업에서 capacityProviderB를 사용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S::Service DeploymentCircuitBreaker
Note
배포 회로 차단기는 롤링 업데이트 (ECS) 배포 유형을 사용하는 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ploymentCircuitBreaker 속성은 서비스가 정상 상태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배포가 실패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배포 회로 차단기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서비스 배포가 실패 상태로 전환되고 새 작업
실행이 중지됩니다. 롤백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배포가 실패하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마지막 배포
로 롤백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 : Boolean,
"Rollback" : Boolean

YAML
Enable: Boolean
Rollback: Boolean

Properties
Enable
서비스에 대한 배포 회로 차단기 논리를 사용할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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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lback
서비스 배포가 실패할 경우 Amazon ECS가 서비스를 롤백하도록 설정할지 여부 롤백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배포가 실패하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마지막 배포로 롤백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S::Service DeploymentConfiguration
DeploymentConfiguration 속성은 배포 시 실행할 작업 수와 작업 중지/시작 순서를 제어하는 선택적 배
포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ploymentCircuitBreaker" : DeploymentCircuitBreaker (p. 2810),
"MaximumPercent" : Integer,
"MinimumHealthyPercent" : Integer

YAML
DeploymentCircuitBreaker:
DeploymentCircuitBreaker (p. 2810)
MaximumPercent: Integer
MinimumHealthyPercent: Integer

Properties
DeploymentCircuitBreaker

Note
배포 회로 차단기는 클래식 로드 밸런서 뒤에 있지 않은 롤링 업데이트 (ECS) 배포 유형을 사용
하는 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포 회로 차단기는 서비스가 정상 상태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배포가 실패할지 여부를 결정
합니다.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서비스 배포가 실패 상태로 전환되고 새 작업 실행이 중지됩니다. 또한
Amazon ECS가 장애 발생 후 마지막으로 완료된 배포로 서비스를 롤백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롤링 업데이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DeploymentCircuitBreaker (p. 28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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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Percent
서비스가 롤링 업데이트(ECS) 배포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백분율 파라미터는 배포 중에 RUNNING
또는 PENDING 상태로 허용되는 서비스의 작업 수에 대한 상한을 나타내며, 원하는 작업 수의 백분율(가
장 가까운 정수로 반내림됨)로 표시됩니다. 반면에 EC2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이 서비스에 포함된
경우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상태는 DRAINING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배포 배치 크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에서 작업 수가 4개이고 최대 백분율 값이 200%인 경우 스케줄러가 기존
작업 4개를 중지하기 전에 새 작업 4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는 데 필요한 클러스터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최대 백분율의 기본값은 200%입니다.
서비스가 블루/그린(CODE_DEPLOY) 또는 EXTERNAL 배포 유형과, EC2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백분율 값은 기본값으로 설정되고, 컨테이너 인스턴스가 DRAINING 상태인 동안
RUNNING 상태로 유지되는 서비스의 작업 수에 대한 상한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서비스의 작업이
Fargate 시작 유형을 사용할 경우, 최대 백분율 값은 서비스를 설명할 때 반환되지만 사용되지는 않습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imumHealthyPercent
서비스가 롤링 업데이트(ECS) 배포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최소 정상 상태 백분율은 배포 중에 RUNNING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서비스 작업 수에 대한 하한을 나타내며, 원하는 작업 수의 백분율(가장 가까운 정
수로 반올림됨)로 표시됩니다. 반면에 EC2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이 서비스에 포함된 경우 컨테이
너 인스턴스의 상태는 DRAINING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여 추가 클러스터 용량을 사용하지 않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에서 원하는 작업 수가 4개이고 최소 정상 상태 백분율이 50%일
경우 스케줄러가 새 작업 2개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 작업 2개를 중지하여 클러스터 용량을 확보할 수 있
습니다.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의 작업은 RUNNING 상태일 경우 정상으로 간주됩니다. 로
드 밸런서를 사용하는 서비스의 작업은 RUNNING 상태이고 로드 밸런서가 정상으로 보고하는 경우 정상
으로 간주됩니다. 최소 정상 상태 백분율의 기본값은 100%입니다.
서비스가 블루/그린(CODE_DEPLOY) 또는 EXTERNAL 배포 유형과, EC2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을 사
용하는 경우 최소 정상 상태 백분율 값은 기본값으로 설정되고, 컨테이너 인스턴스가 DRAINING 상태인
동안 RUNNING 상태로 유지되는 서비스의 작업 수에 대한 하한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서비스의 작
업이 Fargate 시작 유형을 사용할 경우, 최소 정상 상태 백분율 값은 서비스를 설명할 때 반환되지만 사
용되지는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S::Service DeploymentController
서비스에 사용할 배포 컨트롤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ECS 배포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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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String

Properties
Type
사용할 배포 컨트롤러 유형입니다. 사용 가능한 배포 컨트롤러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ECS
롤링 업데이트(ECS) 배포 유형은 현재 실행 중인 컨테이너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바꿉니
다. 롤링 업데이트 중에 Amazon ECS가 서비스에서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컨테이너의 수는
DeploymentConfiguration에 지정된 대로 서비스 배포 중에 허용되는 정상 작업의 최소 및 최대 수를
조정하여 제어합니다.
CODE_DEPLOY
블루/그린(CODE_DEPLOY) 배포 유형은 AWS CodeDeploy를 사용하는 블루/그린 배포 모델을 사용
하므로 프로덕션 트래픽을 전송하기 전에 서비스의 새로운 배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TERNAL
외부(EXTERNAL) 배포 유형을 사용하면 제3자 배포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Amazon ECS 서비스의
배포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DE_DEPLOY | ECS | EXTERNAL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Service LoadBalancer
LoadBalancer 속성은 서비스에 사용되는 로드 밸런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서비스가 CODE_DEPLOY 배포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는 Application Load Balancer 또는
Network Load Balancer를 사용해야 합니다. AWS CodeDeploy 배포 그룹을 생성할 때 2개의 대상 그룹
(targetGroupPair라고 지칭)을 지정합니다. 각 대상 그룹은 배포 시 별도의 작업 세트에 바인딩됩니다. 또
한 로드 밸런서에는 프로덕션 트래픽에 필요한 필수 리스너 하나, 서비스 트래픽을 라우팅하기 전에 서비스
의 새 버전을 테스트할 수 있는 선택적 리스너 하나, 최대 두 개의 리스너가 있을 수 있습니다.
awsvpc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는 작업의 서비스(예: Fargate 시작 유형)는 Application Load Balancer 및
Network Load Balancer만 지원합니다. Classic Load Balancer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상 그룹을 생성할 때 대상 유형을 instance가 아닌 ip로 선택해야 합니다. awsvpc 네트워크 모드
를 사용하는 작업은 Amazon EC2 인스턴스가 아닌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결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ontainerName" : String,
"ContainerPort"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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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dBalancerName" : String,
"TargetGroupArn" : String

YAML
ContainerName: String
ContainerPort: Integer
LoadBalancerName: String
TargetGroupArn: String

Properties
ContainerName
로드 밸런서와 연결할 컨테이너의 이름(컨테이너 정의 내 이름과 동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tainerPort
로드 밸런서와 연결할 컨테이너의 포트입니다. 이 포트는 서비스 내 작업이 사용하는 작업 정의의
containerPort와 일치해야 합니다. EC2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작업이 시작된 컨테
이너 인스턴스가 포트 매핑의 hostPort에서 수신 트래픽을 허용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adBalancerName
Amazon ECS 서비스 또는 작업 세트와 연결할 로드 밸런서의 이름입니다.
로드 밸런서 이름은 Classic Load Balancer를 사용할 때만 지정됩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 또는
Network Load Balancer를 사용하는 경우 로드 밸런서 이름 파라미터를 생략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rgetGroupArn
서비스 또는 작업 세트와 연결된 Elastic Load Balancing 대상 그룹(들)의 전체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대상 그룹 ARN은 Application Load Balancer 또는 Network Load Balancer를 사용할 때만 지정됩니다.
Classic Load Balancer를 사용하는 경우 대상 그룹 ARN을 생략해야 합니다.
ECS 배포 컨트롤러를 사용 중인 서비스의 경우, 하나 이상의 대상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서비스에 여러 대상 그룹 등록을 참조하십시
오.
CODE_DEPLOY 배포 컨트롤러를 사용 중인 서비스의 경우, 로드 밸런서에 대해 두 개의 대상 그룹을 정
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CodeDeploy를 사용
한 블루/그린 배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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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서비스의 작업 정의가 awsvpc 네트워크 모드(Fargate 시작 유형에 필수)를 사용할 경우, 대상
그룹을 생성할 때 대상 유형으로 instance가 아닌 ip를 선택해야 합니다. awsvpc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는 작업은 Amazon EC2 인스턴스가 아닌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결되
기 때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Service NetworkConfiguration
NetworkConfiguration 속성은 작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을 나타내는 객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wsvpcConfiguration" : AwsVpcConfiguration (p. 2807)

YAML
AwsvpcConfiguration:
AwsVpcConfiguration (p. 2807)

Properties
AwsvpcConfiguration
작업과 연결된 VPC 서브넷 및 보안 그룹.

Note
지정된 모든 서브넷과 보안 그룹은 동일한 VPC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wsVpcConfiguration (p. 280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S::Service PlacementConstraint
PlacementConstraint 속성은 작업 정의의 작업 배치에 대한 제약을 나타내는 객체를 지정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작업 배치 제약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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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Expression" : String,
"Type" : String

YAML
Expression: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Expression
제약에 적용할 클러스터 쿼리 언어 표현식입니다. 제약 유형이 distinctInstance일 경우, 표현식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클러스터 쿼
리 언어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
제약의 유형입니다. distinctInstance를 사용하여 특정 그룹의 각 작업이 다른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서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memberOf를 사용하여 선택을 유효한 후보 그룹으로 제한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tinctInstance | memberOf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Service PlacementStrategy
PlacementStrategy 속성은 작업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작업 배치 전략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작업 배치 전략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eld" : String,
"Type" : String

YAML
Fiel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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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tring

Properties
Field
배치 전략을 적용할 필드입니다. spread 배치 전략의 경우 유효한 값은 instanceId(또는
host, 효과는 동일함), 모든 플랫폼 또는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적용되는 사용자 지정 속성(예:
attribute:ecs.availability-zone)입니다. binpack 배치 전략의 경우 유효한 값은 cpu 및
memory입니다. random 배치 전략의 경우 이 필드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
배치 전략의 유형입니다. random 배치 전략은 사용 가능한 후보에 작업을 임의로 배치합니다. spread
배치 전략은 field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사용 가능한 후보 간에 배치를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binpack 전략은 field 파라미터로 지정된 사용 가능한 최소량의 리소스가 있는 사용 가능한 후보에
작업을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메모리에 빈팩 전략을 적용하면 최소량(하지만 작업을 실행하기에는 충
분한 양)의 잔여 메모리가 있는 인스턴스에 작업이 배치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inpack | random | sprea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Service ServiceRegistry
ServiceRegistry 속성은 서비스 레지스트리의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서비스 검색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ainerName" : String,
"ContainerPort" : Integer,
"Port" : Integer,
"RegistryArn" : String

YAML
ContainerName: String
ContainerPort: Integer
Port: Integer
Registry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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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ontainerName
서비스 검색 서비스에 사용할, 작업 정의에 이미 지정된 컨테이너 이름 값입니다. 서비스 작업이 지정하
는 작업 정의가 bridge 또는 host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 정의에서 containerName
및 containerPort 조합을 지정해야 합니다. 서비스 작업이 지정하는 작업 정의가 awsvpc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고 유형 SRV DNS 레코드가 사용되는 경우, containerName 및 containerPort 조합
또는 port 값 중 하나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tainerPort
서비스 검색 서비스에 사용할, 작업 정의에 이미 지정된 포트 값입니다. 서비스 작업이 지정하는 작
업 정의가 bridge 또는 host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 정의에서 containerName 및
containerPort 조합을 지정해야 합니다. 서비스 작업이 지정하는 작업 정의가 awsvpc 네트워크 모
드를 사용하고 유형 SRV DNS 레코드가 사용되는 경우, containerName 및 containerPort 조합 또
는 port 값 중 하나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rt
서비스 복구 서비스에서 SRV 레코드를 지정한 경우 사용되는 포트 값입니다. awsvpc 네트워크 모드와
SRV 레코드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이 필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gistryArn
서비스 레지스트리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서비스 레지스트리는 AWS
Cloud Ma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reateService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AWS::ECS::TaskDefinition 리소스는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Amazon ECS) 작업의 컨테이
너 및 볼륨 정의를 설명합니다. 사용할 도커 이미지, 필요한 리소스 그리고 Amazon ECS 서비스 또는 작업을
통해 작업 정의 시작과 관련된 기타 구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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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 {
"ContainerDefinitions" : [ ContainerDefinition (p. 2829), ... ],
"Cpu" : String,
"EphemeralStorage" : EphemeralStorage (p. 2849),
"ExecutionRoleArn" : String,
"Family" : String,
"InferenceAccelerators" : [ InferenceAccelerator (p. 2853), ... ],
"IpcMode" : String,
"Memory" : String,
"NetworkMode" : String,
"PidMode" : String,
"PlacementConstraints" : [ TaskDefinitionPlacementConstraint (p. 2867), ... ],
"ProxyConfiguration" : ProxyConfiguration (p. 2862),
"RequiresCompatibilities" : [ String, ... ],
"Tags" : [ Tag, ... ],
"TaskRoleArn" : String,
"Volumes" : [ Volume (p. 2870), ... ]
}

YAML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ContainerDefinitions:
- ContainerDefinition (p. 2829)
Cpu: String
EphemeralStorage:
EphemeralStorage (p. 2849)
ExecutionRoleArn: String
Family: String
InferenceAccelerators:
- InferenceAccelerator (p. 2853)
IpcMode: String
Memory: String
NetworkMode: String
PidMode: String
PlacementConstraints:
- TaskDefinitionPlacementConstraint (p. 2867)
ProxyConfiguration:
ProxyConfiguration (p. 2862)
RequiresCompatibilities:
- String
Tags:
- Tag
TaskRoleArn: String
Volumes:
- Volume (p. 2870)

Properties
ContainerDefinitions
작업을 구성하는 여러 컨테이너를 설명하는 컨테이너 정의(JSON 형식) 목록입니다. 컨테이너 정의 파
라미터와 기본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ECS 작업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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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ontainerDefinition (p. 2829)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pu
작업에서 사용할 cpu 단위의 개수. EC2 시작 유형을 사용할 경우, 이 필드는 선택 사항이며 아무 값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Fargate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이 필드는 필수 사항이며 다음 값 중 하나를 사
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memory 파라미터에 유효한 값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 256(.25 vCPU) - 사용 가능한 memory 값: 512(0.5GB), 1024(1GB), 2048(2GB)
• 512(.5 vCPU) - 사용 가능한 memory 값: 1024(1GB), 2048(2GB), 3072(3GB), 4096(4GB)
• 1024(1 vCPU) - 사용 가능한 memory 값: 2048(2GB), 3072(3GB), 4096(4GB), 5120(5GB),
6144(6GB), 7168(7GB), 8192(8 GB)
• 2048(2 vCPU) - 사용 가능한 memory 값: 4096(4GB)-16384(16GB), 증분 간격 1024(1GB)
• 4096(4 vCPU) - 사용 가능한 memory 값: 8192(8GB)-30720(30GB), 증분 간격 1024(1GB)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phemeralStorage
작업 정의와 함께 실행되는 작업에 사용할 임시 스토리지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phemeralStorage (p. 284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ecutionRoleArn
Amazon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에 사용자를 대신하여 AWS API를 호출할 권한을 부여하는 태스크 실
행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작업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작업 실행 IAM 역할이 필요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ECS 작업 실행 IAM 역
할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amily
작업 정의가 등록된 패밀리의 이름입니다. 최대 255개의 문자(대문자 및 소문자), 숫자, 하이픈 및 밑줄
이 허용됩니다.
패밀리는 작업 정의의 여러 버전을 그룹화합니다. Amazon ECS에서는 패밀리에 등록한 첫 번째 작업 정
의에 개정 번호 1을 부여합니다. Amazon ECS에서는 추가한 각 작업 정의에 개정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
여합니다.

Note
작업 정의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개정 번호를 사용하려면 이 속성을 지정합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태스크 정의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새 태스크 정의를 생성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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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ferenceAccelerators
작업의 컨테이너에서 사용할 Elastic Inference 액셀러레이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ferenceAccelerator (p. 2853)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pcMode
해당 작업의 컨테이너에 사용할 IPC 리소스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유효한 값은 host, task 또는
none입니다. host를 지정하면 동일한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host IPC 모드를 지정한 작업 내 모든
컨테이너가 동일한 IPC 리소스를 호스트 Amazon EC2 인스턴스와 공유합니다. task을 지정하면 지정
된 작업 내 모든 컨테이너가 동일한 IPC 리소스를 공유합니다. none이 지정된 경우, 작업 컨테이너 내에
있는 IPC 리소스는 프라이빗이며, 작업 또는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다른 컨테이너와 공유되지 않습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IPC 리소스 네임스페이스 공유는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도커 데몬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Docker 실행 참조의 IPC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host IPC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원치 않는 IPC 네임스페이스 노출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점에 유
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도커 보안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작업 내 컨테이너에 대해 systemControls을 사용하여 네임스페이스가 있는 커널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경우, IPC 리소스 네임스페이스에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시스템 제어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host IPC 모드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IPC 네임스페이스 관련 systemControls는 지원되지 않습
니다.
• task IPC 모드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IPC 네임스페이스 관련 systemControls가 작업 내 모든
컨테이너에 적용됩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Windows 컨테이너 또는 AWS Fargate에서 실행되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지원되
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host | none | task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emory
작업에서 사용하는 메모리의 양(MiB).
태스크가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될 경우 태스크 수준 메모리 값 또는 컨테이너 수준 메모리 값
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필드는 선택 사항이며 아무 값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수준 메모리 값이
지정된 경우 컨테이너 수준 메모리 값은 선택 사항입니다. 컨테이너 수준 메모리 및 메모리 예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ntainerDefinition을 참조하세요.
태스크를 AWS Fargate에서 실행하려는 경우 이 필드는 필수이며 다음 값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필드에 따라 cpu 파라미터에 유효한 값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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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0.5GB), 1024(1GB), 2048(2GB) - 사용 가능한 cpu 값: 256(.25 vCPU)
• 1024(1GB), 2048(2GB), 3072(3GB), 4096(4GB) - 사용 가능한 cpu 값: 512(.5 vCPU)
• 2048(2GB), 3072(3GB), 4096(4GB), 5120(5GB), 6144(6GB), 7168(7GB), 8192(8GB) - 사용 가능한
cpu 값: 1024(1 vCPU)
• 4096(4GB)-16384(16GB), 증분 간격 1024(1GB) - 사용 가능한 cpu 값: 2048(2 vCPU)
• 8192(8GB)-30720(30GB), 증분 간격 1024(1GB) - 사용 가능한 cpu 값: 4096(4 vCPU)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etworkMode
작업의 컨테이너에 사용할 도커 네트워킹 모드. 유효한 값은 none, bridge, awsvpc 및 host입니다.
기본 Docker 네트워크 모드는 bridge입니다. Fargate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awsvpc 네트워크 모
드가 필수입니다. EC2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어떤 네트워크 모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모
드가 none으로 설정될 경우 컨테이너 정의에서 포트 매핑을 지정할 수 없고 작업의 컨테이너가 외부 네
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host 및 awsvpc 네트워크 모드는 컨테이너에 최상의 네트워킹 성능을 제
공하는데, 이는 bridge 모드가 제공하는 가상화 네트워크 스택 대신에 EC2 네트워크 스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host 및 awsvpc 네트워크 모드에서는 노출된 컨테이너 포트가 해당 호스트 포트(host 네트워크 모드
의 경우) 또는 연결된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포트(awsvpc 네트워크 모드의 경우)에 직접 매핑되
므로 동적 호스트 포트 매핑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모드가 awsvpc인 경우 해당 작업에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할당되므로 서비스를 생
성하거나 작업 정의로 작업을 실행하려면 NetworkConfiguration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작업 네트워킹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Note
현재, Amazon ECS 최적화 AMI, ecs-init 패키지가 포함된 다른 Amazon Linux 버전 또는
AWS Fargate 인프라만 awsvpc 네트워크 모드를 지원합니다.
네트워크 모드가 host인 경우 포트 매핑을 사용할 때 단일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동일 작업에 대해 다
중 인스턴스화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Windows용 도커는 Linux용 도커와 다른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합니다. 작업 정의를 Windows 컨테이너
에 등록할 때는 네트워크 모드를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콘솔을 사용하여 Windows 컨테이너에 작업 정
의를 등록하려면 <default> 네트워크 모드 객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ocker 실행 참조의 네트워크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wsvpc | bridge | host | non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idMode
해당 작업의 컨테이너에 사용할 프로세스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유효한 값은 host 또는 task입니다.
host을 지정하면 동일한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host PID 모드를 지정한 작업 내 모든 컨테이너가 동
일한 프로세스 네임스페이스를 호스트 Amazon EC2 인스턴스와 공유합니다. task을 지정하면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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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내 모든 컨테이너가 동일한 프로세스 네임스페이스를 공유합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
값은 프라이빗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Docker 실행 참조의 PID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host PID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원치 않는 프로세스 네임스페이스 노출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점
에 유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도커 보안을 참조하십시오.

Note
이 파라미터는 Windows 컨테이너 또는 AWS Fargate에서 실행되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지원되
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host | task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lacementConstraints
작업에 사용할 배치 제약 객체의 배열입니다.

Note
AWS Fargate에서 실행되는 태스크에는 이 파라미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skDefinitionPlacementConstraint (p. 2867)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xyConfiguration
ProxyConfiguration 속성은 App Mesh 프록시에 대한 구성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프록시 구성을 사용하려면 Amazon ECS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컨테이너 에이전트 버전 1.26.0 이상과
ecs-init 패키지의 버전 1.26.0-1 이상이 필요합니다. 컨테이너 인스턴스가 Amazon ECS 최적화 AMI
버전 20190301 이상에서 시작된 경우 필요한 버전의 컨테이너 에이전트 및 ecs-init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ECS 최적화 Linux
AMI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ProxyConfiguration (p. 28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quiresCompatibilities
태스크 정의의 유효성을 검사할 때 사용한 태스크 시작 유형입니다. 태스크 정의의 유효성을 검사할 때
사용할 태스크 시작 유형을 확인하려면 TaskDefinition$compatibilities 파라미터를 참조하세
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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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작업 정의를 분류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작업 정의에 적용하는 메타데이터입니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태그에 적용되는 기본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소스 당 최대 태그 수 - 50개
• 각 리소스에 대해 각 태그 키는 고유하며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 최대 키 길이 - UTF-8의 유니코드 문자 128자
• 최대 값 길이 - UTF-8의 유니코드 문자 256자
• 태깅 스키마를 여러 서비스와 리소스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서비스 또한 허용되는 문자에 대한 제한
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문자는 UTF-8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숫자 및
공백과 특수 문자 + - = . _ : / @.
• 태그 키와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 AWS 용도로 예약된 키 또는 값에는 aws:, AWS: 또는 이러한 접두사의 대문자 또는 소문자 조합을 사
용하지 마십시오. 이 접두사가 지정된 태그 키나 값은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접두사가 지
정된 태그는 리소스당 태그 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skRoleArn
사용자 대신 AWS API를 호출하는 태스크 권한을 컨테이너에 부여하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역할의 짧은 이름 또는 전체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ECS 작업 역할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에서 작업을 위한 IAM 역할을 사용하려면 Amazon ECS 최적화 Windows AMI를 시작할 때 EnableTaskIAMRole 옵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려면 컨테이너가 일부 구성 코드도
실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태스크에 대한
Windows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olumes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 볼륨 정의의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
자 안내서의 태스크에서 데이터 볼륨 사용을 참조하세요.

Note
host 및 sourcePath 파라미터는 AWS Fargate에서 실행되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볼륨 (p. 2870)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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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Amazon 리소스 이름(ARN)
다음 예에서 Ref 함수는 MyTaskDefinition 작업 정의의 ARN(예: arn:aws:ecs:uswest-2:123456789012:task-definition/TaskDefinitionFamily:1)을 반환합니다.
{ "Ref": "MyTaskDefinition"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Amazon ECS 작업 정의 생성
다음 예에서는 컨테이너 정의 2개와 볼륨 정의 1개가 포함된 Amazon ECS 작업 정의를 정의합니다.

JSON
"taskdefinition": {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 {
"ContainerDefinitions" : [
{
"Name": {"Ref": "AppName"},
"MountPoints": [
{
"SourceVolume": "my-vol",
"ContainerPath": "/var/www/my-vol"
}
],
"Image":"amazon/amazon-ecs-sample",
"Cpu": 256,
"PortMappings":[
{
"ContainerPort": {"Ref":"AppContainerPort"},
"HostPort": {"Ref":"AppHostPort"}
}
],
"EntryPoint": [
"/usr/sbin/apache2",
"-D",
"FOREGROUND"
],
"Memory": 512,
"Essential": true
},
{
"Name": "busybox",
"Image": "busybox",
"Cpu": 256,
"EntryPoint": [
"sh",
"-c"
],
"Memory": 512,
"Command": [
"/bin/sh -c \"while true; do /bin/date > /var/www/my-vol/date; sleep 1; d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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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sential" : false,
"VolumesFrom": [
{
"SourceContainer": {"Ref":"AppName"}
}
]
}],
"Volumes": [
{
"Host": {
"SourcePath": "/var/lib/docker/vfs/dir/"
},
"Name": "my-vol"
}]

YAML
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ContainerDefinitions:
Name:
Ref: "AppName"
MountPoints:
SourceVolume: "my-vol"
ContainerPath: "/var/www/my-vol"
Image: "amazon/amazon-ecs-sample"
Cpu: 256
PortMappings:
ContainerPort:
Ref: "AppContainerPort"
HostPort:
Ref: "AppHostPort"
EntryPoint:
- "/usr/sbin/apache2"
- "-D"
- "FOREGROUND"
Memory: 512
Essential: true
Name: "busybox"
Image: "busybox"
Cpu: 256
EntryPoint:
- "sh"
- "-c"
Memory: 512
Command:
- "/bin/sh -c \"while true; do /bin/date > /var/www/my-vol/date; sleep 1; done\""
Essential: false
VolumesFrom:
SourceContainer:
Ref: "AppName"
Volumes:
Host:
SourcePath: "/var/lib/docker/vfs/dir/"
Name: "my-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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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ECS 작업 정의 생성
다음 예에서는 필수 호환성으로 EC2를 지정하는 Amazon ECS 작업 정의를 정의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taskdefinition": {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
"RequiresCompatibilities": [
"EC2"
],
"ContainerDefinitions": [
{
"Name": "my-app",
"MountPoints": [
{
"SourceVolume": "my-vol",
"ContainerPath": "/var/www/my-vol"
}
],
"Image": "amazon/amazon-ecs-sample",
"Cpu": 256,
"EntryPoint": [
"/usr/sbin/apache2",
"-D",
"FOREGROUND"
],
"Memory": 512,
"Essential": true
},
{
"Name": "busybox",
"Image": "busybox",
"Cpu": 256,
"EntryPoint": [
"sh",
"-c"
],
"Memory": 512,
"Command": [
"/bin/sh -c \"while true; do /bin/date > /var/www/my-vol/date;
sleep 1; done\""
],
"Essential": false,
"DependsOn": [
{
"ContainerName": "my-app",
"Condition": "START"
}
],
"VolumesFrom": [
{
"SourceContainer": "my-app"
}
]
}
],
"Volumes": [
{
"Host": {
"SourcePath": "/var/lib/docker/vfs/d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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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Name": "my-vol"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RequiresCompatibilities:
- "EC2"
ContainerDefinitions:
Name: "my-app"
MountPoints:
SourceVolume: "my-vol"
ContainerPath: "/var/www/my-vol"
Image: "amazon/amazon-ecs-sample"
Cpu: 256
EntryPoint:
- "/usr/sbin/apache2"
- "-D"
- "FOREGROUND"
Memory: 512
Essential: true
Name: "busybox"
Image: "busybox"
Cpu: 256
EntryPoint:
- "sh"
- "-c"
Memory: 512
Command:
- "/bin/sh -c \"while true; do /bin/date > /var/www/my-vol/date; sleep 1; done
\""
Essential: false
DependsOn:
- ContainerName: my-app
Condition: START
VolumesFrom:
SourceContainer: "my-app"
Volumes:
Host:
SourcePath: "/var/lib/docker/vfs/dir/"
Name: "my-vol"

AWS::ECS::TaskDefinition AuthorizationConfig
Amazon E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권한 부여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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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ccessPointId" : String,
"IAM" : String

YAML
AccessPointId: String
IAM: String

Properties
AccessPointId
사용할 Amazon EFS 액세스 포인트 ID입니다. 액세스 포인트를 지정하는 경우
EFSVolumeConfiguration에 지정된 루트 디렉터리 값을 생략하거나 /로 설정하여 EFS 액세스 포인
트에 설정된 경로를 적용해야 합니다.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EFSVolumeConfiguration에
서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File System 사용 설명
서의 Amazon EFS 액세스 포인트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AM
Amazon EFS 파일 시스템을 탑재할 때 작업 정의에 정의된 Amazon ECS 작업 IAM 역할을 사용할지
여부입니다. 활성화된 경우 EFSVolumeConfiguration에서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파라미터가 누락되면 DISABLED의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EFS 액세스 포인트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ContainerDefinition
ContainerDefinition 속성은 컨테이너 정의를 지정합니다. 컨테이너 정의는 작업의 일부로 시작되는 여
러 컨테이너를 기술하기 위해 작업 정의에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ommand" : [ String, ... ],
"Cpu" : Integer,
"DependsOn" : [ ContainerDependency (p. 2843), ... ],
"DisableNetworking" :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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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sSearchDomains" : [ String, ... ],
"DnsServers" : [ String, ... ],
"DockerLabels" : {Key : Value, ...},
"DockerSecurityOptions" : [ String, ... ],
"EntryPoint" : [ String, ... ],
"Environment" : [ KeyValuePair (p. 2855), ... ],
"EnvironmentFiles" : [ EnvironmentFile (p. 2848), ... ],
"Essential" : Boolean,
"ExtraHosts" : [ HostEntry (p. 2852), ... ],
"FirelensConfiguration" : FirelensConfiguration (p. 2849),
"HealthCheck" : HealthCheck (p. 2850),
"Hostname" : String,
"Image" : String,
"Interactive" : Boolean,
"Links" : [ String, ... ],
"LinuxParameters" : LinuxParameters (p. 2856),
"LogConfiguration" : LogConfiguration (p. 2858),
"Memory" : Integer,
"MemoryReservation" : Integer,
"MountPoints" : [ MountPoint (p. 2860), ... ],
"Name" : String,
"PortMappings" : [ PortMapping (p. 2861), ... ],
"Privileged" : Boolean,
"PseudoTerminal" : Boolean,
"ReadonlyRootFilesystem" : Boolean,
"RepositoryCredentials" : RepositoryCredentials (p. 2864),
"ResourceRequirements" : [ ResourceRequirement (p. 2864), ... ],
"Secrets" : [ Secret (p. 2865), ... ],
"StartTimeout" : Integer,
"StopTimeout" : Integer,
"SystemControls" : [ SystemControl (p. 2866), ... ],
"Ulimits" : [ Ulimit (p. 2869), ... ],
"User" : String,
"VolumesFrom" : [ VolumeFrom (p. 2871), ... ],
"WorkingDirectory" : String

YAML
Command:
- String
Cpu: Integer
DependsOn:
- ContainerDependency (p. 2843)
DisableNetworking: Boolean
DnsSearchDomains:
- String
DnsServers:
- String
DockerLabels:
Key : Value
DockerSecurityOptions:
- String
EntryPoint:
- String
Environment:
- KeyValuePair (p. 2855)
EnvironmentFiles:
- EnvironmentFile (p. 2848)
Essential: Boolean
ExtraHosts:
- HostEntry (p. 2852)
FirelensConfiguration:
FirelensConfiguration (p. 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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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heck:
HealthCheck (p. 2850)
Hostname: String
Image: String
Interactive: Boolean
Links:
- String
LinuxParameters:
LinuxParameters (p. 2856)
LogConfiguration:
LogConfiguration (p. 2858)
Memory: Integer
MemoryReservation: Integer
MountPoints:
- MountPoint (p. 2860)
Name: String
PortMappings:
- PortMapping (p. 2861)
Privileged: Boolean
PseudoTerminal: Boolean
ReadonlyRootFilesystem: Boolean
RepositoryCredentials:
RepositoryCredentials (p. 2864)
ResourceRequirements:
- ResourceRequirement (p. 2864)
Secrets:
- Secret (p. 2865)
StartTimeout: Integer
StopTimeout: Integer
SystemControls:
- SystemControl (p. 2866)
Ulimits:
- Ulimit (p. 2869)
User: String
VolumesFrom:
- VolumeFrom (p. 2871)
WorkingDirectory: String

Properties
Command
컨테이너로 전달되는 명령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Cmd 및
docker run에 대한 COMMAND 파라미터에 매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docs.docker.com/engine/
reference/builder/#cmd를 참조하십시오. 여러 인수가 있는 경우 각 인수는 배열에서 각각 분리된 문자열
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pu
컨테이너용으로 예약된 cpu 유닛의 수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
는 CpuShares 및 docker run에 대한 --cpu-shares 옵션에 매핑됩니다.
Fargate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이 필드는 선택 사항이며, 한 가지 요구 사항은 작업 내 모든
컨테이너에 예약된 CPU 총량이 작업 레벨의 cpu 값보다 작아야 합니다.

Note
Amazon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해당 인스턴스 유형에 대해 나열된 vCPU에
1,024를 곱해 EC2 인스턴스 유형당 사용 가능한 CPU 단위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283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S

Linux 컨테이너는 할당된 양과 동일한 비율로,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다른 컨테이너와 할당되지 않은
CPU 단위를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에 512개 CPU 단위가 지정된 상태로 싱글 코어 인스턴스
유형에서 단일 컨테이너 작업을 실행하고 이 작업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유일한 작업일 경
우 해당 컨테이너는 언제라도 1,024개 CPU 단위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컨테이너 인
스턴스에서 동일한 작업의 다른 사본을 시작한 경우 각 작업에는 필요 시 최소 512개 CPU 단위가 보장
되고 각 컨테이너는 다른 컨테이너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CPU 단위를 사용할 수 있지만 두 작업
모두 항상 100% 활성 상태일 경우 각각 512개 CPU 단위로 제한됩니다.
Linux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도커 데몬은 CPU 값을 사용하여 실행 컨테이너의
CPU 공유 비율을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ocker 설명서의 CPU 공유 제약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Linux 커널이 허용하는 최소 유효 CPU 공유 값은 2입니다. 하지만 CPU 파라미터는 필수 항목이 아니며
컨테이너 정의에서 2 미만의 CPU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PU 값이 2 미만일 경우(null 포함)의 동작
은 Amazon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 버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에이전트 버전 1.1.0 이하: null 및 0의 CPU 값이 Docker에 0으로 전달되고, Docker는 이를 1,024개
CPU 공유로 변환합니다. 1의 CPU 값이 도커에 1로 전달되고, Linux 커널이 이를 2개 CPU 공유로 변
환합니다.
• 에이전트 버전 1.2.0 이상: Null, 0, CPU 값 1은 Docker에 2로 전달됩니다.
Windows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CPU 한도는 절대 한도(할당량)로 적용됩니다. Windows 컨테이너는
작업 정의에 기술된 해당 CPU 용량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ull 또는 0 CPU 값은 Docker에 0으로 전
달되며, Windows는 이를 한 CPU의 1%로 해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pendsOn
컨테이너 시작 및 종료에 대해 정의된 종속성입니다. 컨테이너는 여러 종속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컨
테이너가 시작될 때 종속성이 정의되면 컨테이너를 종료할 때 종속성이 취소됩니다.
EC2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컨테이너 종속성을 사용하려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버전
1.26.0 이상의 컨테이너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신 버전의 컨테이너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이전트 버전을 확인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참
조하십시오. Amazon ECS 최적화 Linux AM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인스턴스에는 1.26.0-1 이상 버전
의 ecs-init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 인스턴스가 버전 20190301 이상에서 시작된 경우 필
요한 버전의 컨테이너 에이전트 및 ecs-ini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Amazon ECS 최적화 Linux AMI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Fargate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또는 서비스에 플랫폼 버전 1.3.0 이상이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tainerDependency (p. 2843)의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isableNetworking
이 파라미터가 true일 경우 컨테이너 내에서 네트워킹이 비활성화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NetworkDisabled에 매핑됩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Windows 컨테이너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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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DnsSearchDomains
컨테이너에 제공되는 DNS 검색 도메인의 목록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
션에 있는 DnsSearch 및 docker run에 대한 --dns-search 옵션에 매핑됩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Windows 컨테이너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nsServers
컨테이너에 제공되는 DNS 서버의 목록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
는 Dns 및 docker run에 대한 --dns 옵션에 매핑됩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Windows 컨테이너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ockerLabels
컨테이너에 추가할 레이블의 키/값 맵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Labels 및 docker run에 대한 --label 옵션에 매핑됩니다.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려면 컨테
이너 인스턴스에서 도커 원격 API 버전 1.18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도커 원
격 API 버전을 확인하려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로그인한 후 sudo docker version --format
'{{.Server.APIVersion}}' 명령을 실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ockerSecurityOptions
SELinux 및 AppArmor 다중 수준 보안 시스템에 사용자 지정 레이블을 제공할 문자열 목록입니다. 이 필
드는 Fargate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의 컨테이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Windows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인증을 위한 컨테이너를
구성할 때 자격 증명 사양 파일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Windows 컨테이너용 gMSAs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SecurityOpt 및 docker run에 대한 -security-opt 옵션에 매핑됩니다.

Note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Amazon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는
ECS_SELINUX_CAPABLE=true 또는 ECS_APPARMOR_CAPABLE=true 환경 변수를 사용하
여 해당 인스턴스에서 사용 가능한 로깅 드라이버를 등록해야 해당 인스턴스에 배치된 컨테이
너가 이들 보안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Amazon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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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ocker 실행 보안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유효한 값: "no-new-privileges" | "apparmor:PROFILE" | "label:value" |
"credentialspec:CredentialSpecFilePath"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tryPoint

Important
초기 버전의 Amazon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는 entryPoint 파라미터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
합니다. entryPoint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경우 컨테이너 에이전트를 업데이트하거나
명령 및 인수를 command 배열 항목으로 입력하십시오.
컨테이너로 전달되는 진입점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Entrypoint 및 docker run에 대한 --entrypoint 옵션에 매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
docs.docker.com/engine/reference/builder/#entrypoint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vironment
컨테이너로 전달할 환경 변수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Env 및
docker run에 대한 --env 옵션에 매핑됩니다.

Important
자격 증명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일반 텍스트 환경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eyValuePair (p. 2855)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vironmentFiles
컨테이너로 전달할 환경 변수를 포함하는 파일 목록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docker run에 대한 --envfile 옵션에 매핑됩니다.
최대 10개의 환경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확장명은 .env여야 합니다. 환경 파일의 각 줄에
는 VARIABLE=VALUE 형식의 환경 변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으로 시작하는 줄은 주석으로 처리되며
무시됩니다. 환경 변수 파일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일에서 기본 환경 변수 선언을 참조하십시오.
컨테이너 정의에서 environment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지정된 환경 변수가 있는 경우 환경 파일 내에
포함된 변수보다 우선합니다. 동일한 변수를 포함하는 여러 환경 파일이 지정된 경우 위에서 아래로 처
리됩니다. 고유 변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환경 변수 지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EnvironmentFile (p. 2848)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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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컨테이너의 essential 파라미터가 true로 표시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가 어떤 이유로든 실패 또는
중지하는 경우 작업의 일부인 다른 모든 컨테이너도 중지합니다. 컨테이너의 essential 파라미터가
false로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의 실패가 작업의 나머지 컨테이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파라미터가 생략된 경우 컨테이너가 필수로 간주됩니다.
모든 작업에는 하나 이상의 필수 컨테이너가 있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컨테이너로 구성되는
경우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를 구성 요소로 그룹화하고 각 구성 요소를 서로 다른 작업 정의
로 분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traHosts
컨테이너의 /etc/hosts 파일에 추가할 호스트 이름 및 IP 주소 매핑의 목록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
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ExtraHosts 및 docker run에 대한 --add-host 옵션에 매
핑됩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Windows 컨테이너 또는 awsvpc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지
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ostEntry (p. 2852)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irelensConfiguration
컨테이너의 FireLens 구성입니다. 컨테이너 로그에 대한 로그 라우터를 지정하고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
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사용자 지정 로그 라우팅을 참조
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방화벽구성 (p. 284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HealthCheck
해당 컨테이너에 대한 컨테이너 상태 확인 명령 및 연결된 구성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HealthCheck 및 docker run의 HEALTHCHECK 파라미터에 매핑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HealthCheck (p. 285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Hostname
컨테이너에 사용할 호스트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Hostname 및 docker run에 대한 --hostname 옵션에 매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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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wsvpc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 중인 경우에는 hostname 파라미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mage
컨테이너를 시작하는 데 사용되는 이미지입니다. 이 문자열은 도커 데몬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Docker
Hub 레지스트리 내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리포지토리는 repositoryurl/image:tag 또는 repository-url/image@digest 를 사용하여 지정됩니다. 최대 255개의
문자(대문자 및 소문자), 숫자, 하이픈, 밑줄, 콜론, 마침표, 슬래시 및 부호가 허용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Image 및 docker run의 IMAGE 파라미터에 매핑됩니다.
• 새 작업이 시작될 때 Amazon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가 컨테이너에서 사용할 지정 이미지와 태그의
최신 버전을 끌어옵니다. 그러나 이미 실행 중인 작업에는 추후 리포지토리 이미지 업데이트가 전파되
지 않습니다.
• Amazon ECR 리포지토리의 이미지는 전체 registry/repository:tag 또는 registry/
repository@digest 이름 지정 규칙을 사용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12345678910.dkr.ecr.<region-name>.amazonaws.com/<repository-name>:latest
또는 012345678910.dkr.ecr.<region-name>.amazonaws.com/<repositoryname>@sha256:94afd1f2e64d908bc90dbca0035a5b567EXAMPLE입니다.
• Docker Hub 공식 리포지토리 안의 이미지는 단일 이름을 사용합니다(예: ubuntu 또는 mongo).
• Docker Hub의 다른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이미지는 조직 이름으로 한정됩니다(예: amazon/amazonecs-agent).
• Docker Hub 상의 다른 리포지토리 안의 이미지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추가로 한정됩니다(예:
quay.io/assemblyline/ubuntu).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teractive
이 파라미터가 true일 경우 이것을 사용하여 stdin 또는 tty를 할당해야 하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
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OpenStdin 및
docker run에 대한 --interactive 옵션에 매핑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inks
links 파라미터는 포트 매핑 필요 없이 컨테이너가 서로 통신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작
업 정의의 네트워크 모드가 bridge로 설정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name:internalName 구성은
Docker 링크의 name:alias와 유사합니다. 최대 255자(대문자 및 소문자), 숫자, 밑줄 및 하이픈이 허
용됩니다. Docker 컨테이너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ocker 설명서의 레거시 컨테이너 연결을 참조
하십시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Links 및 docker run에 대한 -link 옵션에 매핑됩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Windows 컨테이너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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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동일한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배치된 컨테이너는 링크 또는 호스트 포트 매핑 없이도 서로 통신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네트워크 격리는 보안 그룹 및 VPC 설정을 사용하여
구현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inuxParameters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Linux 수정(예: Linux 커널 기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ernelCapabilities를 참조
하십시오.

Note
이 파라미터는 Windows 컨테이너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inuxParameters (p. 285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gConfiguration
컨테이너의 로그 구성 사양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LogConfig 및 docker run에 대한 --logdriver 옵션에 매핑됩니다.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는 도커 데몬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로깅 드라이버
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정의에 로그 드라이버를 지정함으
로써 도커 데몬과 다른 로깅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다른 로깅 드라이버를 사용하
려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또는 원격 로깅 옵션의 다른 로그 서버에서) 로그 시스템이 올바르게 구성
되어야 합니다. 지원되는 다양한 로그 드라이버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커 설명서의 로깅 드라이
버 구성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Note
현재 Amzaon ECS는 도커 데몬에서 사용 가능한 로깅 드라이버의 하위 집합을 지원합니다
(LogConfiguration 데이터 형식에 표시됨). 향후의 Amazon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 릴리스에
서 로그 드라이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려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도커 원격 API 버전 1.18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컨
테이너 인스턴스의 도커 원격 API 버전을 확인하려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로그인한 후 sudo docker
version --format '{{.Server.APIVersion}}' 명령을 실행합니다.

Note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Amazon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는
ECS_AVAILABLE_LOGGING_DRIVERS 환경 변수를 사용하여 해당 인스턴스에서 사용 가능
한 로깅 드라이버를 등록해야 해당 인스턴스에 배치된 컨테이너가 이들 로그 구성 옵션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Amazon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LogConfiguration (p. 285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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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컨테이너에 표시할 메모리의 양(MiB)입니다. 컨테이너가 여기서 지정된 메모리를 초과하려 하면 해당
컨테이너가 중지됩니다. 작업 내 모든 컨테이너에 대해 예약된 총 메모리 양은 작업 memory 값(지정
된 경우)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Memory 및
docker run에 대한 --memory 옵션에 매핑됩니다.
Fargate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는 선택 사항입니다.
EC2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 레벨 메모리 값 또는 컨테이너 레벨 메모리 값을 지정해
야 합니다. 컨테이너 레벨 memory 및 memoryReservation 값을 모두 지정하면 memory는
memoryReservation보다 커야 합니다. memoryReservation을 지정하는 경우 컨테이너가 배치된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가용 메모리 리소스에서 해당 값이 차감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memory 값이 사용
됩니다.
도커 데몬은 컨테이너용으로 최소 4MiB의 메모리를 예약합니다. 그러므로 컨테이너에 대해 4MiB 미만
의 메모리를 지정하면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emoryReservation
컨테이너용으로 예약할 메모리의 소프트 제한(MiB)입니다. 시스템 메모리가 심각하게 경합하는 경우 도
커는 컨테이너 메모리를 이 소프트 한도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memory 파라미터에
지정된 하드 한도까지 추가 메모리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모든 가용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MemoryReservation
및 docker run에 대한 --memory-reservation 옵션에 매핑됩니다.
작업 레벨 메모리 값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컨테이너 정의의 memory 또는 memoryReservation에
대해 하나 또는 둘 다에 0이 아닌 정수를 지정해야 합니다. 둘 모두 지정하는 경우 memory가
memoryReservation보다 커야 합니다. memoryReservation을 지정하는 경우 컨테이너가 배치된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가용 메모리 리소스에서 해당 값이 차감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memory 값이 사용
됩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가 통상적으로 128MiB의 메모리를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잠깐 동안 사용량이
256MiB까지 급증하는 경우 memoryReservation을 128MiB로 설정하고 memory 하드 제한을 300MiB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은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잔여 리소스 중 128MiB의 메모리만
예약하되, 필요할 경우 더 많은 메모리 리소스를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도커 데몬은 컨테이너용으로 최소 4MiB의 메모리를 예약합니다. 그러므로 컨테이너에 대해 4MiB 미만
의 메모리를 지정하면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untPoints
컨테이너에서 데이터 볼륨의 탑재 지점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Volumes 및 docker run에 대한 --volume
옵션에 매핑됩니다.
Windows 컨테이너는 전체 디렉터리를 동일한 드라이브에 $env:ProgramData로 마운트할 수 있습니
다. Windows 컨테이너는 디렉터리를 다른 드라이브에 마운트할 수 없으며, 마운트 지점이 여러 드라이
브에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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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MountPoint (p. 2860)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컨테이너의 이름. 여러 컨테이너를 한 작업 정의에 연결하는 경우 한 컨테이너의 name을 다른 컨테이너
의 links에 입력하여 컨테이너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최대 255자(대문자 및 소문자), 숫자, 밑줄 및 하
이픈이 허용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name 및 docker run에
대한 --name 옵션에 매핑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rtMappings
컨테이너에 대한 포트 매핑의 목록입니다. 포트 매핑은 컨테이너가 호스트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포트에
액세스하여 트래픽을 송수신하도록 허용합니다.
awsvpc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는 작업 정의의 경우 containerPort만 지정해야 합니다.
hostPort는 빈 칸으로 둘 수 있습니다. 아니면 containerPort와 같은 값이어야 합니다.
Windows에서의 포트 매핑은 localhost가 아니라 NetNAT 게이트웨이 주소를 사용합니다. Windows
에서의 포트 매핑에는 루프백이 없으므로 호스트 자체에서 매핑된 컨테이너 포트에는 액세스할 수 없습
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PortBindings 및 docker run에 대한 -publish 옵션에 매핑됩니다. 작업 정의의 네트워크 모드가 none으로 설정되면 포트 매핑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작업 정의의 네트워크 모드가 host로 설정되어 있으면 호스트 포트가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
거나 호스트 포트가 포트 매핑의 컨테이너 포트와 일치해야 합니다.

Note
작업이 RUNNING 상태가 되면 Amzaon ECS 콘솔에서 선택된 작업에 대한 컨테이너 설
명의 네트워크 바인딩 섹션에 수동 및 자동 호스트 및 컨테이너 포트 할당이 표시됩니다.
networkBindings 섹션 DescribeTasks 응답에 할당도 표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ortMapping (p. 2861)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vileged
이 파라미터가 true일 경우 컨테이너에는 호스트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대한 승격된 권한을 부여받습니
다(root 사용자와 비슷함).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Privileged 및
docker run에 대한 --privileged 옵션에 매핑됩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Windows 컨테이너 또는 AWS Fargate에서 실행되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지원되
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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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Terminal
이 파라미터가 true일 경우 TTY가 할당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Tty 및 docker run에 대한 --tty 옵션에 매핑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adonlyRootFilesystem
이 파라미터가 true일 경우 컨테이너에는 루트 파일 시스템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가 부여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ReadonlyRootfs 및 docker run에 대한 -read-only 옵션에 매핑됩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Windows 컨테이너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positoryCredentials
사용할 프라이빗 리포지토리 인증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positoryCredentials (p. 28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Requirements
컨테이너에 할당할 리소스의 유형 및 양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리소스는 GPU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Requirement (p. 2864)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rets
컨테이너에 전달할 암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중
요한 데이터 지정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Secret (p. 2865)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rtTimeout
컨테이너에 대한 종속성 해결을 포기하기 전에 대기할 시간(초)입니다. 예를 들어 containerA에 대한 작
업 정의에서 containerB에 대한 종속성이 COMPLETE, SUCCESS 또는 HEALTHY인 두 개의 컨테이너를 지
정합니다. containerB에 대해 startTimeout 값이 지정되고 그 시간 내에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지 않으
면 containerA는 포기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작업이 STOPPED 상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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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ECS_CONTAINER_START_TIMEOUT 컨테이너 에이전트 구성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이 시작 제
한 시간 값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Fargate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이 파라미터에 작업 또는 서비스 플랫폼 버전 1.3.0 이상이
필요합니다.
EC2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컨테이너 시작 제한 시간 값을 활성화하려면 컨테이너 인스턴
스에 컨테이너 에이전트의 버전 1.26.0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신 버전의 컨테이너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이전트 버전을 확인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Amazon ECS 최적화 Linux AM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인스턴스에는 1.26.0-1 이상
버전의 ecs-init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 인스턴스가 버전 20190301 이상에서 시작된 경우
필요한 버전의 컨테이너 에이전트 및 ecs-ini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ECS 최적화 Linux AMI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opTimeout
자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경우 컨테이너를 강제 종료하기까지 대기할 시간(초)입니다.
Fargate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또는 서비스에 플랫폼 버전 1.3.0 이상이 필요합니다.
최대 중지 제한 시간 값은 120초이며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30초(기본값)가 사용됩니다.
EC2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stopTimeout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Amazon ECS 컨
테이너 에이전트 구성 변수 ECS_CONTAINER_STOP_TIMEOUT에 대해 설정된 값이 기본적으로 사용
됩니다. stopTimeout 파라미터 또는 ECS_CONTAINER_STOP_TIMEOUT 에이전트 구성 변수가 모두
설정되지 않은 경우 Linux 컨테이너의 경우 30초(기본값)가 사용되고 Windows 컨테이너의 경우 30초
(기본값)가 사용됩니다. 컨테이너 중지 제한 시간 값을 활성화하려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버전 1.26.0
이상의 컨테이너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신 버전의 컨테이너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
습니다. 에이전트 버전을 확인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Amazon ECS 최적화 Linux AM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인스턴스에는 1.26.0-1 이상 버전의 ecs-init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 인스턴스가 버전 20190301 이상에서 시작된 경우 필요한 버전의 컨테
이너 에이전트 및 ecs-ini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ECS 최적화 Linux AMI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ystemControls
컨테이너에서 설정할 네임스페이스 커널 파라미터의 목록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
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Sysctls 및 docker run에 대한 --sysctl 옵션에 매핑됩니다.

Note
awsvpc 또는 host 네트워크 모드도 사용하는 단일 작업에서 여러 컨테이너에 네트워크 관련
systemControls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awsvpc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
하는 작업의 경우 마지막으로 시작된 컨테이너가 어느 systemControls 파라미터를 적용할
지 결정합니다. host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네임스페이
스 커널 파라미터뿐 아니라 컨테이너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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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SystemControl (p. 2866)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limits
컨테이너에 설정할 ulimits의 목록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Ulimits 및 docker run에 대한 --ulimit 옵션에 매핑됩니다. 유효한 이름 지정 값이 Ulimit 데이터 형
식에 표시됩니다.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려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도커 원격 API 버전 1.18 이상을 사
용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도커 원격 API 버전을 확인하려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로그인한
후 sudo docker version --format '{{.Server.APIVersion}}' 명령을 실행합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Windows 컨테이너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Ulimit (p. 2869)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r
컨테이너 내부에서 사용할 사용자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User 및 docker run에 대한 --user 옵션에 매핑됩니다.

Important
host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여 작업을 실행할 때는 루트 사용자(UID 0)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를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루트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user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UID 또는 GID를 지정하는 경우 이를 양의 정수로 지
정해야 합니다.
• user
• user:group
• uid
• uid:gid
• user:gid
• uid:group

Note
이 파라미터는 Windows 컨테이너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olumesFrom
다른 컨테이너로부터 탑재할 데이터 볼륨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VolumesFrom 및 docker run에 대한 --volumes-from 옵션에 매핑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olumeFrom (p. 2871)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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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Directory
컨테이너에서 명령을 실행할 작업 디렉터리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
에 있는 WorkingDir 및 docker run에 대한 --workdir 옵션에 매핑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ContainerDependency
ContainerDependency 속성은 컨테이너 시작 및 종료에 대해 정의된 종속성을 지정합니다. 컨테이너는
여러 종속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시작될 때 종속성이 정의되면 컨테이너를 종료할 때 종속성
이 취소됩니다.
컨테이너 종속성을 활성화하려면 Amazon ECS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버전 1.26.0 이상의 컨테이너 에이전트
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신 버전의 컨테이너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이전트 버전을 확인하
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
서의 Amazon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Amazon ECS 최적화 Linux AMI를 사용하
는 경우 해당 인스턴스에는 1.26.0-1 이상 버전의 ecs-init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 인스턴스가 버
전 20190301 이상에서 시작된 경우 필요한 버전의 컨테이너 에이전트 및 ecs-ini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Amazon ECS 최적화 Linux AMI 단원
을 참조하십시오.

Note
Fargate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이 파라미터에 작업 또는 서비스 플랫폼 버전 1.3.0 이상
이 필요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dition" : String,
"ContainerName" : String

YAML
Condition: String
ContainerName: String

Properties
Condition
컨테이너의 종속성 조건입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조건과 그 동작입니다.
• START - 이 조건은 오늘의 링크와 볼륨의 동작을 에뮬레이션합니다. 다른 컨테이너를 시작하기 전에
종속 컨테이너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COMPLETE - 이 조건은 다른 컨테이너를 시작하기 전에 종속 컨테이너 실행이 완료(종료)되었는지 확
인합니다. 이는 스크립트를 실행한 후 종료하는 필수적이지 않은 컨테이너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필
수 컨테이너에는 이 조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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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CESS - 이 조건은 COMPLETE와 동일하지만 컨테이너가 zero 상태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필수 컨
테이너에는 이 조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HEALTHY - 이 조건은 다른 컨테이너를 시작하기 전에 종속 컨테이너가 도커 상태 확인을 통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종속 컨테이너에 상태 확인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작업 시
작 시에만 확인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MPLETE | HEALTHY | START | SUCCES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tainerName
컨테이너의 이름.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Device
Device 속성은 컨테이너 인스턴스 호스트 디바이스를 나타내는 객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ainerPath" : String,
"HostPath" : String,
"Permissions" : [ String, ... ]

YAML
ContainerPath: String
HostPath: String
Permissions:
- String

Properties
ContainerPath
호스트 디바이스를 노출할 컨테이너 내 경로.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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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Path
호스트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디바이스 경로.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ermissions
디바이스를 위해 컨테이너에 제공할 명시적 권한.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디바이스에서 read, write
및 mknod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DockerVolumeConfiguration
DockerVolumeConfiguration 속성은 Docker 볼륨 구성을 지정하고, 도커 볼륨을 사용할 때 사용됩니다.
EC2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커 볼륨만 지원됩니다. Windows 컨테이너는 local 드라이버의 사용
만 지원합니다. 바인드 탑재를 사용하려면 대신에 host를 지정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oprovision" : Boolean,
"Driver" : String,
"DriverOpts" : {Key : Value, ...},
"Labels" : {Key : Value, ...},
"Scope" : String

YAML
Autoprovision: Boolean
Driver: String
DriverOpts:
Key : Value
Labels:
Key : Value
Scope: String

Properties
Autoprovision
이 값이 true인 경우 도커 볼륨이 아직 없으면 도커 볼륨이 생성됩니다.

Note
이 필드는 scope가 shared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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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river
사용할 도커 볼륨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값은 작업 배치에 사용되므로 도커에서 제공하는 드라이
버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도커 플러그인 CLI를 사용하여 드라이버를 설치했다면 docker plugin
ls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드라이버 이름을 가져옵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드라이버
를 설치했다면 도커 플러그인 검색을 사용하여 드라이버 이름을 가져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커 플러
그인 검색을 참조하십시오. 이 파라미터는 Docker Remote API의 볼륨 생성 단원의 Driver 및 docker
volume create에 대한 xxdriver 옵션에 매핑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riverOpts
전달되는 도커 드라이버 전용 옵션의 맵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Docker Remote API의 볼륨 생성 단원의
DriverOpts 및 docker volume create에 대한 xxopt 옵션에 매핑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abels
도커 볼륨에 추가할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Docker Remote API의 볼륨 생성 단
원의 Labels 및 docker volume create에 대한 xxlabel 옵션에 매핑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cope
수명 주기를 결정하는 도커 볼륨의 범위입니다. 범위가 task로 지정된 도커 볼륨은 작업이 시작될 때 자
동으로 프로비저닝되고, 작업이 중단되면 삭제됩니다. 범위가 shared로 지정된 도커 볼륨은 작업 중단
후에도 유지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hared | task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EFSVolumeConfiguration
이 파라미터는 작업 저장을 위해 Amazon Elastic File System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때 지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EFS 볼륨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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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uthorizationConfig" : AuthorizationConfig (p. 2828),
"FilesystemId" : String,
"RootDirectory" : String,
"TransitEncryption" : String,
"TransitEncryptionPort" : Integer

YAML
AuthorizationConfig:
AuthorizationConfig (p. 2828)
FilesystemId: String
RootDirectory: String
TransitEncryption: String
TransitEncryptionPort: Integer

Properties
AuthorizationConfig
Amazon E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권한 부여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thorizationConfig (p. 282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ilesystemId
사용할 Amazon EFS 파일 시스템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otDirectory
호스트 내의 루트 디렉터리로 탑재할 Amazon EFS 파일 시스템 내 디렉터리입니다. 이 파라미터가 생략
되면 Amazon EFS 볼륨의 루트가 사용됩니다. /을 지정하면 이 파라미터를 생략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가 있습니다.

Important
authorizationConfig에서 EFS 액세스 포인트를 지정하는 경우 루트 디렉터리 파라미터를
생략하거나 /로 설정하여 EFS 액세스 포인트에 설정된 경로를 적용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ransitEncryption
Amazon ECS 호스트와 Amazon EFS 서버 간에 전송 중인 Amazon EFS 데이터에 대해 암호화를 활성
화할지 여부입니다. Amazon EFS IAM 권한 부여를 사용하는 경우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를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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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이 파라미터가 누락되면 DISABLED의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File
System 사용 설명서의 전송 중인 데이터 암호화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ransitEncryptionPort
Amazon ECS 호스트와 Amazon EFS 서버 간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할 포트입니다.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 포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Amazon EFS 탑재 헬퍼가 사용하는 포트 선택 전략이 사용됩
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File System 사용 설명서의 EFS 탑재 헬퍼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EnvironmentFile
컨테이너로 전달할 환경 변수를 포함하는 파일 목록입니다. 최대 10개의 환경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
일의 확장명은 .env여야 합니다. 환경 파일의 각 줄에는 VARIABLE=VALUE 형식의 환경 변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으로 시작하는 줄은 주석으로 처리되며 무시됩니다. 환경 변수 파일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
일에서 기본 환경 변수 선언을 참조하십시오.
컨테이너 정의에서 environment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지정된 환경 변수가 있는 경우 환경 파일 내에 포
함된 변수보다 우선합니다. 동일한 변수를 포함하는 여러 환경 파일이 지정된 경우 위에서 아래로 처리됩니
다. 고유 변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
내서의 환경 변수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이 필드는 플랫폼 버전 1.4.0 이상을 사용하는 Fargate 작업 컨테이너에만 유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String,
"Value" : String

YAML
Typ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Type
사용할 파일 유형입니다. 지원되는 유일한 값은 s3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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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ue
환경 변수 파일을 포함하는 Amazon S3 객체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EphemeralStorage
작업에 할당할 휘발성 스토리지의 양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AWS Fargate에서 호스팅되는 태스크에 사용 가
능한 임시 스토리지의 총량을 기본 용량 이상으로 확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Fargate용
Amazon ECS 사용 설명서에서 Fargate 태스크 스토리지를 참조하세요.

Note
이 파라미터는 플랫폼 버전 1.4.0 이상을 사용하여 AWS Fargate에서 호스팅되는 태스크에 대해
서만 지원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izeInGiB" : Integer

YAML
SizeInGiB: Integer

Properties
SizeInGiB
작업에 대해 설정할 휘발성 스토리지의 총량(단위: GiB)입니다. 지원되는 최소 값은 21GiB이고 지원되
는 최대 값은 200GiB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FirelensConfiguration
컨테이너의 FireLens 구성입니다. 컨테이너 로그에 대한 로그 라우터를 지정하고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사용자 지정 로그 라우팅을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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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ptions" : {Key : Value, ...},
"Type" : String

YAML
Options:
Key : Value
Type: String

Properties
Options
로그 라우터를 구성할 때 사용할 옵션입니다. 이 필드는 선택 사항이며, 작업, 작업 정의, 클러스터 및 컨
테이너 인스턴스 세부 정보와 같은 추가 메타데이터를 로그 이벤트에 추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경우 유효한 옵션 키는 다음과 같습니다.
• enable-ecs-log-metadata(true 또는 false일 수 있음)입니다.
• config-file-type(s3 또는 file일 수 있음)입니다.
• config-file-value(S3 ARN 또는 파일 경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
사용할 로그 라우터입니다. 유효한 값은 fluentd 또는 fluentbit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luentbit | fluent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HealthCheck
HealthCheck 속성은 컨테이너 상태 검사를 나타내는 객체를 지정합니다. 컨테이너 정의에 지정된 상태 확
인 파라미터는 컨테이너 이미지(상위 이미지에 지정된 컨테이너 이미지 또는 이미지의 도커 파일에 있는 컨
테이너 이미지)에 존재하는 도커 상태 확인을 재정의합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상태 확인 지원에 대한 참고 사항입니다.
• 컨테이너 상태 확인을 위해서는 버전이 1.17.0 이상인 Amazon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Amazon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버전이 1.1.0 이상인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Fargate 작업에서 컨테이너 상태 검사가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Fargate 플랫폼 버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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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ic Load Balanc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서비스에 포함되는 작업일 때는 컨테이너 상태 검사가 지원
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mand" : [ String, ... ],
"Interval" : Integer,
"Retries" : Integer,
"StartPeriod" : Integer,
"Timeout" : Integer

YAML
Command:
- String
Interval: Integer
Retries: Integer
StartPeriod: Integer
Timeout: Integer

Properties
Command
상태가 정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컨테이너가 실행하는 명령을 나타내는 문자열 배열입니다. 명령
인수를 직접 실행하려면 문자열 배열이 CMD으로 시작해야 하고 컨테이너의 기본 셸에서 명령을 실행하
려면 CMD-SHELL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
[ "CMD-SHELL", "curl -f http://localhost/ || exit 1" ]
종료 코드 0은 성공을 나타내고, 0이 아닌 종료 코드는 실패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Docker 원격
API에서 컨테이너 생성 단원의 HealthCheck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terval
각 상태 확인 실행 간의 시간(초)입니다. 5초부터 300초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은 30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tries
컨테이너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간주되기 전에 실패한 상태 확인을 재시도하는 횟수입니다. 1부터 10까
지 재시도 횟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3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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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rtPeriod
실패한 상태 확인이 최대 재시도 횟수에 포함되기 전에 컨테이너에 부트스트랩 시간이 제공되는 유예 기
간 옵션입니다. 0초부터 300초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tartPeriod는 비활성화되어 있
습니다.

Note
상태 검사가 startPeriod 내에 성공한 경우 컨테이너는 정상으로 간주되고 모든 후속 실패는
최대 재시도 횟수에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imeout
실패로 간주되기 전에 상태 확인이 성공하기까지의 대기 시간(초)입니다. 2초부터 60초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5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HostEntry
HostEntry 속성은 ContainerDefinition 리소스의 extraHosts 파라미터를 통해 컨테이너의 /etc/
hosts 파일에 추가되는 호스트 이름 및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ostname" : String,
"IpAddress" : String

YAML
Hostname: String
IpAddress: String

Properties
Hostname
/etc/hosts 항목에 사용할 호스트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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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IpAddress
/etc/hosts 항목에 사용할 IP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HostVolumeProperties
HostVolumeProperties 속성은 컨테이너 인스턴스 바인드 마운트 호스트 볼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정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ourcePath" : String

YAML
SourcePath: String

Properties
SourcePath
host 파라미터가 사용되는 경우 sourcePath를 지정하여 컨테이너에 제시되는 호스트 컨테이너 인
스턴스 상의 경로를 선언합니다. 이 파라미터가 비어 있으면 Docker 데몬이 호스트 경로를 할당합니다.
host 파라미터에 sourcePath 파일 위치가 들어 있으면, 사용자가 수동으로 삭제하지 않는 한 데이터
볼륨이 호스트 컨테이너 인스턴스 상에 지정된 위치를 유지합니다. sourcePath 값이 호스트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없을 경우 도커 데몬이 해당 경로를 생성합니다. 해당 위치가 있을 경우 소스 경로 폴더의 콘
텐츠를 내보냅니다.
Fargate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sourcePath 파라미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InferenceAccelerator
Amazon Elastic Inference 액셀러레이터를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
발자 안내서의 Amazon ECS에서 Amazon Elastic Inference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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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DeviceName" : String,
"DeviceType" : String

YAML
DeviceName: String
DeviceType: String

Properties
DeviceName
Amazon Elastic Inference 액셀러레이터 디바이스 이름입니다. 또한 deviceName은 컨테이너 정의에서
ResourceRequirement로 참조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viceType
사용할 Amazon Elastic Inference 액셀러레이터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KernelCapabilities
KernelCapabilities 속성은 컨테이너에 대해 도커에서 제공하는 기본 구성에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Linux 기능을 지정합니다. 기본 기능 및 그 외 사용 가능한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커 실행 참조에서 런
타임 권한 및 Linux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Linux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pabilities(7) Linux 매뉴
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d" : [ String, ... ],
"Drop" : [ String, ... ]

YAML
Add:
- String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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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Properties
Add
컨테이너에 대해 도커에서 제공하는 기본 구성에 추가된 Linux 기능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CapAdd 및 docker run에 대한 --cap-add 옵션에 매핑됩니다.

Note
AWS Fargate에서 시작된 태스크는 SYS_PTRACE 커널 기능 추가만 지원합니다.
유효한 값: "ALL" | "AUDIT_CONTROL" | "AUDIT_WRITE" | "BLOCK_SUSPEND" |
"CHOWN" | "DAC_OVERRIDE" | "DAC_READ_SEARCH" | "FOWNER" | "FSETID"
| "IPC_LOCK" | "IPC_OWNER" | "KILL" | "LEASE" | "LINUX_IMMUTABLE" |
"MAC_ADMIN" | "MAC_OVERRIDE" | "MKNOD" | "NET_ADMIN" | "NET_BIND_SERVICE"
| "NET_BROADCAST" | "NET_RAW" | "SETFCAP" | "SETGID" | "SETPCAP" | "SETUID"
| "SYS_ADMIN" | "SYS_BOOT" | "SYS_CHROOT" | "SYS_MODULE" | "SYS_NICE" |
"SYS_PACCT" | "SYS_PTRACE" | "SYS_RAWIO" | "SYS_RESOURCE" | "SYS_TIME" |
"SYS_TTY_CONFIG" | "SYSLOG" | "WAKE_ALARM"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rop
컨테이너에 대해 도커에서 제공하는 기본 구성에서 제거된 Linux 기능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CapDrop 및 docker run에 대한 --cap-drop 옵션에 매핑됩니다.
유효한 값: "ALL" | "AUDIT_CONTROL" | "AUDIT_WRITE" | "BLOCK_SUSPEND" |
"CHOWN" | "DAC_OVERRIDE" | "DAC_READ_SEARCH" | "FOWNER" | "FSETID"
| "IPC_LOCK" | "IPC_OWNER" | "KILL" | "LEASE" | "LINUX_IMMUTABLE" |
"MAC_ADMIN" | "MAC_OVERRIDE" | "MKNOD" | "NET_ADMIN" | "NET_BIND_SERVICE"
| "NET_BROADCAST" | "NET_RAW" | "SETFCAP" | "SETGID" | "SETPCAP" | "SETUID"
| "SYS_ADMIN" | "SYS_BOOT" | "SYS_CHROOT" | "SYS_MODULE" | "SYS_NICE" |
"SYS_PACCT" | "SYS_PTRACE" | "SYS_RAWIO" | "SYS_RESOURCE" | "SYS_TIME" |
"SYS_TTY_CONFIG" | "SYSLOG" | "WAKE_ALARM"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KeyValuePair
KeyValuePair 속성은 키-값 페어 객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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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 String

YAML
Nam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Name
키-값 페어의 이름입니다. 환경 변수의 경우 환경 변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ue
키-값 페어의 값입니다. 환경 변수의 경우 환경 변수의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LinuxParameters
LinuxParameters 속성은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Linux용 옵션(예: Linux KernelCapabilities)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pabilities" : KernelCapabilities (p. 2854),
"Devices" : [ Device (p. 2844), ... ],
"InitProcessEnabled" : Boolean,
"MaxSwap" : Integer,
"SharedMemorySize" : Integer,
"Swappiness" : Integer,
"Tmpfs" : [ Tmpfs (p. 2868), ... ]

YAML
Capabilities:
KernelCapabilities (p. 2854)
Devices:
- Device (p. 2844)
InitProcessEnabled: Boolean
MaxSwap: Integer
SharedMemorySize: Integer
Swappiness: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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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fs:
- Tmpfs (p. 2868)

Properties
Capabilities
컨테이너에 대해 도커에서 제공하는 기본 구성에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Linux 기능.

Note
Fargate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capabilities는 모든 플랫폼 버전에서 지원되지
만 add 파라미터는 플랫폼 버전 1.4.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ernelCapabilities (p. 285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vices
컨테이너에 노출될 모든 호스트 디바이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Devices 및 docker run에 대한 --device 옵션에 매핑됩니다.

Note
Fargate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devices 파라미터가 지원되지 않습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vice (p. 2844)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itProcessEnabled
신호를 전달하고 프로세스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컨테이너 내에서 init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docker run에 대한 --init 옵션에 매핑됩니다.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려면 컨테이
너 인스턴스에서 도커 원격 API 버전 1.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도커 원격
API 버전을 확인하려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로그인한 후 sudo docker version --format
'{{.Server.APIVersion}}' 명령을 실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xSwap
컨테이너가 사용할 수있는 총 스왑 메모리 양(MiB) 이 파라미터는 docker run에 대한 --memory-swap
옵션으로 변환되고, 컨테이너 메모리의 합계에 maxSwap 값을 더한 값이 됩니다.
0의 maxSwap 값이 지정되면 컨테이너는 스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허용되는 값은 0 또는 양수입니다.
maxSwap 매개 변수를 생략하면 컨테이너는 실행 중인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대한 스왑 구성을 사용합니
다. swappiness 매개 변수를 사용하려면 maxSwap 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Note
Fargate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maxSwap 파라미터가 지원되지 않습
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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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haredMemorySize
/dev/shm 볼륨의 크기 값(MiB)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docker run에 대한 --shm-size 옵션에 매핑됩
니다.

Note
Fargate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sharedMemorySize 파라미터가 지
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wappiness
이를 통해 컨테이너의 메모리 스왑 동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0의 swappiness 값은 절대적으로 필요
한 경우가 아니면 스와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100의 swappiness 값은 페이지가 매우 적극적으
로 스와핑되도록 합니다. 허용되는 값은 0과 100 사이의 숫자입니다. swappiness 매개 변수를 지정하
지 않으면 60의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maxSwap 값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이 매개 변수는 무시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docker run에 대한 --memory-swappiness 옵션에 매핑됩니다.

Note
Fargate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swappiness 파라미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mpfs
컨테이너 경로, 마운트 옵션 및 tmpfs 마운트의 크기(MiB)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docker run에 대한 -tmpfs 옵션에 매핑됩니다.

Note
Fargate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tmpfs 파라미터가 지원되지 않습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Tmpfs (p. 2868) 목록 (p. 286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LogConfiguration
LogConfiguration 속성은 컨테이너의 사용자 지정 로그 드라이버에 전송하는 로그 구성 옵션을 지정합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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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LogDriver" : String,
"Options" : {Key : Value, ...},
"SecretOptions" : [ Secret (p. 2865), ... ]

YAML
LogDriver: String
Options:
Key : Value
SecretOptions:
- Secret (p. 2865)

Properties
LogDriver
컨테이너에 사용할 로드 드라이버입니다.
AWS Fargate의 태스크에 대해 지원되는 로그 드라이버는 awslogs, splunk 및 awsfirelens입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호스팅되는 작업의 경우 지원되는 로그 드라이버는 awslogs, fluentd,
gelf, json-file, journald, logentries,syslog, splunk 및 awsfirelens입니다.
awslogs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자세한 방법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wslogs 로그 드라이버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awsfirelens 로그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자세한 방법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
내서의 사용자 지정 로그 라우팅을 참조하십시오.

Note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용자 지정 드라이버가 있는 경우, GitHub에서 사용 가능한 Amazon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 프로젝트를 포킹하여 해당 드라이버와 함께 작동하도록 사용자 지정
할 수 있습니다. 포함하고 싶은 변경에 대해서는 풀 요청을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단, 현재 이
소프트웨어의 수정된 사본 실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wsfirelens | awslogs | fluentd | gelf | journald | json-file |
splunk | syslog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ptions
로그 드라이버로 보낼 구성 옵션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려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도커 원격
API 버전 1.19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도커 원격 API 버전을 확인하려면, 컨테이
너 인스턴스에 로그인한 후 sudo docker version --format '{{.Server.APIVersion}}' 명
령을 실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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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Options
로그 구성에 전달할 암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중요한 데이터 지정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Secret (p. 2865)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MountPoint
MountPoint 속성은 컨테이너 정의에 사용되는 볼륨 탑재 지점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ainerPath" : String,
"ReadOnly" : Boolean,
"SourceVolume" : String

YAML
ContainerPath: String
ReadOnly: Boolean
SourceVolume: String

Properties
ContainerPath
호스트 볼륨을 탑재할 컨테이너의 경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adOnly
이 값이 true일 경우 컨테이너에는 볼륨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가 부여됩니다. 이 값이 false일 경우
컨테이너는 볼륨에 쓸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Volume
탑재할 볼륨의 이름입니다. 작업 정의 volume의 name 파라미터에 참조된 볼륨 이름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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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PortMapping
PortMapping 속성은 포트 매핑을 지정합니다. 포트 매핑은 컨테이너가 호스트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포트
에 액세스하여 트래픽을 송수신하도록 허용합니다. 포트 매핑은 컨테이너 정의의 일부로 지정됩니다.
awsvpc 또는 host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여 작업에 컨테이너를 사용할 경우, containerPort을 사용하
여 퍼블릭 포트를 지정해야 합니다. hostPort는 빈 칸으로 둘 수 있습니다. 아니면 containerPort와 같
은 값이어야 합니다.
작업이 RUNNING 상태가 되면 DescribeTasks API 응답의 networkBindings 섹션에 수동 및 자동 호스트/
컨테이너 포트 할당이 표시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ainerPort" : Integer,
"HostPort" : Integer,
"Protocol" : String

YAML
ContainerPort: Integer
HostPort: Integer
Protocol: String

Properties
ContainerPort
사용자 지정 또는 자동 할당된 호스트 포트에 바인딩되는 컨테이너 포트 번호입니다.
awsvpc 또는 host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여 작업에 컨테이너를 사용할 경우, containerPort을 사
용하여 퍼블릭 포트를 지정해야 합니다.
bridge 네트워크 모드로 작업의 컨테이너를 사용할 경우 컨테이너 포트는 지정하고 호스트 포트는 지
정하지 않으면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임시 포트 범위에서 호스트 포트를 할당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ostPort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자동 할당된 포트 매핑은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예약 포트 제한
100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HostPort
컨테이너용으로 예약할 컨테이너 인스턴스 포트 번호입니다.
작업에서 awsvpc 또는 host 네트워크 모드로 컨테이너를 사용할 경우 hostPort를 비워 두거나,
containerPort와 동일한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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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서 bridge 네트워크 모드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컨테이너 포트 매핑에 예약되지 않은 호
스트 포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hostPort를 지정하고 containerPort는 생략(또는 0으로 설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컨테이너 인스턴스 운영 체제 및 도커 버전의 임시 포
트 범위에서 포트를 할당받습니다.
도커 버전 1.6.0 이상의 기본 휘발성 포트 범위는 인스턴스의 /proc/sys/net/ipv4/
ip_local_port_range에 나열됩니다. 이 커널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기본 휘발성 포트 범
위 49153-65535가 사용됩니다. 임시 포트 범위는 자동 할당을 위해 예약된 것이므로 여기에서 호스트
포트를 지정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32768 미만의 포트는 임시 포트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Note
1.6.0 이전의 도커 버전에는 기본 임시 포트 범위 49153-65535가 항상 사용됩니다.
기본 예약 포트는 SSH용 22, 도커 포트 2375 및 2376, Amazon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 포트
51678-51680입니다. 이미 실행 작업에 지정된 호스트 포트도 해당 작업이 실행되는 동안 예약됩니
다(작업이 중지하면 호스트 포트가 해제됨). 현재 예약된 포트는 DescribeContainerInstances 출력의
remainingResources에 표시됩니다. 하나의 컨테이너 인스턴스는 한 번에 최대 100개의 예약 포트
(기본 예약 포트 포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동 할당된 포트는 예약 포트 제한 100개에 포함되지 않습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tocol
포트 매핑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유효한 값은 tcp 및 udp입니다. 기본값은 tcp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tcp | udp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ProxyConfiguration
ProxyConfiguration 속성은 App Mesh 프록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EC2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프록시 구성을 사용하려면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컨테이너 에이전
트 버전 1.26.0 이상과 ecs-init 패키지의 버전 1.26.0-1 이상이 필요합니다. 컨테이너 인스턴스가 Amazon
ECS 최적화 AMI 버전 20190301 이상에서 시작된 경우 필요한 버전의 컨테이너 에이전트 및 ecs-ini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Amazon ECS 최적
화 Linux AMI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Fargate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또는 서비스에 플랫폼 버전 1.3.0 이상이 필요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ontainerName" : String,
"ProxyConfigurationProperties" : [ KeyValuePair (p. 28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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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String

YAML
ContainerName: String
ProxyConfigurationProperties:
- KeyValuePair (p. 2855)
Type: String

Properties
ContainerName
App Mesh 프록시로 사용할 컨테이너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xyConfigurationProperties
키-값 페어로 지정된 CNI(Container Network Interface) 플러그인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구성 파라미터
세트입니다.
• IgnoredUID - (필수) 컨테이너 정의의 user 파라미터에 정의된 프록시 컨테이너의 사용자 ID(UID)
입니다. 프록시가 트래픽을 무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IgnoredGID를 지정한 경우 이 필드를 비워둘
수 있습니다.
• IgnoredGID - (필수) 컨테이너 정의의 user 파라미터에 정의된 프록시 컨테이너의 그룹 ID(GID)입
니다. 프록시가 트래픽을 무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IgnoredUID를 지정한 경우 이 필드를 비워둘 수
있습니다.
• AppPorts - (필수)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포트 목록입니다. 이러한 포트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
은 ProxyIngressPort 및 ProxyEgressPort로 전달됩니다.
• ProxyIngressPort - (필수) AppPorts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보낼 포트를 지정합니다.
• ProxyEgressPort - (필수) AppPorts에서 나가는 트래픽을 보낼 포트를 지정합니다.
• EgressIgnoredPorts - (필수) 지정된 포트로 가는 송신 트래픽은 무시되고 ProxyEgressPort로
리디렉션되지 않습니다. 값은 빈 목록일 수 있습니다.
• EgressIgnoredIPs - (필수) 지정된 IP 주소로 가는 송신 트래픽은 무시되고 ProxyEgressPort로
리디렉션되지 않습니다. 값은 빈 목록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eyValuePair (p. 2855)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
프록시 유형입니다. 지원되는 유일한 값은 APPMESH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PPMESH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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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S::TaskDefinition RepositoryCredentials
RepositoryCredentials 속성은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인증에 대한 리포지토리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redentialsParameter" : String

YAML
CredentialsParameter: String

Properties
CredentialsParameter
프라이빗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이 포함된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Note
Amazon ECS API, AWS CLI 또는 AWS SDK를 사용하는 경우 시작하는 태스크와 같은 리전에
보안 암호가 있으면 보안 암호의 전체 ARN 또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관리 콘솔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안 암호의 전체 ARN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ResourceRequirement
ResourceRequirement 속성은 사용하여 컨테이너에 할당할 리소스의 유형 및 양을 지정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리소스는 GPU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Amazon ECS의 GPU 작업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String,
"Value" : String

YAML
Type: String
Valu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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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Type
컨테이너에 할당할 리소스 유형입니다. 지원되는 값은 GPU 또는 InferenceAccelerator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PU | InferenceAccelerator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ue
지정된 리소스 유형의 값입니다.
GPU 유형이 사용되는 경우 이 값은 Amazon ECS 컨테이너 에이전트가 컨테이너에 대해 예약하는 실제
GPUs의 수입니다. 작업의 모든 컨테이너에 예약된 GPU 수가 작업이 실행되는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GPU 수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InferenceAccelerator 유형이 사용되는 경우, value는 작업 정의에 지정된
InferenceAccelerator에서 DeviceName과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Secret
Secret 속성은 컨테이너에 공개할 암호를 나타내는 객체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중요한 데이터 지정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From" : String

YAML
Name: String
ValueFrom: String

Properties
Name
암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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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ueFrom
컨테이너에 노출될 암호입니다. 지원되는 값은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의 전체 ARN 또는
SSM Parameter Store 내 파라미터의 전체 ARN입니다.

Note
SSM Parameter Store 파라미터가 시작하는 태스크와 동일한 리전에 있는 경우 해당 파라미터
의 전체 ARN 또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다른 리전에 있다면 전체 ARN을 지
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SystemControl
컨테이너에서 설정할 네임스페이스 커널 파라미터의 목록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도커 원격 API의 컨테이너
생성 섹션에 있는 Sysctls 및 도커 실행에 대한 --sysctl 옵션에 매핑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awsvpc 또는 host 네트워크 모드도 사용하는 단일 작업에서 여러 컨테이너에 네트워크
관련 systemControls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awsvpc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컨테이너에 systemControls을 설정할 경우 작업의 모
든 컨테이너에 적용됩니다. 단일 작업의 여러 컨테이너에 서로 다른 systemControls을 설정할 경우 마
지막으로 시작되는 컨테이너에 따라 적용될 systemControls이 결정됩니다.
• host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는 작업은 systemControls 파라미터가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커널 파라미
터뿐만 아니라 해당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작업의 모든 컨테이너의 커널 파라미터에도 적용됩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space" : String,
"Value" : String

YAML
Namespac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Namespace
value을 설정할 네임스페이스 커널 파라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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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ue
namespace에서 지정되는 네임스페이스 커널 파라미터의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TaskDefinitionPlacementConstraint
TaskDefinitionPlacementConstraint 속성은 작업 정의의 작업 배치에 대한 제약을 나타내는 객체를
지정합니다.
Fargate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 배치 제약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작업 배치 제약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pression" : String,
"Type" : String

YAML
Expression: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Expression
제약에 적용할 클러스터 쿼리 언어 표현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
발자 안내서에서 클러스터 쿼리 언어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
제약의 유형입니다. MemberOf 제약은 유효한 후보 그룹에서만 선택하도록 제한합니다.
Required: 예
API 버전 2010-05-15
286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CS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emberOf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Tmpfs
Tmpfs 속성은 컨테이너 경로, 마운트 옵션 및 tmpfs 마운트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ainerPath" : String,
"MountOptions" : [ String, ... ],
"Size" : Integer

YAML
ContainerPath: String
MountOptions:
- String
Size: Integer

Properties
ContainerPath
tmpfs 볼륨을 마운트할 절대 파일 경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untOptions
tmpfs 볼륨 마운트 옵션의 목록.
유효한 값: "defaults" | "ro" | "rw" | "suid" | "nosuid" | "dev" | "nodev"
| "exec" | "noexec" | "sync" | "async" | "dirsync" | "remount" | "mand"
| "nomand" | "atime" | "noatime" | "diratime" | "nodiratime" | "bind" |
"rbind" | "unbindable" | "runbindable" | "private" | "rprivate" | "shared"
| "rshared" | "slave" | "rslave" | "relatime" | "norelatime" | "strictatime"
| "nostrictatime" | "mode" | "uid" | "gid" | "nr_inodes" | "nr_blocks" |
"mpol"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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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tmpfs 볼륨의 최대 크기(MiB) 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Ulimit
Ulimit 속성은 컨테이너에 전달할 ulimit 설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ardLimit" : Integer,
"Name" : String,
"SoftLimit" : Integer

YAML
HardLimit: Integer
Name: String
SoftLimit: Integer

Properties
HardLimit
ulimit 유형의 하드 제한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ulimit의 type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re | cpu | data | fsize | locks | memlock | msgqueue | nice |
nofile | nproc | rss | rtprio | rttime | sigpending | stack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ftLimit
ulimit 유형의 소프트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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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Volume
Volume 속성은 작업 정의에 사용되는 데이터 볼륨을 지정합니다. Docker 볼륨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DockerVolumeConfiguration을 지정합니다. 바인드 탑재 호스트 볼륨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host와
sourcePath(옵션)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업의 데이터 볼륨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ockerVolumeConfiguration" : DockerVolumeConfiguration (p. 2845),
"EFSVolumeConfiguration" : EFSVolumeConfiguration (p. 2846),
"Host" : HostVolumeProperties (p. 2853),
"Name" : String

YAML
DockerVolumeConfiguration:
DockerVolumeConfiguration (p. 2845)
EFSVolumeConfiguration:
EFSVolumeConfiguration (p. 2846)
Host:
HostVolumeProperties (p. 2853)
Name: String

Properties
DockerVolumeConfiguration
이 파라미터는 도커 볼륨을 사용할 때 지정됩니다.
Windows 컨테이너는 local 드라이버의 사용만 지원합니다. 바인드 탑재를 사용하려면 host 파라미터
를 대신 지정하십시오.

Note
도커 볼륨은 AWS Fargate에서 실행되는 태스크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ckerVolumeConfiguration (p. 284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FSVolumeConfiguration
이 파라미터는 작업 저장을 위해 Amazon Elastic File System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때 지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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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EFSVolumeConfiguration (p. 284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Host
이 파라미터는 바인드 마운트 호스트 볼륨을 사용할 때 지정됩니다. host 파라미터의 내용에 따라 바인
드 마운트 호스트 볼륨이 호스트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유지될지 여부와 저장되는 위치가 결정됩니다.
host 파라미터가 비어 있으면 도커 데몬이 데이터 볼륨의 호스트 경로를 할당합니다. 그러나 연결된 컨
테이너의 실행이 중지된 후에는 데이터 유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Windows 컨테이너는 전체 디렉터리를 동일한 드라이브에 $env:ProgramData로 마운트할 수 있습니
다. Windows 컨테이너는 디렉터리를 다른 드라이브에 마운트할 수 없으며, 마운트 지점이 여러 드라이
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C:\my\path:C:\my\path와 D:\:D:\는 마운트할 수 있지만 D:
\my\path:C:\my\path 또는 D:\:C:\my\path는 마운트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ostVolumeProperties (p. 285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볼륨의 이름입니다. 최대 255자(대문자 및 소문자), 숫자, 밑줄 및 하이픈이 허용됩니다. 이 이름은 컨테
이너 정의 sourceVolume의 mountPoints 파라미터에서 참조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Definition VolumeFrom
VolumeFrom 속성은 동일한 작업 정의에 있는 다른 컨테이너의 데이터 볼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adOnly" : Boolean,
"SourceContainer" : String

YAML
ReadOnly: Boolean
SourceContainer: String

Properties
ReadOnly
이 값이 true일 경우 컨테이너에는 볼륨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가 부여됩니다. 이 값이 false일 경우
컨테이너는 볼륨에 쓸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은 fal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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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Container
볼륨을 마운트할 동일한 작업 정의 내의 다른 컨테이너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Set
지정된 클러스터 및 서비스에서 작업 세트를 생성합니다. 서비스에서 EXTERNAL 배포 컨트롤러 유형을 사용
할 때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ECS 배포 유
형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CS::TaskSet",
"Properties" : {
"Cluster" : String,
"ExternalId" : String,
"LaunchType" : String,
"LoadBalancers" : [ LoadBalancer (p. 2876), ... ],
"NetworkConfiguration" : NetworkConfiguration (p. 2877),
"PlatformVersion" : String,
"Scale" : Scale (p. 2878),
"Service" : String,
"ServiceRegistries" : [ ServiceRegistry (p. 2879), ... ],
"TaskDefinition" : String
}

YAML
Type: AWS::ECS::TaskSet
Properties:
Cluster: String
ExternalId: String
LaunchType: String
LoadBalancers:
- LoadBalancer (p. 2876)
NetworkConfiguration:
NetworkConfiguration (p. 2877)
PlatformVersion: String
Scale:
Scale (p. 2878)
Service: String
ServiceRegi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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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Registry (p. 2879)
TaskDefinition: String

Properties
Cluster
작업 세트를 생성하기 위해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클러스터의 약식 이름 또는 전체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ternalId
외부 시스템에서 이 작업 세트를 식별하는 고유하지 않은 선택적 태그입니다. 태스크 세트가 서비스
검색 레지스트리에 연결된 경우, 이 태스크 세트의 태스크에서 ECS_TASK_SET_EXTERNAL_ID AWS
Cloud Map 속성이 제공된 값으로 설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aunchType
작업 세트의 새 작업에서 사용할 시작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
발자 안내서에서 Amazon ECS 시작 유형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launchType가 지정된 경우 capacityProviderStrategy 파라미터를 생략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C2 | EXTERNAL | FARGAT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adBalancers
작업 세트와 함께 사용할 로드 밸런서를 나타내는 로드 밸런서 객체입니다. 지원되는 로드 밸런서 유형
은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또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adBalancer (p. 2876)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etworkConfiguration
작업 세트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etworkConfiguration (p. 287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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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Version
작업 세트의 작업에서 사용해야 하는 플랫폼 버전입니다. 플랫폼 버전은 Fargate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에만 지정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LATEST 플랫폼 버전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cale
작업 세트에 배치하고 실행하려는 작업 수의 부동 소수점 백분율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조정 (p. 28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
작업 세트를 생성할 서비스의 약식 이름 또는 전체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rviceRegistries
이 작업 세트에 할당할 서비스 검색 레지스트리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검색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ServiceRegistry (p. 2879)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skDefinition
사용할 작업 세트의 작업에 대한 작업 정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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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Id
작업 세트의 ID입니다.

AWS::ECS::TaskSet AwsVpcConfiguration
작업에 대한 네트워킹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ssignPublicIp" : String,
"SecurityGroups" : [ String, ... ],
"Subnets" : [ String, ... ]

YAML
AssignPublicIp: String
SecurityGroups:
- String
Subnets:
- String

Properties
AssignPublicIp
작업의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퍼블릭 IP 주소를 수신하는지 여부입니다. 기본값은
DISABLE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urityGroups
태스크 또는 서비스와 연결된 보안 그룹의 ID입니다. 보안 그룹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VPC에 대해 기본
설정된 보안 그룹이 사용됩니다. AwsVpcConfiguration당 지정할 수 있는 보안 그룹의 한도는 5개입
니다.

Note
지정된 모든 보안 그룹은 동일한 VPC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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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nets
태스크 또는 서비스와 연결된 서브넷의 ID입니다. AwsVpcConfiguration당 지정할 수 있는 서브넷의
한도는 16개입니다.

Note
지정된 모든 서브넷은 동일한 VPC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Set LoadBalancer
작업 세트와 함께 사용할 로드 밸런서(들)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ainerName" : String,
"ContainerPort" : Integer,
"LoadBalancerName" : String,
"TargetGroupArn" : String

YAML
ContainerName: String
ContainerPort: Integer
LoadBalancerName: String
TargetGroupArn: String

Properties
ContainerName
로드 밸런서와 연결할 컨테이너의 이름(컨테이너 정의 내 이름과 동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tainerPort
로드 밸런서와 연결할 컨테이너의 포트입니다. 이 포트는 서비스 내 작업이 사용하는 작업 정의의
containerPort와 일치해야 합니다. EC2 시작 유형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작업이 시작된 컨테
이너 인스턴스가 포트 매핑의 hostPort에서 수신 트래픽을 허용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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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adBalancerName
Amazon ECS 서비스 또는 작업 세트와 연결할 로드 밸런서의 이름입니다.
로드 밸런서 이름은 Classic Load Balancer를 사용할 때만 지정됩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 또는
Network Load Balancer를 사용하는 경우 로드 밸런서 이름 파라미터를 생략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rgetGroupArn
서비스 또는 작업 세트와 연결된 Elastic Load Balancing 대상 그룹(들)의 전체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대상 그룹 ARN은 Application Load Balancer 또는 Network Load Balancer를 사용할 때만 지정됩니다.
Classic Load Balancer를 사용하는 경우 대상 그룹 ARN을 생략해야 합니다.
ECS 배포 컨트롤러를 사용 중인 서비스의 경우, 하나 이상의 대상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서비스에 여러 대상 그룹 등록을 참조하십시
오.
CODE_DEPLOY 배포 컨트롤러를 사용 중인 서비스의 경우, 로드 밸런서에 대해 두 개의 대상 그룹을 정
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CodeDeploy를 사용
한 블루/그린 배포를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서비스의 작업 정의가 awsvpc 네트워크 모드(Fargate 시작 유형에 필수)를 사용할 경우, 대상
그룹을 생성할 때 대상 유형으로 instance가 아닌 ip를 선택해야 합니다. awsvpc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는 작업은 Amazon EC2 인스턴스가 아닌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결되
기 때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Set NetworkConfiguration
작업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wsVpcConfiguration" : AwsVpcConfiguration (p. 2875)

YAML
AwsVpc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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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VpcConfiguration (p. 2875)

Properties
AwsVpcConfiguration
작업과 연결된 VPC 서브넷 및 보안 그룹.

Note
지정된 모든 서브넷과 보안 그룹은 동일한 VPC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wsVpcConfiguration (p. 287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CS::TaskSet Scale
작업 세트에 배치하고 실행하려는 작업 수의 부동 소수점 백분율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Unit" : String,
"Value" : Double

YAML
Unit: String
Value: Double

Properties
Unit
배율 값의 측정 단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PERCE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작업 세트를 조정하기 위해 서비스의 desiredCount에 대한 총 백분율로 지정된 값입니다. 허용되는
값은 0과 100 사이의 숫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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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CS::TaskSet ServiceRegistry
서비스 레지스트리의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ainerName" : String,
"ContainerPort" : Integer,
"Port" : Integer,
"RegistryArn" : String

YAML
ContainerName: String
ContainerPort: Integer
Port: Integer
RegistryArn: String

Properties
ContainerName
서비스 검색 서비스에 사용할, 작업 정의에 이미 지정된 컨테이너 이름 값입니다. 서비스 작업이 지정하
는 작업 정의가 bridge 또는 host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 정의에서 containerName
및 containerPort 조합을 지정해야 합니다. 서비스 작업이 지정하는 작업 정의가 awsvpc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고 유형 SRV DNS 레코드가 사용되는 경우, containerName 및 containerPort 조합
또는 port 값 중 하나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tainerPort
서비스 검색 서비스에 사용할, 작업 정의에 이미 지정된 포트 값입니다. 서비스 작업이 지정하는 작
업 정의가 bridge 또는 host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 정의에서 containerName 및
containerPort 조합을 지정해야 합니다. 서비스 작업이 지정하는 작업 정의가 awsvpc 네트워크 모
드를 사용하고 유형 SRV DNS 레코드가 사용되는 경우, containerName 및 containerPort 조합 또
는 port 값 중 하나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rt
서비스 복구 서비스에서 SRV 레코드를 지정한 경우 사용되는 포트 값입니다. awsvpc 네트워크 모드와
SRV 레코드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이 필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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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gistryArn
서비스 레지스트리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서비스 레지스트리는 AWS
Cloud Ma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reateService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mazon Elastic File System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EFS::AccessPoint (p. 2880)
• AWS::EFS::FileSystem (p. 2887)
• AWS::EFS::MountTarget (p. 2902)

AWS::EFS::AccessPoint
AWS::EFS::AccessPoint 리소스는 EFS 액세스 포인트를 만듭니다. 액세스 포인트는 운영 체제 사용자
및 그룹 및 파일 시스템 경로를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파일 시스템 요청에 적용하는 EFS 파
일 시스템에 대한 애플리케이션별 보기입니다. 운영 체제 사용자 및 그룹은 NFS 클라이언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격 증명 정보를 재정의합니다. 파일 시스템 경로는 액세스 포인트의 루트 디렉터리로 노출됩니다. 액
세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자체 디렉터리 및 해당 하위 디렉터리의 데이터에만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FS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 탑재를 참조하세요.
이 작업에는 elasticfilesystem:CreateAccessPoint 작업에 대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FS::AccessPoint",
"Properties" : {
"AccessPointTags" : [ AccessPointTag (p. 2883), ... ],
"ClientToken" : String,
"FileSystemId" : String,
"PosixUser" : PosixUser (p. 2885),
"RootDirectory" : RootDirectory (p. 2886)
}

YAML
Type: AWS::EFS::AccessPoint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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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PointTags:
- AccessPointTag (p. 2883)
ClientToken: String
FileSystemId: String
PosixUser:
PosixUser (p. 2885)
RootDirectory:
RootDirectory (p. 2886)

Properties
AccessPoint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AccessPointTag (p. 288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Token
멱등성 생성을 보장하기 위해 요청에 지정된 불투명한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ileSystemId
액세스 포인트가 적용되는 EFS 파일 시스템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28
Pattern: ^(arn:aws[-a-z]*:elasticfilesystem:[0-9a-z-:]+:file-system/fs-[0-9af]{8,40}|fs-[0-9a-f]{8,4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sixUser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NFS 클라이언트가 수행하는 모든 파일 작업에 사용되는 액세스 포인트에서
사용자 ID, 그룹 ID 및 보조 그룹 ID를 포함한 전체 POSIX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osixUser (p. 288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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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Directory
액세스 포인트가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NFS 클라이언트에 루트 디렉터리로 노출하는 Amazon
EFS 파일 시스템의 디렉터리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ootDirectory (p. 288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ID입니다. 예:
{"Ref":"fsap-0123456789abcdef0"}를 선택하십시오.
Ref는 액세스 포인트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ccessPointId
EFS 액세스 포인트의 ID입니다.
Arn
액세스 포인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제
E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포인트 선언
다음 예제에서는 EFS 파일 시스템과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를 선언합니다. EC2 인스턴스에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FS 사용 설명서의 파일 시스템 마운트를 참조하십시오.

JSON
"AccessPointResource": {
"Type": "AWS::EFS::AccessPoint",
"Properties": {
"FileSystemId": {
"Ref": "FileSystemResource"
},
"PosixUser": {
"Uid": "13234",
"Gid": "1322",
"SecondaryGids": [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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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452"

},
"RootDirectory": {
"CreationInfo": {
"OwnerGid": "708798",
"OwnerUid": "7987987",
"Permissions": "0755"
},
"Path": "/testcfn/abc"
}

YAML
AccessPointResource:
Type: 'AWS::EFS::AccessPoint'
Properties:
FileSystemId: !Ref FileSystemResource
PosixUser:
Uid: "13234"
Gid: "1322"
SecondaryGids:
- "1344"
- "1452"
RootDirectory:
CreationInfo:
OwnerGid: "708798"
OwnerUid: "7987987"
Permissions: "0755"
Path: "/testcfn/abc"

참고 항목
• Amazon EFS: 작동 방식.
• Amazon EFS 사용 설명서의 Amazon EFS 액세스 포인트 작업.

AWS::EFS::AccessPoint AccessPointTag
태그는 파일 시스템에 연결된 키-값 페어입니다. Key 및 Value 속성에 허용되는 문자는 문자, 공백 및
UTF-8로 표시할 수 있는 숫자와 + - = . _ : / 문자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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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String

Properties
Key
태그 키(문자열)입니다. 키는 aws: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A]{1}[wW]{1}[sS]{1}:)([\p{L}\p{Z}\p{N}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태그 키의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p{L}\p{Z}\p{N}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FS::AccessPoint CreationInfo
지정된 RootDirectory > Path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필요합니다. 액세스 포인트의 RootDirectory
> Path에 적용할 POSIX ID 및 권한을 지정합니다. 액세스 포인트 루트 디렉터리가 없는 경우 클라이언트
가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할 때 EFS는 이러한 설정을 사용하여 액세스 포인트 루트 디렉터리를 만듭니다.
CreationInfo를 지정할 때 모든 속성에 대한 값을 포함해야 합니다.
Amazon EFS는 사용자가 CreationInfo (OwNuID, ownGID 및 디렉터리에 대한 권한) 를 제공한 경우에만 루
트 디렉터리를 생성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Amazon EFS는 루트 디렉토리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루트 디렉토리가 없으면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마운트 시도가 실패합니다.

Important
CreationInfo를 지정하지 않고 지정된 RootDirectory가 없는 경우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려는 시도가 실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wnerGid" : String,
"OwnerUid" : String,
"Permission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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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OwnerGid: String
OwnerUid: String
Permissions: String

Properties
OwnerGid
RootDirectory에 적용할 POSIX 그룹 ID를 지정합니다. 0에서 2^32 사이의 값을 허용합니다
(4294967295).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wnerUid
RootDirectory에 적용할 POSIX 사용자 ID를 지정합니다. 0에서 2^32 사이의 값을 허용합니다
(4294967295).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ermissions
RootDirectory에 적용할 POSIX 권한을 파일의 모드 비트를 나타내는 8진수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4
Pattern: ^[0-7]{3,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FS::AccessPoint PosixUser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NFS 클라이언트가 수행하는 모든 파일 시스템 작업에 사용되는 액세스 포인트에
서 사용자 ID, 그룹 ID 및 보조 그룹 ID를 포함한 전체 POSIX ID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Gid" : String,
"SecondaryGids" : [ String, ... ],
"U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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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Gid: String
SecondaryGids:
- String
Uid: String

Properties
Gid
이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모든 파일 시스템 작업에 사용되는 POSIX 그룹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ondaryGids
이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모든 파일 시스템 작업에 사용되는 보조 POSIX 그룹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id
이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모든 파일 시스템 작업에 사용되는 POSIX 사용자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FS::AccessPoint RootDirectory
액세스 포인트가 액세스를 제공하는 Amazon EFS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액세스 포인트는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지정된 파일 시스템 경로를 파일 시스템의 루트 디렉토리로 노출
합니다.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NFS 클라이언트는 액세스 포인트의 RootDirectory 및 하위 디렉터리
에 있는 데이터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reationInfo" : CreationInfo (p. 2884),
"Path"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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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CreationInfo:
CreationInfo (p. 2884)
Path: String

Properties
CreationInfo
(선택 사항) 액세스 포인트의 RootDirectory에 적용할 POSIX ID 및 권한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RootDirectory > Path가 없으면 클라이언트가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할 때 EFS는 CreationInfo
설정을 사용하여 루트 디렉터리를 만듭니다. CreationInfo를 지정할 때 모든 속성에 대한 값을 제공
해야 합니다.

Important
CreationInfo를 지정하지 않고 지정된 RootDirectory > Path가 없는 경우 액세스 포인
트를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려는 시도가 실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reationInfo (p. 288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th
EFS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하기 위해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NFS 클라이언트에 루트 디렉터리로 표
시할 EFS 파일 시스템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경로에는 최대 4개의 하위 디렉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경로가 없는 경우 CreationInfo를 제공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n]+){1,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FS::FileSystem
AWS::EFS::FileSystem 리소스는 Amazon Elastic File System(Amazon EFS)에서 빈 파일 시스템을 새로
생성합니다. EFS 파일 시스템을 Amazon EC2 또는 다른 AWS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에 탑재하려면 탑재
대상(AWS::EFS::MountTarget)을 생성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FS::FileSystem",
"Proper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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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vailabilityZoneName" : String,
"BackupPolicy" : BackupPolicy (p. 2900),
"BypassPolicyLockoutSafetyCheck" : Boolean,
"Encrypted" : Boolean,
"FileSystemPolicy" : Json,
"FileSystemTags" : [ ElasticFileSystemTag (p. 2901), ... ],
"KmsKeyId" : String,
"LifecyclePolicies" : [ LifecyclePolicy (p. 2902), ... ],
"PerformanceMode" : String,
"ProvisionedThroughputInMibps" : Double,
"ThroughputMode" : String

YAML
Type: AWS::EFS::FileSystem
Properties:
AvailabilityZoneName: String
BackupPolicy:
BackupPolicy (p. 2900)
BypassPolicyLockoutSafetyCheck: Boolean
Encrypted: Boolean
FileSystemPolicy: Json
FileSystemTags:
- ElasticFileSystemTag (p. 2901)
KmsKeyId: String
LifecyclePolicies:
- LifecyclePolicy (p. 2902)
PerformanceMode: String
ProvisionedThroughputInMibps: Double
ThroughputMode: String

Properties
AvailabilityZoneName
One Zone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일 시스템을 생성할
AWS 가용 영역을 지정합니다. us-east-1a 형식을 사용하여 가용 영역을 지정합니다. One Zone 스토
리지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FS 사용 설명서에서 EFS 스토리지 클래스 사용을 참조하
세요.

Note
Amazon EFS를 사용할 수 있는 AWS 리전의 일부 가용 영역에서는 One Zone 스토리지 클래스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ackupPolicy
파일 시스템에 대한 자동 백업을 설정하거나 해제하려면 BackupPolicy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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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BackupPolicy (p. 29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ypassPolicyLockoutSafetyCheck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ed
true인 경우 암호화된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부울 값입니다. 암호화된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경우 기
존 AWS KMS key에 대한 KMSKeyID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KMS key를 지정하지 않으면 Amazon EFS
의 기본 KMS key인 /aws/elasticfilesystem이 암호화된 파일 시스템의 보호에 사용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ileSystemPolicy
EFS 파일 시스템의 경우 FileSystemPolicy입니다. 파일 시스템 정책은 E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NFS 액세스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IAM 리소스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FS 사용 설명
서에서 IAM을 사용하여 Amazon EFS에 대한 NFS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최소: 1
Maximum: 20000
Pattern: [\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SystemTags
파일 시스템에 연결된 하나 이상의 태그를 생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값 페어입니다. 생성 시 "Key":"Name","Value":"{value}" 키-값 페어를 포함시켜 파일 시스템 이
름을 지정합니다. 각 키는 고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일반 참조 가이드에서 AWS 리소스 태
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ElasticFileSystemTag (p. 290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KeyId
암호화된 파일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AWS KMS key의 ID입니다. 기본값이 아닌 KMS key를 사
용할 경우에만 이 파라미터가 필수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Amazon EFS의 기본 KMS
key가 사용됩니다. 이 ID는 다음 형식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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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ID - 키의 고유 식별자(예: 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입니다.
• ARN - 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kms:uswe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 키 별칭 - 키에 대해 이전에 생성된 표시 이름(예: alias/projectKey1)입니다.
• 키 별칭 ARN - 키 별칭의 ARN입니다(예: arn:aws:kms:us-west-2:444455556666:alias/
projectKey1).
KmsKeyId이 지정된 경우 Encrypted 파라미터는 true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48
Pattern: ^([0-9a-f]{8}-[0-9a-f]{4}-[0-9a-f]{4}-[0-9a-f]{4}-[0-9a-f]{12}|mrk[0-9a-f]{32}|alias/[a-zA-Z0-9/_-]+|(arn:aws[-a-z]*:kms:[a-z0-9-]+:\d{12}:
((key/[0-9a-f]{8}-[0-9a-f]{4}-[0-9a-f]{4}-[0-9a-f]{4}-[0-9a-f]{12})|(key/
mrk-[0-9a-f]{32})|(alias/[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ifecyclePolicies
EFS 수명 주기 관리 시 파일을 Infrequent Access(IA) 스토리지 클래스로 이전할 시기를 알려주는 단일
LifecyclePolicy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ifecyclePolicy (p. 290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formanceMode
파일 시스템의 성능 모드입니다. 대부분의 파일 시스템에 generalPurpose 성능 모드를 사용하는 것
이 좋습니다. maxIO 성능 모드를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은 대부분의 파일 작업에 대해 지연 시간이 약간
더 길어지는 대가로 더 높은 수준의 집계 처리량 및 초당 작업 수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을
만든 후에는 성능 모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Note
One Zone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에서는 maxIO 모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eneralPurpose | maxIO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visionedThroughputInMibps
생성 중인 파일 시스템에 대해 프로비저닝하고자 하는 처리량(MiB/s)입니다. 유효한 값은 1-1024입니다.
ThroughputMode이 provisioned로 설정된 경우 필수입니다. 처리량의 상한은 1024 MiB/s입니다.
이 한도를 늘리려면 AWS Support에 문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Amazon EFS 사용 설명서에서 증가할
수 있는 Amazon EFS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조건
Typ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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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oughputMode
파일 시스템의 처리량 모드(bursting 또는 provisioned)를 지정합니다. ThroughputMode를
provisioned로 설정하면 ProvisionedThroughputInMibps의 값도 설정해야 합니다. 파일 시스템
을 생성한 후에는 처리량을 줄이거나 처리량 모드를 변경한 후 24시간 이상 지나기만 하면 언제든 프로
비저닝된 처리량 모드의 파일 시스템 처리량을 줄이거나 처리량 모드 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FS 사용 설명서에서 프로비저닝 모드를 사용하여 처리량 지정을 참조하세요.
기본값은 bursting.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ursting | provision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ID입니다. 예:
{"Ref":"fs-12345678"}를 선택하십시오.
Amazon EFS 파일 시스템 fs-12345678의 경우 Ref는 파일 시스템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EFS 파일 시스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 arn:aws:elasticfilesystem:uswest-2:1111333322228888:file-system/fs-12345678
FileSystemId
EFS 파일 시스템의 ID입니다. 예: fs-12345678

예제
EFS Standard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EFS 파일 시스템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다음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EFS 파일 시스템을 선언합니다.
• EFS Standard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 maxIO 성능 모드입니다.
• 수명 주기 관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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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 시 암호화됩니다.
• 자동 일일 백업이 활성화됩니다.
• EfsReadOnly IAM 역할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파일 시스템 정책입니다.
• 파일 시스템 액세스:
• 3개의 가용 영역에서 대상을 탑재합니다.
• 파일 시스템에 애플리케이션별 진입점을 제공하는 액세스 포인트입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MountTarget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CidrBlock": "172.31.0.0/16"
}
},
"MountTargetSubnetOne":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CidrBlock": "172.31.1.0/24",
"VpcId": {
"Ref": "MountTargetVPC"
},
"AvailabilityZone": "us-east-1a"
}
},
"MountTargetSubnetTwo":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CidrBlock": "172.31.2.0/24",
"VpcId": {
"Ref": "MountTargetVPC"
},
"AvailabilityZone": "us-east-1b"
}
},
"MountTargetSubnetThree":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CidrBlock": "172.31.3.0/24",
"VpcId": {
"Ref": "MountTargetVPC"
},
"AvailabilityZone": "us-east-1c
}
},
"FileSystemResource": {
"Type": "AWS::EFS::FileSystem",
"Properties": {
"PerformanceMode": "maxIO",
"LifecyclePolicies":[
{
"TransitionToIA" : "AFTER_30_DAYS"
}
],
"Encrypted": true,
"FileSystemTags": [
{
"Key": "Name",
"Value": "TestFile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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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sReadOnly"}

}
],
"FileSystemPolicy":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elasticfilesystem:ClientMount"
],
"Principal": {"AWS": "arn:aws:iam::111122223333:role/
]

}

},
"BackupPolicy": {
"Status": "ENABLED"
},
"KmsKeyId": {
"Fn::GetAtt": [
"key",
"Arn"
]
}

}
},
"key": {
"Type": "AWS::KMS::Key",
"Properties": {
"KeyPolicy": {
"Version": "2012-10-17",
"Id": "key-default-1",
"Statement": [
{
"Sid": "Allow administration of the key",
"Effect": "Allow",
"Principal": {
"AWS": {
"Fn::Join": [
"",
[
"arn:aws:iam::",
{
"Ref": "AWS::AccountId"
},
":root"
]
]
}
},
"Action": [
"kms:*"
],
"Resource": "*"
}
]
}
}
},
"MountTargetResource1": {
"Type": "AWS::EFS::MountTarget",
"Properties": {
"FileSystemId": {
"Ref": "FileSystemResource"
},
"Subnet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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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MountTargetSubnetOne"
},
"SecurityGroups": [
{
"Fn::GetAtt": [
"MountTargetVPC",
"DefaultSecurityGroup"
]
}
]

}
},
"MountTargetResource2": {
"Type": "AWS::EFS::MountTarget",
"Properties": {
"FileSystemId": {
"Ref": "FileSystemResource"
},
"SubnetId": {
"Ref": "MountTargetSubnetTwo"
},
"SecurityGroups": [
{
"Fn::GetAtt": [
"MountTargetVPC",
"DefaultSecurityGroup"
]
}
]
}
},
"MountTargetResource3": {
"Type": "AWS::EFS::MountTarget",
"Properties": {
"FileSystemId": {
"Ref": "FileSystemResource"
},
"SubnetId": {
"Ref": "MountTargetSubnetThree"
},
"SecurityGroups": [
{
"Fn::GetAtt": [
"MountTargetVPC",
"DefaultSecurityGroup"
]
}
]
}
},
"AccessPointResource": {
"Type": "AWS::EFS::AccessPoint",
"Properties": {
"FileSystemId": {
"Ref": "FileSystemResource"
},
"PosixUser": {
"Uid": "13234",
"Gid": "1322",
"SecondaryGids": [
"1344",
"1452"
]
},
"RootDirectory": {
"CreationInfo": {

API 버전 2010-05-15
289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FS
"OwnerGid": "708798",
"OwnerUid": "7987987",
"Permissions": "0755"

}

}

}

}

}

},
"Path": "/testcfn/abc"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ountTarget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72.31.0.0/16
MountTarget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72.31.1.0/24
VpcId: !Ref MountTargetVPC
AvailabilityZone: "us-east-1a"
MountTarget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72.31.2.0/24
VpcId: !Ref MountTargetVPC
AvailabilityZone: "us-east-1b"
MountTargetSubnetThre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72.31.3.0/24
VpcId: !Ref MountTargetVPC
AvailabilityZone: "us-east-1c"
FileSystemResource:
Type: 'AWS::EFS::FileSystem'
Properties:
BackupPolicy:
Status: ENABLED
PerformanceMode: maxIO
Encrypted: true
LifecyclePolicies:
- TransitionToIA: AFTER_30_DAYS
FileSystemTags:
- Key: Name
Value: TestFileSystem
FileSystemPolicy: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elasticfilesystem:ClientMount"
Principal:
AWS: 'arn:aws:iam::111122223333:role/EfsReadOnly'
KmsKeyId: !GetAtt
- key
- 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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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ype: AWS::KMS::Key
Properties:
KeyPolicy:
Version: 2012-10-17
Id: key-default-1
Statement:
- Sid: Allow administration of the key
Effect: Allow
Principal:
AWS: !Join
- ''
- - 'arn:aws:iam::'
- !Ref 'AWS::AccountId'
- ':root'
Action:
- 'kms:*'
Resource:
- '*'
MountTargetResource1:
Type: AWS::EFS::MountTarget
Properties:
FileSystemId: !Ref FileSystemResource
SubnetId: !Ref MountTargetSubnetOne
SecurityGroups:
- !GetAtt MountTargetVPC.DefaultSecurityGroup
MountTargetResource2:
Type: AWS::EFS::MountTarget
Properties:
FileSystemId: !Ref FileSystemResource
SubnetId: !Ref MountTargetSubnetTwo
SecurityGroups:
- !GetAtt MountTargetVPC.DefaultSecurityGroup
MountTargetResource3:
Type: AWS::EFS::MountTarget
Properties:
FileSystemId: !Ref FileSystemResource
SubnetId: !Ref MountTargetSubnetThree
SecurityGroups:
- !GetAtt MountTargetVPC.DefaultSecurityGroup
AccessPointResource:
Type: 'AWS::EFS::AccessPoint'
Properties:
FileSystemId: !Ref FileSystemResource
PosixUser:
Uid: "13234"
Gid: "1322"
SecondaryGids:
- "1344"
- "1452"
RootDirectory:
CreationInfo:
OwnerGid: "708798"
OwnerUid: "7987987"
Permissions: "0755"
Path: "/testcfn/abc"

EFS One Zone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us-east-1a 가용 영역에서 One Zone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Amazon EFS
파일 시스템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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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MountTarget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CidrBlock": "172.31.0.0/16"
}
},
"MountTargetSubnetOne":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CidrBlock": "172.31.1.0/24",
"VpcId": {
"Ref": "MountTargetVPC"
},
"AvailabilityZone": "us-east-1a"
}
},
"FileSystemResource": {
"Type": "AWS::EFS::FileSystem",
"Properties": {
"AvailabilityZoneName": "us-east-1a",
"LifecyclePolicies":[
{
"TransitionToIA" : "AFTER_30_DAYS"
}
],
"Encrypted": true,
"FileSystemTags": [
{
"Key": "Name",
"Value": "TestFileSystem"
}
],
"FileSystemPolicy":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elasticfilesystem:ClientMount"
],
"Principal": {"AWS": "arn:aws:iam::111122223333:role/
EfsReadOnly"}
}
]
},
"BackupPolicy": {
"Status": "ENABLED"
},
"KmsKeyId": {
"Fn::GetAtt": [
"key",
"Arn"
]
}
}
},
"key": {
"Type": "AWS::KMS::Key",
"Properties": {
"Key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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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sion": "2012-10-17",
"Id": "key-default-1",
"Statement": [
{
"Sid": "Allow administration of the key",
"Effect": "Allow",
"Principal": {
"AWS": {
"Fn::Join": [
"",
[
"arn:aws:iam::",
{
"Ref": "AWS::AccountId"
},
":root"
]
]
}
},
"Action": [
"kms:*"
],
"Resource": "*"
}
]

},
"MountTargetResource1": {
"Type": "AWS::EFS::MountTarget",
"Properties": {
"FileSystemId": {
"Ref": "FileSystemResource"
},
"SubnetId": {
"Ref": "MountTargetSubnetOne"
},
"SecurityGroups": [
{
"Fn::GetAtt": [
"MountTargetVPC",
"DefaultSecurityGroup"
]
}
]
}
},
"AccessPointResource": {
"Type": "AWS::EFS::AccessPoint",
"Properties": {
"FileSystemId": {
"Ref": "FileSystemResource"
},
"PosixUser": {
"Uid": "13234",
"Gid": "1322",
"SecondaryGids": [
"1344",
"1452"
]
},
"RootDirectory": {
"CreationInfo": {
"OwnerGid": "708798",
"OwnerUid": "798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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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Permissions": "0755"
},
"Path": "/testcfn/abc"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ountTarget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72.31.0.0/16
MountTarget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72.31.1.0/24
VpcId: !Ref MountTargetVPC
AvailabilityZone: "us-east-1a"
FileSystemResource:
Type: 'AWS::EFS::FileSystem'
Properties:
AvailabilityZoneName: us-east-1a
BackupPolicy:
Status: ENABLED
Encrypted: true
LifecyclePolicies:
- TransitionToIA: AFTER_30_DAYS
FileSystemTags:
- Key: Name
Value: TestFileSystem
FileSystemPolicy: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elasticfilesystem:ClientMount"
Principal:
AWS: 'arn:aws:iam::111122223333:role/EfsReadOnly'
KmsKeyId: !GetAtt
- key
- Arn
key:
Type: AWS::KMS::Key
Properties:
KeyPolicy:
Version: 2012-10-17
Id: key-default-1
Statement:
- Sid: Allow administration of the key
Effect: Allow
Principal:
AWS: !Join
- ''
- - 'arn:aws:iam::'
- !Ref 'AWS::AccountId'
- ':root'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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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s:*'
Resource:
- '*'
MountTargetResource1:
Type: AWS::EFS::MountTarget
Properties:
FileSystemId: !Ref FileSystemResource
SubnetId: !Ref MountTargetSubnetOne
SecurityGroups:
- !GetAtt MountTargetVPC.DefaultSecurityGroup
AccessPointResource:
Type: 'AWS::EFS::AccessPoint'
Properties:
FileSystemId: !Ref FileSystemResource
PosixUser:
Uid: "13234"
Gid: "1322"
SecondaryGids:
- "1344"
- "1452"
RootDirectory:
CreationInfo:
OwnerGid: "708798"
OwnerUid: "7987987"
Permissions: "0755"
Path: "/testcfn/abc"

참고 항목
• Amazon EFS: 작동 방식
• Amazon EFS 파일 시스템 생성

AWS::EFS::FileSystem BackupPolicy
백업 정책은 파일 시스템에 대한 자동 백업을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atus" : String

YAML
Status: String

Properties
Status
파일 시스템의 백업 정책 상태를 설정합니다.
• ENABLED - 파일 시스템에 대한 자동 백업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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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BLED - 파일 시스템에 대한 자동 백업을 해제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DISABLING | ENABLED | ENABLING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FS::FileSystem ElasticFileSystemTag
태그는 파일 시스템에 연결된 키-값 페어입니다. Key 및 Value 속성에 허용되는 문자는 문자, 공백 및
UTF-8로 표시할 수 있는 숫자와 + - = . _ : / 문자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태그 키(문자열)입니다. 키는 aws: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A]{1}[wW]{1}[sS]{1}:)([\p{L}\p{Z}\p{N}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태그 키의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p{L}\p{Z}\p{N}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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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FS::FileSystem LifecyclePolicy
Infrequent Access(IA) 스토리지 클래스로 파일을 이전하기 위해 EFS 수명 주기 관리에 사용된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FS 사용 설명서의 EFS 수명 주기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ransitionToIA" : String,
"TransitionToPrimaryStorageClass" : String

YAML
TransitionToIA: String
TransitionToPrimaryStorageClass: String

Properties
TransitionToIA
IA 스토리지로 이전된 파일이 액세스되지 않는 기간을 설명합니다. 디렉터리의 내용 나열과 같은 메타데
이터 조작은 파일 액세스 이벤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FTER_14_DAYS | AFTER_30_DAYS | AFTER_60_DAYS | AFTER_7_DAYS |
AFTER_90_DAY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itionToPrimaryStorageClass
파일을 IA 스토리지에서 기본 스토리지로 이전하는 시기를 설명합니다. 디렉터리의 내용 나열과 같은 메
타데이터 조작은 파일 액세스 이벤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FTER_1_ACCE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FS::MountTarget
AWS::EFS::MountTarget 리소스는 EFS 파일 시스템에 대해 탑재 대상을 생성하는 Amazon EFS 리소스
입니다. 그런 다음 탑재 대상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 또는 기타 리소스에 파일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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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EFS::MountTarget",
"Properties" : {
"FileSystemId" : String,
"IpAddress" : String,
"SecurityGroups" : [ String, ... ],
"SubnetId" : String
}

YAML
Type: AWS::EFS::MountTarget
Properties:
FileSystemId: String
IpAddress: String
SecurityGroups:
- String
SubnetId: String

Properties
FileSystemId
탑재 대상을 생성할 파일 시스템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28
Pattern: ^(arn:aws[-a-z]*:elasticfilesystem:[0-9a-z-:]+:file-system/fs-[0-9af]{8,40}|fs-[0-9a-f]{8,4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pAddress
지정된 서브넷의 주소 범위 내의 유효한 IPv4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7
Maximum: 15
Pattern: ^[0-9]{1,3}\.[0-9]{1,3}\.[0-9]{1,3}\.[0-9]{1,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urityGroups
VPC 보안 그룹 ID 최대 5개(sg-xxxxxxxx 형식). 보안 그룹은 해당 서브넷과 VPC가 동일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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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
탑재 대상을 추가할 서브넷의 ID입니다. One Zone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의 경우 파
일 시스템의 가용 영역에 연결된 서브넷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5
Maximum: 47
Pattern: ^subnet-[0-9a-f]{8,4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ID입니다. 예:
{"Ref":"fsmt-12345678"}.
Amazon EFS 파일 시스템 탑재 대상 fsmt-12345678의 경우 Ref는 탑재 대상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IpAddress
탑재 대상의 IPv4 주소입니다.

예제
EFS 파일 시스템의 탑재 대상을 선언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동일한 시스템에 선언된 파일 시스템, 서브넷 및 보안 그룹과 연결되는 탑재 대상을 선언합니
다. 탑재 대상과 동일한 가용 영역(AZ)에 있는 EC2 인스턴스는 탑재 대상을 사용하여 연결된 파일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에서 파일 시스템을 탑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FS 사용 설명
서의 파일 시스템 탑재를 참조하십시오.

JSON
"MountTarget": {
"Type": "AWS::EFS::MountTarget",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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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eSystemId": { "Ref": "FileSystem" },
"SubnetId": { "Ref": "Subnet" },
"SecurityGroups": [ { "Ref": "MountTargetSecurityGroup" } ]

YAML
MountTarget:
Type: AWS::EFS::MountTarget
Properties:
FileSystemId:
Ref: "FileSystem"
SubnetId:
Ref: "Subnet"
SecurityGroups:
- Ref: "MountTargetSecurityGroup"

참고 항목
• Amazon EFS: 작동 방식
• 탑재 대상 생성
• 연습: 온프레미스에서 파일 시스템 탑재

Amazon Elastic Kubernetes Servic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EKS::Addon (p. 2905)
• AWS::EKS::Cluster (p. 2908)
• AWS::EKS::FargateProfile (p. 2914)
• AWS::EKS::Nodegroup (p. 2919)

AWS::EKS::Addon
Amazon EKS 추가 기능을 생성합니다.
Amazon EKS 추가 기능은 Amazon EKS 클러스터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 소프트웨어의 프로비저닝 및 수명
주기 관리를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mazon EKS 추가 기능은 Kubernetes 1.18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버 측 적용 Kubernetes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랫폼 버전 eks.3 이상이 포함된 버전 1.18을 실
행하는 Amazon EKS 클러스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KS::Addon",
"Properties" : {
"AddonName" : String,
"AddonVersion" : String,
"Cluster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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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olveConflicts" : String,
"ServiceAccountRoleArn" : String,
"Tags" : [ Tag, ... ]

YAML
Type: AWS::EKS::Addon
Properties:
AddonName: String
AddonVersion: String
ClusterName: String
ResolveConflicts: String
ServiceAccountRoleAr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ddonName
추가 기능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ddonVersion
추가 기능의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usterName
클러스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0-9A-Za-z][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lveConflicts
기존 추가 기능을 Amazon EKS 추가 기능으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파라미터 값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입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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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NONE | OVERWRIT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AccountRoleArn
추가 기능의 서비스 계정에 바인딩할 기존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추가 기능에
필요한 IAM 권한을 역할에 할당해야 합니다. 기존 IAM 역할을 지정하지 않으면 추가 기능은 노드 IAM
역할에 할당된 권한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KS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EKS 노드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Note
기존 IAM 역할을 지정하려면 클러스터에 대한 IAM OpenID Connect(OIDC) 공급자가 생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KS 사용 설명서에서 클러스터의 서비스 계정에 대한
IAM 역할 활성화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범주화 및 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기능에 적용하는 메타데이터입니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
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추가 기능 태그는 클러스터에 연결된 다른 리소스로 전파되지 않습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 "Ref": "vpc-cni" }
추가 기능 vpc-cni의 경우 Ref는 추가 기능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cluster_name>|<vpc-cni>.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추가 기능의 ARN입니다(예: arn:aws:eks:us-west-2:111122223333:addon/1-19/vpc-cni/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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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KS::Cluster
Amazon EKS 제어 플레인을 만듭니다.
Amazon EKS 제어 플레인에는 etcd 및 API 서버와 같은 Kubernetes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제어 플레인
인스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어 플레인은 AWS에서 관리하는 계정에서 실행됩니다. 또한 Kubernetes
API는 Amazon EKS API 서버 엔드포인트를 통해 노출됩니다. 각 Amazon EKS 클러스터 제어 플레인은 단
일 테넌트이고 고유하며 자체 Amazon EC2 인스턴스 집합에서 실행합니다.
클러스터 제어 플레인은 여러 가용 영역에 프로비저닝되고 Elastic Load Balancing Network Load Balancer
와 마주합니다. Amazon EKS는 또한 VPC 서브넷의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프로비저닝하여 제어 플
레인 인스턴스로부터 노드로의 연결을 제공합니다(예: kubectl exec, logs 및 proxy 데이터 흐름 지원).
Amazon EKS 노드는 AWS 계정에서 실행되고, Kubernetes API 서버 엔드포인트 및 클러스터에 대해 생성된
인증 파일을 통해 제어 플레인에 연결합니다.
클러스터 생성에는 일반적으로 몇 분 정도 걸립니다. Amazon EKS 클러스터를 만든 후 API 서버와 통신하고
노드를 클러스터로 시작하도록 Kubernetes 도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KS 사용 설명
서의 클러스터 인증 관리 및 Amazon EKS 노드 시작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KS::Cluster",
"Properties" : {
"EncryptionConfig" : [ EncryptionConfig (p. 2911), ... ],
"KubernetesNetworkConfig" : KubernetesNetworkConfig (p. 2912),
"Name" : String,
"ResourcesVpcConfig" : ResourcesVpcConfig (p. 2913),
"RoleArn" : String,
"Version" : String
}

YAML
Type: AWS::EKS::Cluster
Properties:
EncryptionConfig:
- EncryptionConfig (p. 2911)
KubernetesNetworkConfig:
KubernetesNetworkConfig (p. 2912)
Name: String
ResourcesVpcConfig:
ResourcesVpcConfig (p. 2913)
RoleArn: String
Version: String

Properties
EncryptionConfig
클러스터에 대한 암호화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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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EncryptionConfig (p. 2911) 목록 (p. 2911)
Maximum: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ubernetesNetworkConfig
클러스터에 대한 Kubernetes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ubernetesNetworkConfig (p. 29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클러스터에 부여하는 고유한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0-9A-Za-z][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sVpcConfig
클러스터 제어 플레인이 사용하는 VPC 구성입니다. Amazon EKS VPC 리소스는 Kubernetes에서 적절
하게 작동하는 특정 요구 사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KS 사용 설명서의 클러스
터 VPC 고려 사항 및 클러스터 보안 그룹 고려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2개 이상의 서브넷을 지정해야 합
니다. 최대 5개의 보안 그룹을 지정할 수 있지만, 클러스터 제어 플레인 전용 보안 그룹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예
Type: ResourcesVpcConfig (p. 291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Arn
Kubernetes 제어 플레인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AWS API 작업을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KS 사용 설명서 의 Amazon EKS
서비스 IAM 역할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ersion
클러스터에 원하는 Kubernetes 버전입니다. 여기에서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Amazon EKS에서 사용 가
능한 최신 버전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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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 "Ref": "myCluster" }
Amazon EKS 클러스터 myCluster의 경우 Ref는 클러스터 이름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클러스터의 ARN입니다(예: arn:aws:eks:us-west-2:666666666666:cluster/prod).
CertificateAuthorityData
클러스터에 대한 certificate-authority-data.
ClusterSecurityGroupId
클러스터에서 Amazon EKS가 생성한 클러스터 보안 그룹입니다. 관리형 노드 그룹은 제어 플레인과 데
이터 플레인 간 통신에 이 보안 그룹을 사용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관리형 노드 그룹을 지원하는 Amazon EKS 클러스터에서만 반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KS 사용 설명서에서 관리형 노드 그룹을 참조하세요.
EncryptionConfigKeyArn
Amazon 리소스 이름(ARN) 또는 고객 마스터 키(CMK)의 별칭입니다.
Endpoint
Kubernetes API 서버에 대한 엔드포인트입니다(예:
https://5E1D0CEXAMPLEA591B746AFC5AB30262.yl4.us-west-2.eks.amazonaws.com).
OpenIdConnectIssuerUrl
클러스터의 OIDC ID 공급자에 대한 발급자 URL입니다(예: https://oidc.eks.uswest-2.amazonaws.com/id/EXAMPLED539D4633E53DE1B716D3041E). 이 출력 값에서
https://을(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 템플릿에 다음 코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lect [1, !Split ["//", !GetAtt EKSCluster.OpenIdConnectIssuerUrl]]

예제
클러스터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prod라는 Amazon EKS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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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Resources": {
"myCluster": {
"Type": "AWS::EKS::Cluster",
"Properties": {
"Name": "prod",
"Version": "1.14",
"RoleArn": "arn:aws:iam::012345678910:role/eks-service-roleAWSServiceRoleForAmazonEKS-EXAMPLEBQ4PI",
"ResourcesVpcConfig": {
"SecurityGroupIds": [
"sg-6979fe18"
],
"SubnetIds": [
"subnet-6782e71e",
"subnet-e7e761ac"
]
}
}
}
}
}

YAML
Resources:
myCluster:
Type: 'AWS::EKS::Cluster'
Properties:
Name: prod
Version: '1.14'
RoleArn: >arn:aws:iam::012345678910:role/eks-service-role-AWSServiceRoleForAmazonEKSEXAMPLEBQ4PI
ResourcesVpcConfig:
SecurityGroupIds:
- sg-6979fe18
SubnetIds:
- subnet-6782e71e
- subnet-e7e761ac

참고 항목
• Amazon EKS 사용 설명서의 클러스터.
• Amazon EKS API 참조의 CreateCluster.

AWS::EKS::Cluster EncryptionConfig
클러스터에 대한 암호화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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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der" : Provider (p. 2913),
"Resources" : [ String, ... ]

YAML
Provider:
Provider (p. 2913)
Resources:
- String

Properties
Provider
클러스터에 대한 암호화 공급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공급자 (p. 29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s
암호화할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지원되는 유일한 값은 “암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KS::Cluster KubernetesNetworkConfig
클러스터에 대한 Kubernetes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rviceIpv4Cidr" : String

YAML
ServiceIpv4Cidr: String

Properties
ServiceIpv4Cidr
Kubernetes 서비스 IP 주소를 할당할 CIDR 블록입니다. 블록을 지정하지 않으면 Kubernetes는
10.100.0.0/16 또는 172.20.0.0/16 CIDR 블록에서 주소를 할당합니다. VPC에 연결되거나 피어링된 다
API 버전 2010-05-15
291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KS

른 네트워크의 리소스와 겹치지 않는 블록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록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
야 합니다.
• 다음 프라이빗 IP 주소 블록 중 하나 내: 10.0.0.0/8, 172.16.0.0.0/12 또는 192.168.0.0/16
• VPC용으로 선택한 VPC에 할당된 CIDR 블록과 겹치지 않습니다.
• /24~/12

Important
클러스터를 만들 때만 사용자 지정 CIDR 블록을 지정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이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KS::Cluster Provider
보안 암호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된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키를 식별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Arn" : String

YAML
KeyArn: String

Properties
KeyArn
Amazon 리소스 이름(ARN) 또는 KMS 키의 별칭입니다. KMS 키는 대칭이어야 하고 클러스터와 동일
한 리전에서 생성되어야 하며 KMS 키가 다른 계정에서 생성된 경우 사용자는 KMS 키에 액세스할 수 있
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다른 계정의 사용자가
KMS 키를 사용하도록 허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KS::Cluster ResourcesVpcConfig
Amazon EKS 클러스터에 사용할 VPC 구성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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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Ids" : [ String, ... ]

YAML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Ids:
- String

Properties
SecurityGroupIds
Amazon EKS에서 노드와 Kubernetes 제어 플레인 간 통신을 허용하는 데 사용하는 계정 간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안 그룹을 하나 이상 지정합니다. 보안 그룹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Kubernetes를 사용하여 배포된 클러스터에 대한 Amazon EKS 기본값 간의 차이점을 숙지하세요.
• 1.14 Amazon EKS 플랫폼 버전 eks.2 이하
• 1.14 Amazon EKS 플랫폼 버전 eks.3 이상
자세한 내용은 Amazon EKS 사용 설명서의 Amazon EKS 보안 그룹 고려 사항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s
Amazon EKS 작업자 노드에 대한 서브넷을 지정합니다. Amazon EKS에서 해당 서브넷에 노드와
Kubernetes 제어 플레인 간 통신을 허용하는 계정 간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KS::FargateProfile
Amazon EKS 클러스터에 대한 AWS Fargate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Fargate에서 포드를 실행할 수 있으려
면 클러스터에 하나 이상의 Fargate 프로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Fargate 프로파일을 사용하면 관리자가 Fargate에서 실행되는 포드를 선언하고 어떤 포드를 어떤 Fargate
프로파일에서 실행할 것인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선언은 프로파일의 선택기를 통해 수행됩니다. 각 프로
파일에는 네임스페이스 및 레이블을 포함하는 선택기가 최대 5개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기에는
네임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레이블 필드는 여러 개의 선택적 키-값 페어로 구성됩니다. 선택기와 일치하는
포드는 Fargate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예약할 포드가 Fargate 프로파일의 선택기와 일치하는 경우, 해당 포
드가 Fargate에 예약됩니다.
Fargate 프로파일을 생성할 때 프로파일에 예약된 포드에 사용할 포드 실행 역할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역할
은 권한 부여를 위해 클러스터의 Kubernetes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RBAC)에 추가되므로 Fargate 인프라에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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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행 중인 kubelet가 EKS 클러스터에 등록되고 클러스터에 노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드 실행
역할은 Amazon ECR 이미지 리포지토리에 대한 읽기 액세스를 허용하는 Fargate 인프라에 대한 IAM 권한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KS 사용 설명서의 포드 실행 역할을 참조하세요.
Fargate 프로파일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업데이트된 프로파일을 새로 생성하여 기존 프로파일을 바
꾼 다음 업데이트된 프로파일 생성이 완료된 후 원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Fargate 프로파일이 DELETING 상태인 경우 해당 클러스터에 다른 프로파일을 생성하려면 해당
Fargate 프로파일이 삭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KS 사용 설명서에서 AWS Fargate 프로파일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KS::FargateProfile",
"Properties" : {
"ClusterName" : String,
"FargateProfileName" : String,
"PodExecutionRoleArn" : String,
"Selectors" : [ Selector (p. 2918), ... ],
"Subnets" : [ String,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EKS::FargateProfile
Properties:
ClusterName: String
FargateProfileName: String
PodExecutionRoleArn: String
Selectors:
- Selector (p. 2918)
Subnets:
- String
Tags:
- Tag

Properties
ClusterName
Fargate 프로파일을 적용할 Amazon EKS 클러스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argateProfileName
Fargate 프로파일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API 버전 2010-05-15
291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KS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dExecutionRoleArn
Fargate 프로파일의 선택기와 일치하는 포드에 사용할 포드 실행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
니다. 포드 실행 역할은 Fargate 인프라가 클러스터에 노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Amazon ECR
이미지 리포지토리에 대한 읽기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KS 사용 설명서의
포드 실행 역할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lectors
이 Fargate 프로파일을 사용하기 위해 포드에 대해 일치시킬 선택기입니다. 각 선택기에는 연관된 네임
스페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네임스페이스의 레이블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Fargate 프로
파일에 선택기를 최대 5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Selector (p. 2918)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s
포드를 시작할 서브넷의 ID입니다. 현재 Fargate에서 실행되는 포드에는 퍼블릭 IP 주소가 할당되지 않
으므로 이 파라미터에 대해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대한 직접 경로가 없는 프라이빗 서브넷만 허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범주화 및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Fargate 프로파일에 적용할 메타데이터입니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
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Fargate 프로파일 태그는 Fargate 프로파일과 연결된 다른 리소
스(예: 예약된 포드)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 "Ref": "myFargateProfile" }
Fargate 프로파일 myFargateProfile의 경우 Ref는 Fargate 프로파일의 물리적 리소스 ID를 반환합니다.
예: <cluster_name>/<Fargate_profile_name>.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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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클러스터의 ARN입니다(예: arn:aws:eks:us-west-2:666666666666:fargateprofile/
myCluster/myFargateProfile/1cb1a11a-1dc1-1d11-cf11-1111f11fa111).

예제
Fargate 프로파일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네임스페이스에 배포된 Pod에 대한 my-namespace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름은
Fargate이고 키 값 페어가 할당된 레이블이 포함됩니다.

JSON
{

"Resources" : {
"EKSFargateProfile" : {
"Type" : "AWS::EKS::FargateProfile",
"Properties" : {
"FargateProfileName" : "my-fargate-profile",
"ClusterName" : "my-cluster",
"PodExecutionRoleArn" : "arn:aws:iam::012345678910:role/
AmazonEKSFargatePodExecutionRole",
"Subnets" : [ "subnet-6782e71e", "subnet-e7e761ac" ],
"Selectors" : [
{
"Namespace" : "my-namespace",
"Labels" : [
{
"Key" : "my-key",
"Value" : "my-value"
}
]
}
]
}
}
}
}

YAML
Resources:
EKSFargateProfile:
Type: 'AWS::EKS::FargateProfile'
Properties:
FargateProfileName: my-fargate-profile
ClusterName: my-cluster
PodExecutionRoleArn: 'arn:aws:iam::012345678910:role/
AmazonEKSFargatePodExecutionRole'
Subnets:
- subnet-6782e71e
- subnet-e7e761ac
Sel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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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space: my-namespace
Labels:
- Key: my-key
Value: my-value

참고 항목
• Amazon EKS 사용 설명서의 Fargate 프로파일.
• Amazon EKS API 참조의 CreateFargateProfile.

AWS::EKS::FargateProfile Label
키-값 페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키를 입력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ue
값을 입력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KS::FargateProfile Selector
AWS Fargate 프로파일 선택기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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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Labels" : [ Label (p. 2918), ... ],
"Namespace" : String

YAML
Labels:
- Label (p. 2918)
Namespace: String

Properties
Labels
선택기와 일치해야 하는 Kubernetes 레이블입니다. 포드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선택기에 지정
된 모든 레이블을 포함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bel (p. 2918)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space
선택기와 일치해야 하는 Kubernetes 네임스페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KS::Nodegroup
Amazon EKS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형 노드 그룹을 생성합니다. 클러스터에 대한 현재 Kubernetes 버전과
동일한 클러스터에 대해서만 노드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 템플릿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AMI를
배포하지 않는 한 모든 노드 그룹은 클러스터의 해당 마이너 Kubernetes 버전에 대한 최신 AMI 릴리스 버전
으로 생성됩니다. 시작 템플릿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작 템플릿 지원을 참조하세요.
Amazon EKS 관리형 노드 그룹은 Amazon EC2 Auto Scaling 그룹 및 Amazon EKS 클러스터에 대해 AWS
에서 관리하는 관련 Amazon EC2 인스턴스입니다. 각 노드 그룹은 Amazon EKS에 최적화된 Amazon Linux
2 AMI의 버전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KS 사용 설명서의 관리형 노드 그룹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KS::Nodegroup",
"Properties" : {
"AmiType" : String,
"CapacityType" : String,
"Cluster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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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skSize" : Double,
"ForceUpdateEnabled" : Boolean,
"InstanceTypes" : [ String, ... ],
"Labels" : Json,
"LaunchTemplate" : LaunchTemplateSpecification (p. 2925),
"NodegroupName" : String,
"NodeRole" : String,
"ReleaseVersion" : String,
"RemoteAccess" : RemoteAccess (p. 2926),
"ScalingConfig" : ScalingConfig (p. 2927),
"Subnets" : [ String, ... ],
"Tags" : Json,
"Taints" : [ Taint (p. 2928), ... ],
"UpdateConfig" : UpdateConfig (p. 2929),
"Version" : String

YAML
Type: AWS::EKS::Nodegroup
Properties:
AmiType: String
CapacityType: String
ClusterName: String
DiskSize: Double
ForceUpdateEnabled: Boolean
InstanceTypes:
- String
Labels: Json
LaunchTemplate:
LaunchTemplateSpecification (p. 2925)
NodegroupName: String
NodeRole: String
ReleaseVersion: String
RemoteAccess:
RemoteAccess (p. 2926)
ScalingConfig:
ScalingConfig (p. 2927)
Subnets:
- String
Tags: Json
Taints:
- Taint (p. 2928)
UpdateConfig:
UpdateConfig (p. 2929)
Version: String

Properties
AmiType
노드 그룹의 AMI 유형입니다. GPU 인스턴스 유형에서는 AL2_x86_64_GPU AMI 유형을 사용해야 합니
다. GPU가 아닌 인스턴스는 AL2_x86_64 AMI 유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Arm 인스턴스는 AL2_ARM_64
AMI 유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유형은 Amazon EKS에 최적화된 Amazon Linux 2 AMI를 사용합니
다. launchTemplate을 지정하고 시작 템플릿에서 사용자 지정 AMI를 사용하는 경우 amiType을 지
정하면 안 됩니다. 노드 그룹 배포가 실패합니다. Amazon EKS에서 시작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KS 사용 설명서의 시작 템플릿 지원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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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AL2_ARM_64 | AL2_x86_64 | AL2_x86_64_GPU | CUSTOM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apacityType
관리형 노드 그룹의 용량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N_DEMAND | SPO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lusterName
노드 그룹을 생성할 클러스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iskSize
노드 그룹 인스턴스의 루트 디바이스 디스크 크기(GiB)입니다. 기본 디스크 크기는 20GiB입니다.
launchTemplate을 지정하는 경우 diskSize를 지정하면 안 됩니다. 노드 그룹 배포가 실패합니다.
Amazon EKS에서 시작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KS 사용 설명서의 시
작 템플릿 지원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orceUpdateEnabled
포드 중단 예산 문제로 인해 기존 노드 그룹의 포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강제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포드를 제거할 수 없어 업데이트가 실패할 경우, 노드에서 포드가 실행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전 노
드를 종료하지 못한 후 강제로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Types
노드 그룹의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합니다. GPU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하는 경우 amiType 파라미터와
함께 AL2_x86_64_GPU를 지정해야 합니다. launchTemplate을 지정하여 시작 템플릿에서 0개 또는
1개의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하거나 instanceTypes를 지정하여 0~20개의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템플릿에서 단일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하고 instanceTypes를 지정하면 노드
그룹 배포가 실패합니다. 시작 템플릿에서 단일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하지 않거나 instanceTypes를
지정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t3.medium이 사용됩니다. capacityType에 대해 Spot을 지정하는 경우
instanceTypes에 대해 여러 값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KS 사용 설명
서에서 관리형 노드 그룹 용량 유형 및 시작 템플릿 지원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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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Labels
노드를 생성할 때 노드 그룹의 노드에 적용되는 Kubernetes 레이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unchTemplate
노드 그룹의 시작 템플릿 사양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이 객체가 지정된 경우
instanceTypes, diskSize 또는 remoteAccess를 지정하지 말고 시작 템플릿이
launchTemplateSpecification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unchTemplateSpecification (p. 29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degroupName
노드 그룹에 지정할 고유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odeRole
노드 그룹과 연결할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mazon EKS 작업자 노드
kubelet 데몬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AWS API를 호출합니다. 노드는 IAM 인스턴스 프로파일 및 연
결 정책을 통해 이 API 호출에 대한 권한을 수신합니다. 노드를 시작해 클러스터에 등록하려면 시작
할 때 노드에서 사용할 IAM 역할을 생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KS 사용 설명서 의
Amazon EKS 노드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launchTemplate을 지정하는 경우 시작 템플릿에서
IamInstanceProfile을 지정하면 안 됩니다. 노드 그룹 배포가 실패합니다. Amazon EKS에서 시작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KS 사용 설명서의 시작 템플릿 지원을 참조하
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leaseVersion
노드 그룹과 함께 사용할 Amazon EKS 최적화 AMI의 AMI 버전(예: 1.14.7-YYYYMMDD)입니다. 기본
적으로 노드 그룹의 현재 Kubernetes 버전에 사용 가능한 최신 AMI 버전이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KS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EKS 최적화 Linux AMI 버전을 참조하세요.

Note
이 값을 변경하면 노드 그룹이 사용 가능한 경우 노드 그룹에 대한 업데이트가 트리거됩니다.
그러나 사용 가능한 최신 AMI 릴리스 버전만 입력으로 유효합니다. 이전 AMI 릴리스 버전으로
롤백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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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moteAccess
노드 그룹에 사용할 원격 액세스(SSH) 구성입니다. launchTemplate을 지정하는 경우
remoteAccess를 지정하면 안 됩니다. 노드 그룹 배포가 실패합니다. Amazon EKS에서 시작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KS 사용 설명서의 시작 템플릿 지원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RemoteAccess (p. 292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calingConfig
노드 그룹에 대해 생성된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확장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alingConfig (p. 29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s
노드 그룹에 대해 생성된 Auto Scaling 그룹에 사용할 서브넷입니다. launchTemplate을 지정하는 경
우 시작 템플릿에서 SubnetId를 지정하면 안 됩니다. 노드 그룹 배포가 실패합니다. Amazon EKS에서
시작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KS 사용 설명서의 시작 템플릿 지원을 참
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범주화 및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드 그룹에 적용할 메타데이터입니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됩니다. 노드 그룹 태그는 Amazon EC2 인스턴스 또는 서브넷 등 노드 그룹과
연결된 다른 리소스에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ints
노드를 생성할 때 노드 그룹의 노드에 적용되는 Kubernetes taint입니다. 효과는 No_Schedule,
Prefer_No_Schedule, No_Execute 중 하나입니다. Kubernetes taint 허용 오차와 함께 사용되어 워
크로드가 노드에 예약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int (p. 292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pdateConfig
노드 그룹 업데이트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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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UpdateConfig (p. 29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관리형 노드에 사용할 Kubernetes 버전입니다. 기본적으로 클러스터의 Kubernetes 버전이 사용되며ㅡ
이는 유일하게 허용되는 지정 값입니다. launchTemplate을 지정하고 시작 템플릿에서 사용자 지정
AMI를 사용하는 경우 version을 지정하면 안 됩니다. 노드 그룹 배포가 실패합니다. Amazon EKS에서
시작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KS 사용 설명서의 시작 템플릿 지원을 참
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 "Ref": "myNodegroup" }
Amazon EKS 노드 그룹 myNodegroup의 경우, Ref는 노드 그룹의 물리적 리소스 ID를 반환합니다. 예:
<cluster_name>/<nodegroup_name>.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관리형 노드 그룹과 연결된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ClusterName
관리형 노드 그룹이 상주하는 클러스터의 이름입니다.
NodegroupName
Amazon EKS 관리형 노드 그룹에 연결된 이름입니다.

예제
관리형 노드 그룹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prod 클러스터에서 standard라는 Amazon EKS 관리형 노드 그룹을 생성합니다.

JSON
{

"Re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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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SNodegroup": {
"Type": "AWS::EKS::Nodegroup",
"Properties": {
"ClusterName": "prod",
"NodeRole": "arn:aws:iam::012345678910:role/eksInstanceRole",
"ScalingConfig": {
"MinSize": 3,
"DesiredSize": 5,
"MaxSize": 7
},
"Labels": {
"Key1": "Value1",
"Key2": "Value2"
},
"Subnets": [
"subnet-6782e71e",
"subnet-e7e761ac"
]
}
}

YAML
Resources:
EKSNodegroup:
Type: 'AWS::EKS::Nodegroup'
Properties:
ClusterName: prod
NodeRole: 'arn:aws:iam::012345678910:role/eksInstanceRole'
ScalingConfig:
MinSize: 3
DesiredSize: 5
MaxSize: 7
Labels:
Key1: Value1
Key2: Value2
Subnets:
- subnet-6782e71e
- subnet-e7e761ac

참고 항목
• Amazon EKS사용 설명서의 관리형 노드 그룹
• Amazon EKSAPI 참조의 CreateNodegroup.

AWS::EKS::Nodegroup LaunchTemplateSpecification
노드 그룹 시작 템플릿 사양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시작 템플릿에는 SubnetId, IamInstanceProfile,
RequestSpotInstances, HibernationOptions, 또는 TerminateInstances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포함될 경우 노드 그룹 배포 또는 업데이트가 실패합니다. 시작 템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API 참조의 CreateLaunchTemplate 단원을 참조하세요. Amazon EKS에서 시작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KS 사용 설명서의 시작 템플릿 지원을 참조하세요.
name 또는 id 중 하나를 지정하며 둘 다 지정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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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Id" : String,
"Name" : String,
"Version" : String

YAML
Id: String
Name: String
Version: String

Properties
Id
시작 템플릿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시작 템플릿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사용할 시작 템플릿의 버전입니다. 버전을 지정하지 않으면 템플릿의 기본 버전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KS::Nodegroup RemoteAccess
관리형 노드 그룹에 대한 원격 액세스 구성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c2SshKey" : String,
"SourceSecurityGroups" : [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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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Ec2SshKey: String
SourceSecurityGroups:
- String

Properties
Ec2SshKey
관리형 노드 그룹의 노드와의 SSH 통신을 위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Amazon EC2 SSH 키입니다. 자세
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EC2 키 페어 및
Linux 인스턴스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SecurityGroups
작업자 노드에 대한 SSH 액세스(포트 22)가 허용되는 보안 그룹입니다. Amazon EC2 SSH 키는 지정하
고 관리 노드 그룹을 생성할 때 소스 보안 그룹은 지정하지 않으면 노드의 포트 22가 인터넷(0.0.0.0/0)에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사용 설명서의 VPC에 대한 보안 그룹을 참조하
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KS::Nodegroup ScalingConfig
노드 그룹과 연결된 Auto Scaling 그룹의 조정 구성 세부 정보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노드 그룹을 생성할
때 속성을 모두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드 그룹을 업데이트할 때 속성을 모두 지정하거나 지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iredSize" : Double,
"MaxSize" : Double,
"MinSize" : Double

YAML
DesiredSize: Double
MaxSize: Double
MinSiz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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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siredSize
관리형 노드 그룹에서 유지해야 하는 작업자 노드의 현재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Size
관리형 노드 그룹이 확장될 수 있는 작업자 노드의 최대 수입니다. 지정할 수 있는 최대 수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Amazon EKS 사용 설명서의 Amazon EKS 서비스 할당량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Size
관리형 노드 그룹이 확장될 수 있는 작업자 노드의 최소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KS::Nodegroup Taint
노드에서 포드 세트를 몰아낼 수 있도록 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ffect" : String,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Effect: String
Key: String
Valu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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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Effect
taint의 효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_EXECUTE | NO_SCHEDULE | PREFER_NO_SCHEDU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
taint의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taint의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KS::Nodegroup UpdateConfig
노드 그룹에 대한 업데이트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Unavailable" : Double,
"MaxUnavailablePercentage" : Double

YAML
MaxUnavailable: Double
MaxUnavailablePercentag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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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MaxUnavailable
버전 업데이트 중에 한 번에 사용할 수 없는 최대 노드 수입니다. 노드는 병렬로 업데이트됩니다. 이 값
또는 maxUnavailablePercentage는 필수입니다. 최대 수는 10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UnavailablePercentage
버전 업데이트 중에 사용할 수 없는 노드의 최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의 노드는 한 번에 최대 100개까지
병렬로 업데이트됩니다. 이 값 또는 maxUnavailable에 값이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ElastiCach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ElastiCache::CacheCluster (p. 2930)
• AWS::ElastiCache::GlobalReplicationGroup (p. 2943)
• AWS::ElastiCache::ParameterGroup (p. 2948)
•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p. 2950)
• AWS::ElastiCache::SecurityGroup (p. 2968)
• AWS::ElastiCache::SecurityGroupIngress (p. 2969)
• AWS::ElastiCache::SubnetGroup (p. 2970)
• AWS::ElastiCache::User (p. 2972)
• AWS::ElastiCache::UserGroup (p. 2974)

AWS::ElastiCache::CacheCluster
AWS::ElastiCache::CacheCluster 유형은 Amazon ElastiCache 캐시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lastiCache::CacheCluster",
"Proper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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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oMinorVersionUpgrade" : Boolean,
"AZMode" : String,
"CacheNodeType" : String,
"CacheParameterGroupName" : String,
"CacheSecurityGroupNames" : [ String, ... ],
"CacheSubnetGroupName" : String,
"ClusterName" : String,
"Engine" : String,
"EngineVersion" : String,
"LogDeliveryConfigurations" : [ LogDeliveryConfigurationRequest (p. 2942), ... ],
"NotificationTopicArn" : String,
"NumCacheNodes" : Integer,
"Port" : Integer,
"PreferredAvailabilityZone" : String,
"PreferredAvailabilityZones" : [ String, ... ],
"PreferredMaintenanceWindow" : String,
"SnapshotArns" : [ String, ... ],
"SnapshotName" : String,
"SnapshotRetentionLimit" : Integer,
"SnapshotWindow" : String,
"Tags" : [ Tag, ... ],
"VpcSecurityGroupIds" : [ String, ... ]

YAML
Type: AWS::ElastiCache::CacheCluster
Properties:
AutoMinorVersionUpgrade: Boolean
AZMode: String
CacheNodeType: String
CacheParameterGroupName: String
CacheSecurityGroupNames:
- String
CacheSubnetGroupName: String
ClusterName: String
Engine: String
EngineVersion: String
LogDeliveryConfigurations:
- LogDeliveryConfigurationRequest (p. 2942)
NotificationTopicArn: String
NumCacheNodes: Integer
Port: Integer
PreferredAvailabilityZone: String
PreferredAvailabilityZones:
- String
PreferredMaintenanceWindow: String
SnapshotArns:
- String
SnapshotName: String
SnapshotRetentionLimit: Integer
SnapshotWindow: String
Tags:
- Tag
VpcSecurityGroupIds:
- String

Properties
AutoMinorVersionUpgrade
이 파라미터는 현재 비활성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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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ZMode
이 Memcached 클러스터의 노드가 클러스터 리전의 여러 가용 영역에 걸쳐 생성되는지 아니면 단일 가
용 영역에서 생성되는지를 지정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Memcached 클러스터에서만 지원됩니다.
AZMode 및 PreferredAvailabilityZones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ElastiCache는 single-az 모드
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ross-az | single-az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CacheNodeType
노드 그룹(샤드) 내 노드의 컴퓨팅 및 메모리 용량입니다.
ElastiCache는 다음 노드 유형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세대 유형은 이전 세대의 동급 제
품에 비해 더 많은 메모리와 컴퓨팅 파워를 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현재 Memcached 인스턴스의
CacheNodeType 변경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Memcached를 사용하여 확장해야 하는 경우 리소스의
LogicalResourceId를 변경하여 대체 업데이트를 강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범용:
• 현재 세대:
M6g 노드 유형: cache.m6g.large, cache.m6g.xlarge, cache.m6g.2xlarge,
cache.m6g.4xlarge, cache.m6g.12xlarge, cache.m6g.24xlarge
M5 노드 유형: cache.m5.large, cache.m5.xlarge, cache.m5.2xlarge,
cache.m5.4xlarge, cache.m5.12xlarge, cache.m5.24xlarge
M4 노드 유형: cache.m4.large, cache.m4.xlarge, cache.m4.2xlarge,
cache.m4.4xlarge, cache.m4.10xlarge
T3 노드 유형: cache.t3.micro, cache.t3.small, cache.t3.medium
T2 노드 유형: cache.t2.micro, cache.t2.small, cache.t2.medium
• 이전 세대: (권장하지 않음)
T1 노드 유형: cache.t1.micro
M1 노드 유형: cache.m1.small, cache.m1.medium, cache.m1.large, cache.m1.xlarge
M3 노드 유형: cache.m3.medium, cache.m3.large, cache.m3.xlarge,
cache.m3.2xlarge
• 컴퓨팅 최적화:
• 이전 세대: (권장하지 않음)
C1 노드 유형: cache.c1.xlarge
• 메모리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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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세대:
R6g 노드 유형: cache.r6g.large, cache.r6g.xlarge, cache.r6g.2xlarge,
cache.r6g.4xlarge, cache.r6g.12xlarge, cache.r6g.24xlarge
R5 노드 유형: cache.r5.large, cache.r5.xlarge, cache.r5.2xlarge,
cache.r5.4xlarge, cache.r5.12xlarge, cache.r5.24xlarge
R4 노드 유형: cache.r4.large, cache.r4.xlarge, cache.r4.2xlarge,
cache.r4.4xlarge, cache.r4.8xlarge, cache.r4.16xlarge
• 이전 세대: (권장하지 않음)
M2 노드 유형: cache.m2.xlarge, cache.m2.2xlarge, cache.m2.4xlarge
R3 노드 유형: cache.r3.large, cache.r3.xlarge, cache.r3.2xlarge,
cache.r3.4xlarge, cache.r3.8xlarge
리전 가용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리전별로 지원되는 노드 유형을 참조하세요.
추가 노드 유형 정보
• 현재 세대의 모든 인스턴스 유형은 기본적으로 Amazon VPC에서 생성됩니다.
• Redis AOF(append-only files)는 T1 또는 T2 인스턴스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Redis 다중 AZ 및 자동 장애 조치는 T1 인스턴스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Redis 구성 변수 appendonly 및 appendfsync는 Redis 버전 2.8.22 이상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ParameterGroupName
이 클러스터와 연결할 파라미터 그룹의 이름입니다. 이 인수를 생략하면 지정된 엔진의 기본 파라미터
그룹이 사용됩니다.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cluster-enabled='yes'를 포함하는 파라미터 그룹은 사
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SecurityGroupNames
이 클러스터에 연결할 보안 그룹 이름의 목록입니다.
Amazon VPC(Amazon Virtual Private Cloud) 외부에서 클러스터를 생성할 경우에만 이 파라미터를 사
용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SubnetGroupName
클러스터에 사용할 서브넷 그룹의 이름입니다.
Amazon VPC(Amazon Virtual Private Cloud)에서 클러스터를 생성할 경우에만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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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Amazon VPC에서 클러스터를 시작하는 경우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전에 서브넷 그룹을 생성해
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ElastiCache::SubnetGroup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lusterName
캐시 클러스터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AWSCloudFormation에서는 고유한 물리적 ID
를 생성한 후 캐시 클러스터에 대해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이름은 1~50자의 영숫자 문자 또는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름은 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하이
픈으로 끝나거나 하이픈이 2개 연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gine
이 클러스터에 사용될 캐시 엔진의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에 유효한 값은 memcached | redis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gineVersion
이 클러스터에 사용할 캐시 엔진의 버전 번호입니다. 지원되는 캐시 엔진 버전을 보려면
DescribeCacheEngineVersions 작업을 사용하십시오.
중요: 최신 엔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만(캐시 엔진 및 버전 선택 참조), 이전 엔진 버전으로 다
운그레이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엔진 버전을 사용하려면, 기존 클러스터 또는 복제 그룹을 삭제하고
이전 엔진 버전을 통해 새로 생성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DeliveryConfigurations
로그의 대상, 형식 및 유형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gDeliveryConfigurationRequest (p. 294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icationTopicArn
알림이 전송되는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SNS) 주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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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mazon SNS 주제 소유자는 클러스터 소유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CacheNodes
캐시 클러스터에 포함되어야 할 캐시 노드 수입니다.

Note
하지만 PreferredAvailabilityZone 및 PreferredAvailabilityZones 속성을 이전
에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값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업데이트 시 대체가 요구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Port
각 캐시 노드에서 연결을 허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eferredAvailabilityZone
캐시 클러스터가 생성되는 EC2 가용 영역입니다.
이 클러스터에 속한 모든 노드는 기본 가용 영역에 배치됩니다. 여러 가용 영역에서 노드를 생성하려는
경우 PreferredAvailabilityZones를 참조하십시오.
기본값: 시스템에서 선택한 가용 영역.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PreferredAvailabilityZones
캐시 노드가 생성되는 가용 영역의 목록입니다. 목록의 영역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은 Memcached에서만 지원됩니다.

Note
Amazon VPC(권장)에서 클러스터를 생성할 경우 선택한 서브넷 그룹의 서브넷과 연결된 가용
영역에만 노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가용 영역 수는 NumCacheNodes 값과 같아야 합니다.
모든 노드를 동일 가용 영역에 생성하려면 PreferredAvailabilityZone을 사용하거나, 목록에 가
용 영역을 여러 번 지정합니다.
기본값: 시스템에서 선택한 가용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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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PreferredMaintenanceWindow
클러스터에 대해 유지 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주 단위 기간을 지정합니다. ddd:hh24:middd:hh24:mi(24H 시계 UTC) 형식의 범위로 지정됩니다. 최소 유지 관리 기간은 60분입니다. ddd에 유
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러스터에 대해 유지 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주 단위 기간을 지정합니다. ddd:hh24:middd:hh24:mi(24H 시계 UTC) 형식의 범위로 지정됩니다. 최소 유지 관리 기간은 60분입니다.
ddd에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예: sun:23:00-mon:01:30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apshotArns
Amazon S3에 저장된 Redis RDB 스냅샷 파일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포
함하는 단일 요소 문자열 목록입니다. 스냅샷 파일은 노드 그룹(샤드)을 채우는 데 사용됩니다. ARN의
Amazon S3 객체 이름에는 쉼표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Engine 파라미터가 redis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 ARN의 예: arn:aws:s3:::my_bucket/snapshot1.rdb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napshotName
데이터를 새로운 노드 그룹(샤드)로 복원할 Redis 스냅샷 이름입니다. 새로운 노드 그룹(샤드)이 생성되
는 동안 스냅샷 상태는 restoring으로 변경됩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Engine 파라미터가 redis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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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SnapshotRetentionLimit
ElastiCache가 삭제하기 전에 자동 스냅샷을 보관하는 기간(일)입니다. 예를 들어
SnapshotRetentionLimit를 5로 설정할 경우 오늘 생성된 스냅샷은 5일간 보관되었다가 삭제됩니
다.

Note
이 파라미터는 Engine 파라미터가 redis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0(이 캐시 클러스터에 대해 자동 백업이 비활성화됨).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apshotWindow
ElastiCache가 노드 그룹(샤드)의 일일 스냅샷 생성을 시작하는 일일 시간 범위(UTC)입니다.
예: 05:00-09:00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ElastiCache는 적절한 시간 범위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Engine 파라미터가 redis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리소스에 추가할 태그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SecurityGroupIds
클러스터와 연결된 하나 이상의 VPC 보안 그룹입니다.
Amazon VPC(Amazon Virtual Private Cloud)에서 클러스터를 생성할 경우에만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십
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Logical ID를 입력하면 Ref는 해당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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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onfigurationEndpoint.Address
캐시 노드의 DNS 호스트 이름입니다.

Note
Redis(클러스터 모드 비활성화) 복제 그룹에는 이 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Fn::GetAtt는
복제 그룹이 클러스터를 지었을 경우에만 이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Fn::GetAtt가 실패합니다.
ConfigurationEndpoint.Port
Memcached 캐시 클러스터 구성 엔드포인트의 포트 번호입니다.

Note
Redis(클러스터 모드 비활성화) 복제 그룹에는 이 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Fn::GetAtt는
복제 그룹이 클러스터를 지었을 경우에만 이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Fn::GetAtt가 실패합니다.
RedisEndpoint.Address
Redis 캐시 클러스터 구성 엔드포인트의 DNS 주소입니다.
RedisEndpoint.Port
Redis 캐시 클러스터 구성 엔드포인트의 포트 번호입니다.

예제
기본 VPC의 클러스터
다음 코드 조작에서는 기본 VPC에 있는 보안 그룹 내 Elasticache 클러스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VPC 안에 있는 보안 그룹의 경우 VPC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보안 그룹에 기본 VPC가 사용되므로
VPC ID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안 그룹에 대해 VPC를 지정하려면 VpcId 속성을 지정합니다.
캐시 클러스터의 경우 VpcSecurityGroupIds 속성은 보안 그룹과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VpcSecurityGroupIds 속성에 보안 그룹 ID(보안 그룹 이름 아님)가 필요하므로, 이 템플릿 코드 조각에
서는 Fn::GetAtt 리소스에 대해 Ref 함수 대신에 ElasticacheSecurityGroup를 사용합니다. Ref 함
수는 보안 그룹 이름을 반환합니다. 보안 그룹의 VPC ID를 지정할 경우 Ref는 보안 그룹 ID를 반환합니다.
InstanceSecurityGroup은 실제로 이 예제에 정의되지 않은 보안 그룹의 논리적 이름을 참조합니다.
SourceSecurityGroupName 속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AWS::EC2::SecurityGroupIngress를 참조하
십시오.

JSON
{

"Elasticache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Elasticache Securit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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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tcp",
"FromPort": 11211,
"ToPort": 11211,
"SourceSecurityGroupName": {
"Ref": "InstanceSecurityGroup"
}
}
]

}

}
},
"ElasticacheCluster": {
"Type": "AWS::ElastiCache::CacheCluster",
"Properties": {
"Engine": "memcached",
"CacheNodeType": "cache.t2.micro",
"NumCacheNodes": "1",
"VpcSecurityGroupIds": [
{
"Fn::GetAtt": [
"ElasticacheSecurityGroup",
"GroupId"
]
}
]
}
}

YAML
Elasticache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Elasticache Security Group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11211
ToPort: 11211
SourceSecurityGroupName: !Ref InstanceSecurityGroup
ElasticacheCluster:
Type: 'AWS::ElastiCache::CacheCluster'
Properties:
Engine: memcached
CacheNodeType: cache.t2.micro
NumCacheNodes: '1'
VpcSecurityGroupIds:
- !GetAtt
- ElasticacheSecurityGroup
- GroupId

여러 가용 영역의 Memcached 노드
다음 예제에서는 세 개 노드를 포함하는 캐시 클러스터를 시작합니다. 이 캐시 클러스터에서 두 개 노드는
us-west-2a에서 생성되고 하나는 us-west-2b에서 생성됩니다.

JSON
{

"myCacheCluster": {
"Type": "AWS::ElastiCache::CacheCluster",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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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ZMode": "cross-az",
"CacheNodeType": "cache.m3.medium",
"Engine": "memcached",
"NumCacheNodes": "3",
"PreferredAvailabilityZones": [
"us-west-2a",
"us-west-2a",
"us-west-2b"
]

YAML
myCacheCluster:
Type: 'AWS::ElastiCache::CacheCluster'
Properties:
AZMode: cross-az
CacheNodeType: cache.m3.medium
Engine: memcached
NumCacheNodes: '3'
PreferredAvailabilityZones:
- us-west-2a
- us-west-2a
- us-west-2b

참고 항목
• Amazon ElastiCache API 참조 가이드의 CreateCacheParameterGroup
• Amazon ElastiCache API 참조 가이드의 ModifyCacheParameterGroup

AWS::ElastiCache::CacheCluster CloudWatchLogsDestinationDetails
CloudWatch 로그 대상의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이 필드는 CloudWatch Logs를 대상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필수로 표시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ogGroup" : String

YAML
LogGroup: String

Properties
LogGroup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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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ache::CacheCluster DestinationDetails
CloudWatch 로그 대상 또는 Kinesis Data Firehose 대상의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oudWatchLogsDetails" : CloudWatchLogsDestinationDetails (p. 2940),
"KinesisFirehoseDetails" : KinesisFirehoseDestinationDetails (p. 2941)

YAML
CloudWatchLogsDetails:
CloudWatchLogsDestinationDetails (p. 2940)
KinesisFirehoseDetails:
KinesisFirehoseDestinationDetails (p. 2941)

Properties
CloudWatchLogsDetails
CloudWatch 로그 대상의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이 필드는 CloudWatch Logs를 대상으로 선택한 경우
에만 필수로 표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oudWatchLogsDestinationDetails (p. 294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inesisFirehoseDetails
Kinesis Data Firehose 대상의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이 필드는 Kinesis Data Firehose을(를) 대상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필수로 표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inesisFirehoseDestinationDetails (p. 294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ache::CacheCluster KinesisFirehoseDestinationDetails
Kinesis Data Firehose 대상의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이 필드는 Kinesis Data Firehose을(를) 대상으로 선택
한 경우에만 필수로 표시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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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DeliveryStream" : String

YAML
DeliveryStream: String

Properties
DeliveryStream
Kinesis Data Firehose 전달 스트림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ache::CacheCluster LogDeliveryConfigurationRequest
로그의 대상, 형식 및 유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Details" : DestinationDetails (p. 2941),
"DestinationType" : String,
"LogFormat" : String,
"LogType" : String

YAML
DestinationDetails:
DestinationDetails (p. 2941)
DestinationType: String
LogFormat: String
LogType: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Details
CloudWatch Logs 대상 또는 Kinesis Data Firehose 대상의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stinationDetails (p. 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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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Type
대상 유형으로 CloudWatch Logs 또는 Kinesis Data Firehose를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은
cloudwatch-logs 또는 kinesis-fireho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Format
유효한 값은 json 또는 text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Type
유효한 값은 slow-log입니다. slow-log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ache::GlobalReplicationGroup
쓰기를 허용하는 기본 클러스터와 다른 Amazon 리전에 상주하는 연결된 보조 클러스터로 구성됩니다. 보조
클러스터는 읽기만 허용합니다. 기본 클러스터는 업데이트를 보조 클러스터에 자동으로 복제합니다.
• GlobalReplicationGroupIdSuffix는 보조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글로벌 데이터 스토어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lastiCache::GlobalReplicationGroup",
"Properties" : {
"AutomaticFailoverEnabled" : Boolean,
"CacheNodeType" : String,
"CacheParameterGroupName" : String,
"EngineVersion" : String,
"GlobalNodeGroupCount" : Integer,
"GlobalReplicationGroupDescription" : String,
"GlobalReplicationGroupIdSuffix" : String,
"Members" : [ GlobalReplicationGroupMember (p. 2946), ... ],
"RegionalConfigurations" : [ RegionalConfiguration (p. 29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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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ElastiCache::GlobalReplicationGroup
Properties:
AutomaticFailoverEnabled: Boolean
CacheNodeType: String
CacheParameterGroupName: String
EngineVersion: String
GlobalNodeGroupCount: Integer
GlobalReplicationGroupDescription: String
GlobalReplicationGroupIdSuffix: String
Members:
- GlobalReplicationGroupMember (p. 2946)
RegionalConfigurations:
- RegionalConfiguration (p. 2946)

Properties
AutomaticFailoverEnabled
기존 기본이 실패하면 읽기 전용 복제본이 읽기/쓰기 기본으로 자동으로 승격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AutomaticFailoverEnabled는 Redis(클러스터 모드 활성화됨) 복제 그룹에서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NodeType
글로벌 데이터 스토어의 캐시 노드 유형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ParameterGroupName
글로벌 데이터 스토어에 사용할 캐시 파라미터 그룹의 이름입니다. 글로벌 데이터스토어에 사용되는 주
엔진 버전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gineVersion
Elasticache Redis 엔진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lobalNodeGroupCount
글로벌 데이터 스토어를 구성하는 노드 그룹의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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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lobalReplicationGroupDescription
글로벌 데이터 스토어에 대한 선택적 설명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lobalReplicationGroupIdSuffix
글로벌 데이터 스토어의 접미사 이름입니다. 접미사는 여러 리전에서 글로벌 데이터 스토어 이름의 고유
성을 보장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mbers
글로벌 데이터 스토어를 구성하는 복제 그룹입니다.
Required: 예
Type: List of GlobalReplicationGroupMember (p. 29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onalConfigurations
글로벌 데이터 스토어를 구성하는 Amazon 리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gionalConfiguration (p. 2946)의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Fn::GetAtt
GlobalReplicationGroupId
보조 클러스터를 글로벌 복제 그룹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ID입니다.
Status
글로벌 데이터 스토어의 상태입니다. Creating, Modifying, Available, Deleting 또는
Primary-Only일 수 있습니다. 기본 전용 상태는 글로벌 데이터 스토어에 기본 클러스터만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모든 보조 클러스터가 삭제되거나 성공적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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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lastiCache::GlobalReplicationGroup GlobalReplicationGroupMember
글로벌 데이터 스토어의 멤버입니다. 여기에는 복제 그룹 ID, Amazon 리전 및 복제 그룹의 역할이 포함됩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plicationGroupId" : String,
"ReplicationGroupRegion" : String,
"Role" : String

YAML
ReplicationGroupId: String
ReplicationGroupRegion: String
Role: String

Properties
ReplicationGroupId
글로벌 데이터 스토어 멤버의 복제 그룹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licationGroupRegion
전역 데이터 스토어 멤버의 Amazon 리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
복제 그룹의 역할(기본 또는 보조)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ache::GlobalReplicationGroup RegionalConfiguration
복제 그룹 목록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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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ReplicationGroupId" : String,
"ReplicationGroupRegion" : String,
"ReshardingConfigurations" : [ ReshardingConfiguration (p. 2947), ... ]

YAML
ReplicationGroupId: String
ReplicationGroupRegion: String
ReshardingConfigurations:
- ReshardingConfiguration (p. 2947)

Properties
ReplicationGroupId
보조 클러스터의 이름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licationGroupRegion
클러스터가 저장된 Amazon 리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hardingConfigurations
다시 공유된 클러스터의 노드 그룹 구성을 지정하는 PreferredAvailabilityZones 객체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hardingConfiguration (p. 2947)의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ache::GlobalReplicationGroup ReshardingConfiguration
리샤딩된 클러스터의 노드 그룹 구성을 지정하는 PreferredAvailabilityZones 객체 목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odeGroupId" : String,
"PreferredAvailabilityZones" : [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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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NodeGroupId: String
PreferredAvailabilityZones:
- String

Properties
NodeGroupId
구성 값이 적용되는 노드 그룹에 대해 Redis용 ElastiCache에서 제공하는 4자리 ID 또는 사용자가 제공
하는 I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4
Pattern: \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erredAvailabilityZones
이 클러스터의 노드에 대한 기본 설정 가용 영역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ache::ParameterGroup
AWS::ElastiCache::ParameterGroup 유형은 새로운 캐시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합니다. 캐시 파라미
터 그룹은 캐시 클러스터의 파라미터를 제어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lastiCache::ParameterGroup",
"Properties" : {
"CacheParameterGroupFamily" : String,
"Description" : String,
"Properties" : {Key : Value, ...},
"Tags" : [ Tag, ... ]
}

YAML
Type: AWS::ElastiCache::Parameter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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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acheParameterGroupFamily: String
Description: String
Properties:
Key : Value
Tags:
- Tag

Properties
CacheParameterGroupFamily
이 캐시 파라미터 그룹과 호환되는 캐시 파라미터 그룹 패밀리의 이름입니다.
유효한 값: memcached1.4 | memcached1.5 | memcached1.6 | redis2.6 | redis2.8 | redis3.2 |
redis4.0 | redis5.0 | redis6.x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이 캐시 파라미터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perties
파라미터 이름/값 페어의 쉼표로 구분된 목록.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ache API 참조 가이드의
ModifyCacheParameterGroup을 참조하십시오.
예:
"Properties" : {
"cas_disabled" : "1",
"chunk_size_growth_factor" : "1.02"
}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ElastiCache 파라미터 그룹에 추가할 수 있는 태그입니다. 태그는 키/값 페어로 구성됩니다. 태그를 사용
하여 모든 파라미터 그룹을 범주화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null 값을 가진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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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Logical ID를 입력하면 Ref는 해당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십시오.

예제
JSON
{

}

"MyParameterGroup": {
"Type": "AWS::ElastiCache::ParameterGroup",
"Properties": {
"Description": "MyNewParameterGroup",
"CacheParameterGroupFamily": "memcached1.4",
"Properties": {
"cas_disabled": "1",
"chunk_size_growth_factor": "1.02"
}
}
}

YAML
MyParameterGroup:
Type: 'AWS::ElastiCache::ParameterGroup'
Properties:
Description: MyNewParameterGroup
CacheParameterGroupFamily: memcached1.4
Properties:
cas_disabled: '1'
chunk_size_growth_factor: '1.02'

참고 항목
• Amazon ElastiCache API 참조 가이드의 CreateCacheParameterGroup
• Amazon ElastiCache API 참조 가이드의 ModifyCacheParameterGroup
• Amazon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리소스는 Amazon ElastiCache Redis 복제 그룹을 생성합니
다. Redis(클러스터 모드 비활성화) 복제 그룹은 캐시 클러스터 모음으로, 이 모음에서 클러스터 중 하나는
프라이머리 읽기-전용 클러스터이고 나머지는 읽기 전용 복제본입니다.
Redis 클러스터 모드 사용 클러스터는 1~90개의 샤드(API/CLI: 노드 그룹)로 구성됩니다. 각 샤드에는 기본
노드 1개와 최대 5개의 읽기 전용 복제본 노드가 있습니다. 이 구성은 90개의 샤드 및 0개의 복제본부터 15개
의 샤드 및 5개의 복제본까지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허용되는 최대 복제본 수입니다.
Redis 엔진 버전이 5.0.6 이상인 경우 노드 또는 샤드 한도를 클러스터당 최대 50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83개 샤드(샤드당 기본 1개와 복제본 5개)에서 500개 샤드(기본 1개와 복제본 없음) 범위의 500개 노
드 클러스터를 구성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IP 주소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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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넷 그룹에 있는 서브넷의 CIDR 범위가 너무 작거나 서브넷을 샤드로 분할하여 다른 클러스터에서 과도
하게 사용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함정에 유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브넷 그룹 생성을 참조하세요. 5.0.6
이하의 버전에서 한도는 클러스터당 250개입니다.
한도 증가를 요청하려면 Amazon 서비스 한도를 참조하고 한도 유형을 인스턴스 유형별 클러스터당 노드로
선택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Properties" : {
"AtRestEncryptionEnabled" : Boolean,
"AuthToken" : String,
"AutomaticFailoverEnabled" : Boolean,
"AutoMinorVersionUpgrade" : Boolean,
"CacheNodeType" : String,
"CacheParameterGroupName" : String,
"CacheSecurityGroupNames" : [ String, ... ],
"CacheSubnetGroupName" : String,
"Engine" : String,
"EngineVersion" : String,
"GlobalReplicationGroupId" : String,
"KmsKeyId" : String,
"LogDeliveryConfigurations" : [ LogDeliveryConfigurationRequest (p. 2965), ... ],
"MultiAZEnabled" : Boolean,
"NodeGroupConfiguration" : [ NodeGroupConfiguration (p. 2966), ... ],
"NotificationTopicArn" : String,
"NumCacheClusters" : Integer,
"NumNodeGroups" : Integer,
"Port" : Integer,
"PreferredCacheClusterAZs" : [ String, ... ],
"PreferredMaintenanceWindow" : String,
"PrimaryClusterId" : String,
"ReplicasPerNodeGroup" : Integer,
"ReplicationGroupDescription" : String,
"ReplicationGroupId" : String,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napshotArns" : [ String, ... ],
"SnapshotName" : String,
"SnapshotRetentionLimit" : Integer,
"SnapshottingClusterId" : String,
"SnapshotWindow" : String,
"Tags" : [ Tag, ... ],
"TransitEncryptionEnabled" : Boolean,
"UserGroupIds" : [ String, ... ]
}

YAML
Type: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Properties:
AtRestEncryptionEnabled: Boolean
AuthToken: String
AutomaticFailoverEnabled: Boolean
AutoMinorVersionUpgrade: Boolean
CacheNodeType: String
CacheParameterGroup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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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heSecurityGroupNames:
- String
CacheSubnetGroupName: String
Engine: String
EngineVersion: String
GlobalReplicationGroupId: String
KmsKeyId: String
LogDeliveryConfigurations:
- LogDeliveryConfigurationRequest (p. 2965)
MultiAZEnabled: Boolean
NodeGroupConfiguration:
- NodeGroupConfiguration (p. 2966)
NotificationTopicArn: String
NumCacheClusters: Integer
NumNodeGroups: Integer
Port: Integer
PreferredCacheClusterAZs:
- String
PreferredMaintenanceWindow: String
PrimaryClusterId: String
ReplicasPerNodeGroup: Integer
ReplicationGroupDescription: String
ReplicationGroupId: String
SecurityGroupIds:
- String
SnapshotArns:
- String
SnapshotName: String
SnapshotRetentionLimit: Integer
SnapshottingClusterId: String
SnapshotWindow: String
Tags:
- Tag
TransitEncryptionEnabled: Boolean
UserGroupIds:
- String

Properties
AtRestEncryptionEnabled
true로 설정된 경우 유휴 시 암호화를 활성화하는 플래그입니다.
복제 그룹이 생성된 후에는 AtRestEncryptionEnabled 값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복제 그룹에 대해
유휴 시 암호화를 활성화하려면 복제 그룹을 만들 때 AtRestEncryptionEnabled를 true로 설정해
야 합니다.
필수: 앞으로 Redis 버전 3.2.6 또는 4.x를 사용하여 Amazon VPC에 복제 그룹을 만들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fals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uthToken
예약된 파라미터입니다. 암호로 보호된 서버에 액세스할 때 사용하는 암호입니다.
AuthToken는 TransitEncryptionEnabled가 true인 경우에 복제 그룹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Redis AUTH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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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HIPAA 규정 준수를 위해 TransitEncryptionEnabled를 true, AuthToken,
CacheSubnetGroup로 지정하십시오.
암호 제약:
• 인쇄 가능한 ASCII 문자여야만 합니다.
• 최소 16자 이상이어야 하고 128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
• '/', '"', '@'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redis.io/commands/AUTH의 AUTH password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AutomaticFailoverEnabled
기존 기본이 실패하면 읽기 전용 복제본이 읽기/쓰기 기본으로 자동으로 승격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AutomaticFailoverEnabled는 Redis(클러스터 모드 활성화됨) 복제 그룹에서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값: fals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oMinorVersionUpgrade
이 파라미터는 현재 비활성화되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NodeType
노드 그룹(샤드) 내 노드의 컴퓨팅 및 메모리 용량입니다.
ElastiCache는 다음 노드 유형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세대 유형은 이전 세대의 동급 제품에 비
해 더 많은 메모리와 컴퓨팅 파워를 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 범용:
• 현재 세대:
M6g 노드 유형: cache.m6g.large, cache.m6g.xlarge, cache.m6g.2xlarge,
cache.m6g.4xlarge, cache.m6g.12xlarge, cache.m6g.24xlarge
M5 노드 유형: cache.m5.large, cache.m5.xlarge, cache.m5.2xlarge,
cache.m5.4xlarge, cache.m5.12xlarge, cache.m5.24xlarge
M4 노드 유형: cache.m4.large, cache.m4.xlarge, cache.m4.2xlarge,
cache.m4.4xlarge, cache.m4.10x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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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 노드 유형: cache.t3.micro, cache.t3.small, cache.t3.medium
T2 노드 유형: cache.t2.micro, cache.t2.small, cache.t2.medium
• 이전 세대: (권장하지 않음)
T1 노드 유형: cache.t1.micro
M1 노드 유형: cache.m1.small, cache.m1.medium, cache.m1.large, cache.m1.xlarge
M3 노드 유형: cache.m3.medium, cache.m3.large, cache.m3.xlarge,
cache.m3.2xlarge
• 컴퓨팅 최적화:
• 이전 세대: (권장하지 않음)
C1 노드 유형: cache.c1.xlarge
• 메모리 최적화:
• 현재 세대:
R6g 노드 유형: cache.r6g.large, cache.r6g.xlarge, cache.r6g.2xlarge,
cache.r6g.4xlarge, cache.r6g.12xlarge, cache.r6g.24xlarge
R5 노드 유형: cache.r5.large, cache.r5.xlarge, cache.r5.2xlarge,
cache.r5.4xlarge, cache.r5.12xlarge, cache.r5.24xlarge
R4 노드 유형: cache.r4.large, cache.r4.xlarge, cache.r4.2xlarge,
cache.r4.4xlarge, cache.r4.8xlarge, cache.r4.16xlarge
• 이전 세대: (권장하지 않음)
M2 노드 유형: cache.m2.xlarge, cache.m2.2xlarge, cache.m2.4xlarge
R3 노드 유형: cache.r3.large, cache.r3.xlarge, cache.r3.2xlarge,
cache.r3.4xlarge, cache.r3.8xlarge
리전 가용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리전별로 지원되는 노드 유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ParameterGroupName
이 복제 그룹과 연결할 파라미터 그룹의 이름입니다. 이 인수를 생략하면 지정된 엔진의 기본 캐시 파라
미터 그룹이 사용됩니다.
Redis 버전 3.2.4 이상을 실행 중이고 노드 그룹이 하나(샤드)만 있고 기본 파라미터 그룹을 사용하고 싶
은 경우, 파라미터 그룹을 이름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Redis(클러스터 모드 비활성화됨) 복제 그룹을 만들려면
CacheParameterGroupName=default.redis3.2를 사용합니다.
• Redis(클러스터 모드 활성화됨) 복제 그룹을 만들려면
CacheParameterGroupName=default.redis3.2.cluster.on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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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heSecurityGroupNames
복제 그룹과 연결할 캐시 보안 그룹 이름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SubnetGroupName
복제 그룹에 사용할 캐시 서브넷 그룹의 이름입니다.

Important
Amazon VPC에서 클러스터를 시작하는 경우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전에 서브넷 그룹을 생성해
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ElastiCache::SubnetGroup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gine
이 복제 그룹의 클러스터에 사용할 캐시 엔진의 이름입니다. Redis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gineVersion
이 복제 그룹의 클러스터에 사용할 캐시 엔진의 버전 번호입니다. 지원되는 캐시 엔진 버전을 보려면
DescribeCacheEngineVersions 작업을 사용하십시오.
중요: 더 최신 엔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만(ElastiCache 사용 설명서의 Selecting a Cache
Engine and Version 참조), 이전 엔진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엔진 버전을 사용
하려면, 기존 클러스터 또는 복제 그룹을 삭제하고 이전 엔진 버전을 통해 새로 생성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lobalReplicationGroupId
글로벌 데이터 스토어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msKeyId
클러스터에서 디스크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KMS 키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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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gDeliveryConfigurations
로그의 대상, 형식 및 유형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gDeliveryConfigurationRequest (p. 296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ultiAZEnabled
내결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중 AZ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입니다. 자세한 내용
은 가동 중단 시간 최소화: 다중 AZ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deGroupConfiguration
NodeGroupConfiguration 은 Amazon ElastiCache(ElastiCache) Redis 클러스터 노드 그룹을 구성
하는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UseOnlineResharding을 true로 지정할 경우 중단 없이 NodeGroupConfiguration을 업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UseOnlineResharding이 false로 지정되거나 지정되지 않은 경우
NodeGroupConfiguration을 업데이트하면 대체가 발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odeGroupConfiguration (p. 2966)의 목록 (p. 2966)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NotificationTopicArn
알림이 전송되는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SNS) 주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Note
Amazon SNS 주제 소유자는 클러스터 소유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CacheClusters
이 복제 그룹이 처음에 보유한 클러스터 수입니다.
노드 그룹(샤드)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ReplicasPerNodeGroup을 사용해야 합니다.
AutomaticFailoverEnabled가 true이면 이 파라미터의 값이 2 이상이어야 합니다.
AutomaticFailoverEnabled가 false이면 이 파라미터를 생략하거나(기본값이 1이 됨) 2~6의 값을
명시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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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CacheClusters에 허용되는 최댓값은 6입니다(기본 1개와 복제본 5개).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NodeGroups
이 Redis(클러스터 모드 활성화됨) 복제 그룹의 노드 그룹(샤드) 수를 지정하는 선택적 파라미터입니다.
Redis(클러스터 모드 비활성화됨)의 경우 이 파라미터를 생략하거나 1로 설정합니다.
UseOnlineResharding을 true로 지정할 경우 중단 없이 NumNodeGroups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UseOnlineResharding이 false로 지정되거나 지정되지 않은 경우 NumNodeGroups을 업데이트하
면 대체가 발생합니다.
기본값: 1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Port
복제 그룹의 각 멤버가 연결을 허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eferredCacheClusterAZs
복제 그룹의 클러스터가 생성되는 EC2 가용 영역의 목록입니다. 목록의 가용 영역 순서는 클러스터가
할당되는 순서입니다. 기본 클러스터는 목록의 첫 번째 AZ에 생성됩니다.
노드 그룹(샤드)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NodeGroupConfiguration을 사용해야 합니다.

Note
Amazon VPC에 복제 그룹을 만드는 경우(권장됨), 선택한 서브넷 그룹의 서브넷과 연결된 가용
영역의 클러스터만 찾을 수 있습니다.
목록의 가용 영역 수는 NumCacheClusters 값과 같아야 합니다.
기본값: 시스템에서 선택한 가용 영역.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eferredMaintenanceWindow
클러스터에 대해 유지 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주 단위 기간을 지정합니다. ddd:hh24:middd:hh24:mi(24H 시계 UTC) 형식의 범위로 지정됩니다. 최소 유지 관리 기간은 60분입니다.
ddd에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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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예: sun:23:00-mon:01:30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maryClusterId
이 복제 그룹의 기본 역할을 하는 클러스터의 식별자입니다. 이 클러스터는 이미 있고 상태가
available이어야 합니다.
NumCacheClusters, NumNodeGroups 또는 ReplicasPerNodeGroup이 지정된 경우 이 파라미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licasPerNodeGroup
각 노드 그룹(샤드)의 복제본 노드의 수를 지정하는 선택적 파라미터입니다. 유효한 값은 0~5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plicationGroupDescription
복제 그룹에 대해 사용자가 작성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licationGroupId
복제 그룹 식별자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소문자 문자열로 저장됩니다.
제약 조건:
• 이름은 1~40자의 영숫자 문자 또는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첫 번째 자리는 문자여야 합니다.
• 이름은 하이픈으로 끝나거나 하이픈이 2개 연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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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urityGroupIds
이 복제 그룹과 연결된 하나 이상의 Amazon VPC 보안 그룹입니다.
Amazon Virtual Private Cloud(Amazon VPC)에 복제 그룹을 만들 때만 이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apshotArns
Amazon S3에 저장된 Redis RDB 스냅샷 파일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의 목록
입니다. 스냅샷 파일은 새 복제 그룹을 채우는 데 사용됩니다. ARN의 Amazon S3 객체 이름에는 쉼표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새 복제 그룹에는 NumNodeGroups 파라미터로 지정되는 노드 그룹(콘솔: 샤드)의
수 또는 여기에 지정된 ARN의 수와 관계없이 NodeGroupConfiguration에 의해 구성된 노드 그룹의 수가
있게 됩니다.
Amazon S3 ARN의 예: arn:aws:s3:::my_bucket/snapshot1.rdb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napshotName
데이터를 새 복제 그룹으로 복원할 스냅샷의 이름입니다. 새 복제 그룹이 생성되는 동안 스냅샷 상태는
restoring으로 바뀝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napshotRetentionLimit
ElastiCache가 삭제하기 전에 자동 스냅샷을 보관하는 기간(일)입니다. 예를 들면
SnapshotRetentionLimit를 5로 설정할 경우 오늘 생성된 스냅샷은 5일간 보관되었다가 삭제됩니
다.
기본값: 0(즉, 이 클러스터에서 자동 백업이 비활성화됨).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apshottingClusterId
복제 그룹의 일일 스냅샷 소스로 사용되는 클러스터의 ID입니다. Redis(클러스터 모드 활성화됨) 복제
그룹에는 이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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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apshotWindow
ElastiCache가 노드 그룹(샤드)의 일일 스냅샷 생성을 시작하는 일일 시간 범위(UTC)입니다.
예: 05:00-09:00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ElastiCache는 적절한 시간 범위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리소스에 추가할 태그 목록입니다. 태그는 쉼표로 구분된 키,값 페어입니다(예: 키=myKey, 값
=myKeyValue). 키=myKey, 값=myKeyValue 키=mySecondKey, 값=mySecondKeyValue와 같이 태
그를 여러 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복제 그룹의 태그는 모든 노드에 복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itEncryptionEnabled
true로 설정된 경우 전송 중 암호화를 활성화하는 플래그입니다.
클러스터가 생성된 후에는 TransitEncryptionEnabled 값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클러스터에서 전
송 중 암호화를 활성화하려면 클러스터를 만들 때 TransitEncryptionEnabled를 true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Engine 파라미터가 redis이고, EngineVersion 파라미터가 3.2.6 또는 4.x 또는
5.x이며, 클러스터가 Amazon VPC에서 생성 중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를 활성화하는 경우 CacheSubnetGroup의 값도 지정해야 합니다.
필수: 앞으로 Redis 버전 3.2.6 또는 4.x를 사용하여 Amazon VPC에 복제 그룹을 만들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false

Important
HIPAA 규정 준수를 위해 TransitEncryptionEnabled를 true, AuthToken,
CacheSubnetGroup로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rGroupIds
복제 그룹에 연결할 사용자 그룹의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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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입력하면 Ref는 해당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십시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onfigurationEndPoint.Address
캐시 노드의 DNS 호스트 이름입니다.

Note
Redis(클러스터 모드 비활성화) 복제 그룹에는 이 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Fn::GetAtt는
복제 그룹이 클러스터를 지었을 경우에만 이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그렇지 않
으면 Fn::GetAtt가 실패합니다. Redis(클러스터 모드 비활성화) 복제 그룹의 경우
PrimaryEndpoint 또는 ReadEndpoint 속성을 사용합니다.
ConfigurationEndPoint.Port
캐시 엔진에서 수신 대기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PrimaryEndPoint.Address
기본 읽기-쓰기 캐시 노드의 DNS 주소입니다.
PrimaryEndPoint.Port
기본 읽기-쓰기 캐시 엔진에서 수신 대기하는 포트의 번호입니다.
ReadEndPoint.Addresses
기본 및 읽기 전용 복제본의 엔드포인트 목록을 포함하는 문자열입니다. 주소 순서가
ReadEndPoint.Ports 속성의 포트 순서로 매핑됩니다.
ReadEndPoint.Addresses.List
읽기 전용 복제본의 엔드포인트 목록을 포함하는 문자열입니다. 주소 순서가 ReadEndPoint.Ports
속성의 포트 순서로 매핑됩니다.
ReadEndPoint.Ports
읽기 전용 복제본의 포트 목록을 포함하는 문자열입니다. 포트 순서가 ReadEndPoint.Addresses 속
성의 주소 순서로 매핑됩니다.
ReadEndPoint.Ports.List
읽기 전용 복제본의 포트 목록을 포함하는 문자열입니다. 포트 순서가 ReadEndPoint.Addresses 속성의
주소 순서로 매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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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EndPoint.Address
리더 엔드포인트의 주소입니다.
ReaderEndPoint.Port
리더 엔드포인트에 사용되는 포트입니다.

예제
두 개 노드를 포함하는 복제 그룹 선언
다음 예제에서는 두 개 노드를 포함하고 자동 장애 조치가 활성화된 복제 그룹을 선언합니다.

JSON
{

}

"myReplicationGroup": {
"Type":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Properties": {
"ReplicationGroupDescription": "my description",
"NumCacheClusters": "2",
"Engine": "redis",
"CacheNodeType": "cache.m3.medium",
"AutomaticFailoverEnabled": "true",
"CacheSubnetGroupName": "subnetgroup",
"EngineVersion": "2.8.6",
"PreferredMaintenanceWindow": "wed:09:25-wed:22:30",
"SnapshotRetentionLimit": "4",
"SnapshotWindow": "03:30-05:30"
}
}

YAML
myReplicationGroup:
Type: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Properties:
ReplicationGroupDescription: my description
NumCacheClusters: '2'
Engine: redis
CacheNodeType: cache.m3.medium
AutomaticFailoverEnabled: 'true'
CacheSubnetGroupName: subnetgroup
EngineVersion: 2.8.6
PreferredMaintenanceWindow: 'wed:09:25-wed:22:30'
SnapshotRetentionLimit: '4'
SnapshotWindow: '03:30-05:30'

두 개 노드 그룹을 포함하는 복제 그룹 선언
다음 예제에서는 각 그룹마다 세 개 복제본이 들어 있는 두 개 노드 그룹(샤드)을 포함하는 복제 그룹을 선언
합니다.

JSON
{

"BasicReplication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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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Properties": {
"AutomaticFailoverEnabled": true,
"CacheNodeType": "cache.r3.large",
"CacheSubnetGroupName": {
"Ref": "CacheSubnetGroup"
},
"Engine": "redis",
"EngineVersion": "3.2",
"NumNodeGroups": "2",
"ReplicasPerNodeGroup": "3",
"Port": 6379,
"PreferredMaintenanceWindow": "sun:05:00-sun:09:00",
"ReplicationGroupDescription": "A sample replication group",
"SecurityGroupIds": [
{
"Ref": "ReplicationGroupSG"
}
],
"SnapshotRetentionLimit": 5,
"SnapshotWindow": "10:00-12:00"
}

YAML
BasicReplicationGroup:
Type: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Properties:
AutomaticFailoverEnabled: true
CacheNodeType: cache.r3.large
CacheSubnetGroupName: !Ref CacheSubnetGroup
Engine: redis
EngineVersion: '3.2'
NumNodeGroups: '2'
ReplicasPerNodeGroup: '3'
Port: 6379
PreferredMaintenanceWindow: 'sun:05:00-sun:09:00'
ReplicationGroupDescription: A sample replication group
SecurityGroupIds:
- !Ref ReplicationGroupSG
SnapshotRetentionLimit: 5
SnapshotWindow: '10:00-12:00'

참고 항목
Amazon ElastiCache API 참조 가이드의 CreateReplicationGroup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CloudWatchLogsDestinationDetails
CloudWatch 로그 대상의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이 필드는 CloudWatch Logs를 대상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필수로 표시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LogGroup"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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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LogGroup: String

Properties
LogGroup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DestinationDetails
CloudWatch 로그 대상 또는 Kinesis Data Firehose 대상의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oudWatchLogsDetails" : CloudWatchLogsDestinationDetails (p. 2963),
"KinesisFirehoseDetails" : KinesisFirehoseDestinationDetails (p. 2965)

YAML
CloudWatchLogsDetails:
CloudWatchLogsDestinationDetails (p. 2963)
KinesisFirehoseDetails:
KinesisFirehoseDestinationDetails (p. 2965)

Properties
CloudWatchLogsDetails
CloudWatch 로그 대상의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이 필드는 CloudWatch Logs를 대상으로 선택한 경우
에만 필수로 표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oudWatchLogsDestinationDetails (p. 29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inesisFirehoseDetails
Kinesis Data Firehose 대상의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이 필드는 Kinesis Data Firehose을(를) 대상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필수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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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KinesisFirehoseDestinationDetails (p. 296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KinesisFirehoseDestinationDetails
Kinesis Data Firehose 대상의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이 필드는 Kinesis Data Firehose을(를) 대상으로 선택
한 경우에만 필수로 표시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liveryStream" : String

YAML
DeliveryStream: String

Properties
DeliveryStream
Kinesis Data Firehose 전달 스트림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LogDeliveryConfigurationRequest
로그의 대상, 형식 및 유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Details" : DestinationDetails (p. 2964),
"DestinationType" : String,
"LogFormat" : String,
"LogType" : String

YAML
Destination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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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ationDetails (p. 2964)
DestinationType: String
LogFormat: String
LogType: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Details
CloudWatch Logs 대상 또는 Kinesis Data Firehose 대상의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stinationDetails (p. 29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Type
대상 유형으로 CloudWatch Logs 또는 Kinesis Data Firehose를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은
cloudwatch-logs 또는 kinesis-fireho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Format
유효한 값은 json 또는 text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Type
유효한 값은 slow-log입니다. slow-log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NodeGroupConfiguration
NodeGroupConfiguration은 Amazon ElastiCache(ElastiCache) Redis 클러스터 노드 그룹을 구성하는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NodeGroupId" : String,
"PrimaryAvailabilityZon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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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licaAvailabilityZones" : [ String, ... ],
"ReplicaCount" : Integer,
"Slots" : String

YAML
NodeGroupId: String
PrimaryAvailabilityZone: String
ReplicaAvailabilityZones:
- String
ReplicaCount: Integer
Slots: String

Properties
NodeGroupId
구성 값이 적용되는 노드 그룹에 대해 Redis용 ElastiCache에서 제공하는 4자리 ID 또는 사용자가 제공
하는 I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4
Pattern: \d+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PrimaryAvailabilityZone
이 노드 그룹(샤드)의 기본 노드가 시작된 가용 영역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plicaAvailabilityZones
읽기 전용 복제본에 사용될 Availability Zones의 목록입니다. 이 목록의 가용 영역 수는 ReplicaCount
값과 일치해야 하며,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ReplicasPerNodeGroup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plicaCount
이 노드 그룹(샤드)에 있는 읽기 전용 복제본 노드의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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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ts
쉼표로 분리된 값의 문자열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값 세트는 슬롯 번호(0 기반)이고 두 번째 값 세트는
각 슬롯의 키스페이스입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세 개의 슬롯을 지정합니다(0, 1, 2로 번호가 매겨짐):
0,1,2,0-4999,5000-9999,10000-16,383.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ElastiCache에서 각 슬롯에 균등하게 키를 할당합니다.
중단 없이 노드 그룹의 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UseOnlineResharding 업데이트 정책을 사용할 때
ElastiCache에서는 지정된 수의 슬롯 사이에 키스페이스를 균등하게 분산합니다. 이는 나중에 업데
이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노드 그룹의 수를 업데이트한 이후 스택 템플릿에서 각
NodeGroupConfiguration의 Slots 속성에 지정된 값을 제거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각 노드 그룹의
실제 값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UseOnlineResharding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lastiCache::SecurityGroup
AWS::ElastiCache::SecurityGroup 리소스는 캐시 보안 그룹을 생성합니다. 캐시 보안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ache 사용 설명서의 CacheSecurityGroups 또는 Amazon ElastiCache API 참
조 가이드의 CreateCacheSecurityGroup을 참조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CreateCacheSubnetGroup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lastiCache::SecurityGroup",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ElastiCache::SecurityGroup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캐시 보안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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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ElastiCache 보안 그룹에 추가할 수 있는 태그입니다. 태그는 키/값 페어로 구성됩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모든 보안 그룹을 범주화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null 값을 가진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Logical ID를 입력하면 Ref는 해당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십시오.

AWS::ElastiCache::SecurityGroupIngress
AWS::ElastiCache::SecurityGroupIngress 유형은 지정된 Amazon EC2 보안 그룹 내 호스트에서 캐시 보안
그룹으로 수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ElastiCache 보안 그룹 수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ache API 참조 가이드의 AuthorizeCacheSecurityGroupIngress를 참조하세요.

Note
업데이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lastiCache::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 {
"CacheSecurityGroupName" : String,
"EC2SecurityGroupName" : String,
"EC2SecurityGroupOwnerId" : String
}

YAML
Type: AWS::ElastiCache::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CacheSecurityGroupName: String
EC2SecurityGroupName: String
EC2SecurityGroupOwnerId: String

Properties
CacheSecurityGroupName
승인할 캐시 보안 그룹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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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C2SecurityGroupName
권한 부여에 포함할 EC2 보안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C2SecurityGroupOwnerId
EC2SecurityGroupName 속성에 지정된 EC2 보안 그룹 소유자의 Amazon 계정 ID를 지정합니다.
Amazon 액세스 키 ID는 허용되는 값이 아닙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Logical ID를 입력하면 Ref는 해당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십시오.

AWS::ElastiCache::SubnetGroup
캐시 서브넷 그룹을 생성합니다. 캐시 서브넷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ache 사용 설명
서의 캐시 서브넷 그룹 또는 Amazon ElastiCache API 참조 가이드의 CreateCacheSubnetGroup을 참조하세
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lastiCache::SubnetGroup",
"Properties" : {
"CacheSubnetGroupNam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SubnetIds" : [ String,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ElastiCache::SubnetGroup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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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heSubnetGroupName: String
Description: String
SubnetIds:
- String
Tags:
- Tag

Properties
CacheSubnetGroupName
캐시 서브넷 그룹의 이름입니다. 이 값은 소문자 문자열로 저장됩니다.
제약: 서브넷 그룹 이름은 255자 미만의 영숫자 문자 또는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 mysubnetgroup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캐시 서브넷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s
캐시 서브넷 그룹의 EC2 서브넷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ElastiCache 서브넷 그룹에 추가할 수 있는 태그입니다. 태그는 키/값 페어로 구성됩니다. 태그를 사용하
여 모든 서브넷 그룹을 범주화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null 값을 가진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입력하면 Ref는 해당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십시오.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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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SubnetGroup": {
"Type": "AWS::ElastiCache::SubnetGroup",
"Properties": {
"Description": "Cache Subnet Group",
"SubnetIds": [
{
"Ref": "Subnet1"
},
{
"Ref": "Subnet2"
}
]
}
}

YAML
SubnetGroup:
Type: 'AWS::ElastiCache::SubnetGroup'
Properties:
Description: Cache Subnet Group
SubnetIds:
- !Ref Subnet1
- !Ref Subnet2

AWS::ElastiCache::User
Redis 엔진 버전 6.x 이상: Redis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RBAC)를 참조
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lastiCache::User",
"Properties" : {
"AccessString" : String,
"Engine" : String,
"NoPasswordRequired" : Boolean,
"Passwords" : [ String, ... ],
"UserId" : String,
"UserName" : String
}

YAML
Type: AWS::ElastiCache::User
Properties:
AccessString:
String
Engin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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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sswordRequired: Boolean
Passwords:
- String
UserId: String
UserName: String

Properties
AccessString
이 사용자에 사용되는 액세스 권한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gine
현재 지원되는 값은 Redis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a-zA-Z]*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oPasswordRequired
이 사용자에게 암호가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sswords
이 사용자에 사용되는 암호입니다. 각 사용자에 대해 최대 2개의 암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Id
사용자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Pattern: [a-zA-Z][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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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Name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Logical ID를 입력하면 Ref는 해당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사용자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Status
사용자 상태를 나타냅니다. "active", "modifying" 또는 "deleting"일 수 있습니다.

AWS::ElastiCache::UserGroup
Redis 엔진 버전 6.x 이상: Redis 사용자 그룹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RBAC)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lastiCache::UserGroup",
"Properties" : {
"Engine" : String,
"UserGroupId" : String,
"UserIds" : [ String, ... ]
}

YAML
Type: AWS::ElastiCache::User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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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Engine: String
UserGroupId: String
UserIds:
- String

Properties
Engine
현재 지원되는 값은 Redis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a-zA-Z]*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rGroupId
사용자 그룹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rIds
사용자 그룹에 속하는 사용자 ID의 목록입니다. default(이)라는 사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Logical ID를 입력하면 Ref는 해당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사용자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Status
사용자 그룹 상태를 나타냅니다. "creating", "active", "modifying", "deleting"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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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Elastic Beanstalk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p. 2976)
•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Version (p. 2981)
•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p. 2984)
•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p. 2990)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리소스는 Elastic Beanstalk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하는 AWS Elastic
Beanstalk Beanstalk 리소스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Properties" : {
"ApplicationNam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ResourceLifecycleConfig" : ApplicationResourceLifecycleConfig (p. 2978)
}

YAML
Type: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Properties:
ApplicationName: String
Description: String
ResourceLifecycleConfig:
ApplicationResourceLifecycleConfig (p. 2978)

Properties
ApplicationName
Elastic Beanstalk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고유한 물리적 ID를 생성한 후 애플리케이션 이름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
의 또는 전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바꿔야 한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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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LifecycleConfig
애플리케이션 버전이 너무 많이 누적되지 않도록 애플리케이션 리소스 수명 주기 구성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ApplicationResourceLifecycleConfig (p. 29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When the logical ID of this resource is provided to the Ref intrinsic function, Ref returns the resource
name.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JSON
{

}

"Type" :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Properties" : {
"ApplicationName" : "Sample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Description" : "AWS Elastic Beanstalk PHP Sample Application"
}

YAML
Type: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Properties:
ApplicationName: "Sample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Description: "AWS Elastic Beanstalk PHP Sample Application"

참고 항목
• Elastic Beanstalk의 전체 샘플 템플릿을 보려면 Elastic Beanstalk 템플릿 코드 조각을 참조하십시오.
API 버전 2010-05-15
297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Elastic Beanstalk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ApplicationResourceLifecycleConfig
애플리케이션의 리소스 수명 주기 구성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속한 리소스의 수명 주기 설정과 수명 주기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 Elastic Beanstalk가 수임하는 서비스 역할을 정의합니다. 버전 수명 주기 구성은 애플
리케이션 버전에 대한 수명 주기 설정을 정의합니다.
ApplicationResourceLifecycleConfig는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rviceRole" : String,
"VersionLifecycleConfig" : ApplicationVersionLifecycleConfig (p. 2978)

YAML
ServiceRole: String
VersionLifecycleConfig:
ApplicationVersionLifecycleConfig (p. 2978)

Properties
ServiceRole
Elastic Beanstalk가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IAM 서비스 역할의 ARN입니다.
처음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ResourceLifecycleConfig를 제공할 때 ServiceRole 속성이 필요합
니다. 한 번 제공한 후에는 Elastic Beanstalk에서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서비스 역할을 유지하므로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속 업데이트에서 서비스 역할을 다른 값으로 변경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LifecycleConfig
애플리케이션 버전의 수명 주기 설정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pplicationVersionLifecycleConfig (p. 29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ApplicationVersionLifecycleConfig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버전 수명 주기 설정을 지정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버전에 대한 리전별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Elastic Beanstalk가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에 적용하는 규칙을 정의합니다.
Elastic Beanstalk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삭제하면 더 이상 그 버전을 환경에 배포할 수
없습니다. 소스 번들을 삭제하도록 규칙을 구성하지 않으면 소스 번들이 S3에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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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VersionLifecycleConfig는 ApplicationResourceLifecycleConfig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AgeRule" : MaxAgeRule (p. 2979),
"MaxCountRule" : MaxCountRule (p. 2980)

YAML
MaxAgeRule:
MaxAgeRule (p. 2979)
MaxCountRule:
MaxCountRule (p. 2980)

Properties
MaxAgeRule
애플리케이션 버전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유지되는 시간을 제한하는 최대 수명 규칙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xAgeRule (p. 297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CountRule
애플리케이션 버전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유지되는 수를 제한하는 최대 개수 규칙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xCountRule (p. 298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MaxAgeRule
지정된 일수가 지난 후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삭제하는 수명 주기 규칙입니다.
MaxAgeRule는 ApplicationVersionLifecycleConfig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leteSourceFromS3" : Boolean,
"Enabled" : Boolean,
"MaxAgeInDays"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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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DeleteSourceFromS3: Boolean
Enabled: Boolean
MaxAgeInDays: Integer

Properties
DeleteSourceFromS3
Elastic Beanstalk에서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삭제할 때 Amazon S3에서 버전의 소스 번들을 삭제하려면
true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규칙을 적용하려면 true로, 비활성화하려면 false로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AgeInDays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보관할 일수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MaxCountRule
애플리케이션의 최대 개수를 초과하면 가장 오래된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삭제하는 수명 주기 규칙입니다.
MaxCountRule는 ApplicationVersionLifecycleConfig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leteSourceFromS3" : Boolean,
"Enabled" : Boolean,
"MaxCount" : Integer

YAML
DeleteSourceFromS3: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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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ed: Boolean
MaxCount: Integer

Properties
DeleteSourceFromS3
Elastic Beanstalk에서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삭제할 때 Amazon S3에서 버전의 소스 번들을 삭제하려면
true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규칙을 적용하려면 true로, 비활성화하려면 false로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Count
보관할 애플리케이션 버전의 최대 수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Version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Version 리소스는 Elastic Beanstalk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배포 가능한 코
드의 반복인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지정하는 AWS Elastic Beanstalk 리소스 유형입니다.

Note
지정된 Amazon S3 버킷과 키 위치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생성한 후에는 해당 Amazon
S3 위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Amazon S3 위치를 변경할 경우 애플리케이션 버전에서 환경을 시
작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Version",
"Properties" : {
"ApplicationNam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SourceBundle" : SourceBundle (p. 2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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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Version
Properties:
ApplicationName: String
Description: String
SourceBundle:
SourceBundle (p. 2983)

Properties
ApplicationName
이 애플리케이션 버전과 연결된 Elastic Beanstalk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애플리케이션 버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Bundle
이 버전에 대한 소스 번들의 위치를 식별하는 Amazon S3 버킷과 키입니다.

Note
Amazon S3 버킷은 환경과 같은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SourceBundle (p. 298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When the logical ID of this resource is provided to the Ref intrinsic function, Ref returns the resource
name.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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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JSON
"myAppVersion": {
"Type" :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Version",
"Properties" : {
"ApplicationName" : {"Ref" : "myApp"},
"Description" : "my sample version",
"SourceBundle" : {
"S3Bucket" : { "Fn::Join" :
["-", [ "elasticbeanstalk-samples", { "Ref" : "AWS::Region" } ] ] },
"S3Key" : "php-newsample-app.zip"
}
}
}

YAML
myAppVersion:
Type: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Version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myApp"
Description: "my sample version"
SourceBundle:
S3Bucket:
Fn::Join:
- "-"
- "elasticbeanstalk-samples"
- Ref: "AWS::Region"
S3Key: "php-newsample-app.zip"

참고 항목
• Elastic Beanstalk의 전체 샘플 템플릿을 보려면 Elastic Beanstalk 템플릿 코드 조각을 참조하십시오.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Version SourceBundle
SourceBundle 속성은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Version 리소스의 포함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AWS Elastic Beanstalk 애플리케이션 버전에 대한 소스 번들의 Amazon S3 위치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Bucket" : String,
"S3Key" : String

YAML
S3Bucket: String

API 버전 2010-05-15
298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Elastic Beanstalk
S3Key: String

Properties
S3Bucket
데이터가 있는 Amazon S3 버킷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Key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는 Amazon S3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리소스는 특정 Elastic Beanstalk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된
Elastic Beanstalk 구성 템플릿을 지정하는 AWS Elastic Beanstalk 리소스 유형입니다. 구성 템플릿에서 애플
리케이션 구성 설정을 정의합니다. 그런 다음 구성 템플릿을 사용하여 동일한 구성 설정의 여러 애플리케이
션 버전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Note
Elastic Beanstalk 콘솔 및 설명서에서 구성 템플릿을 저장된 구성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장된 구성(구성 템플릿)에 구성 옵션을 설정하면 Elastic Beanstalk에서 이러한 구성 옵션을 특정
우선 순위와 함께 여러 소스의 옵션을 적용하는 과정으로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Elastic
Beanstalk 개발자 안내서에서 구성 옵션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Properties" : {
"ApplicationNam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EnvironmentId" : String,
"OptionSettings" : [ ConfigurationOptionSetting (p. 2987), ... ],
"PlatformArn" : String,
"SolutionStackName" : String,
"SourceConfiguration" : SourceConfiguration (p. 2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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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Properties:
ApplicationName: String
Description: String
EnvironmentId: String
OptionSettings:
- ConfigurationOptionSetting (p. 2987)
PlatformArn: String
SolutionStackName: String
SourceConfiguration:
SourceConfiguration (p. 2989)

Properties
ApplicationName
이 구성 템플릿과 연결할 Elastic Beanstalk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이 구성에 대한 선택적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vironmentId
구성 템플릿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설정을 가져올 환경의 ID입니다. PlatformArn,
SolutionStackName 또는 SourceConfiguration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EnvironmentId를 지정
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ptionSettings
Elastic Beanstalk 구성의 옵션 값입니다(예: 인스턴스 유형). 지정한 경우 이러한 값은 솔루션 스택 또
는 소스 구성 템플릿에서 획득한 값을 재정의합니다. Elastic Beanstalk 구성 옵션의 전체 목록은 AWS
Elastic Beanstalk 개발자 안내서에서 옵션 값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ConfigurationOptionSetting (p. 298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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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latformArn
사용자 지정 플랫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Elastic Beanstalk 개발자
안내서에서 사용자 지정 플랫폼을 참조하세요.

Note
PlatformArn을 지정할 경우 SolutionStackName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lutionStackName
이 구성이 사용하는 Elastic Beanstalk 솔루션 스택(플랫폼 버전)의 이름입니다. 예, 64bit Amazon
Linux 2013.09 running Tomcat 7 Java 7. 솔루션 스택은 구성 템플릿에 대한 운영 체제, 실행
시간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지정합니다. 이 솔루션 스택은 구성 옵션 세트뿐 아니라 가능한 값과 기본
값도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Elastic Beanstalk 개발자 안내서에서 지원되는 플랫폼을 참조하
세요.
PlatformArn, EnvironmentId 또는 SourceConfiguration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SolutionStackName를 지정해야 합니다.
ListAvailableSolutionStacks API를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솔루션 스택의 목록을 가져옵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Configuration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Elastic Beanstalk 구성 템플릿입니다. 지정한 경우 Elastic Beanstalk 지정된 구성
템플릿의 구성 값을 사용하여 새 구성을 만듭니다.
OptionSettings에 지정된 값은 SourceConfiguration에서 가져온 값을 재정의합니다.
PlatformArn, EnvironmentId 또는 SolutionStackName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SourceConfiguration를 지정해야 합니다.
제약 사항: 솔루션 스택 이름과 소스 구성을 모두 지정한 경우, 소스 구성 템플릿의 솔루션 스택이 지정
된 솔루션 스택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SourceConfiguration (p. 298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When the logical ID of this resource is provided to the Ref intrinsic function, Ref returns the resourc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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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JSON
"myConfigTemplate" : {
"Type" :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Properties" : {
"ApplicationName" :{"Ref" : "myApp"},
"Description" : "my sample configuration template",
"EnvironmentId" : "",
"SourceConfiguration" : {
"ApplicationName" : {"Ref" : "mySecondApp"},
"TemplateName" : {"Ref" : "mySourceTemplate"}
},
"SolutionStackName" : "64bit Amazon Linux running PHP 5.3",
"OptionSettings" : [ {
"Namespace" :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OptionName" : "EC2KeyName",
"Value" : { "Ref" : "KeyName" }
} ]
}
}

YAML
myConfigTemplate:
Type: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myApp"
Description: "my sample configuration template"
EnvironmentId: ""
SourceConfiguration:
ApplicationName:
Ref: "mySecondApp"
TemplateName:
Ref: "mySourceTemplate"
SolutionStackName: "64bit Amazon Linux running PHP 5.3"
OptionSettings:
Namespac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OptionName: "EC2KeyName"
Value:
Ref: "KeyName"

참고 항목
•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 https://docs.aws.amazon.com/elasticbeanstalk/latest/dg/command-options.html 개발자 안내서의 AWS
Elastic Beanstalk구성 옵션
• Elastic Beanstalk의 전체 샘플 템플릿을 보려면 Elastic Beanstalk 템플릿 코드 조각을 참조하십시오.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ConfigurationOptionSetting
ConfigurationOptionSetting 속성 유형은 AWS Elastic Beanstalk 구성 템플릿에 대한 옵션을 지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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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리소스의 OptionSettings 속성에는 하나 이상의
ConfigurationOptionSetting 속성 유형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및 옵션 값 목록을 보려면 AWS Elastic Beanstalk 개발자 안내서에서 옵션 값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space" : String,
"OptionName" : String,
"ResourceName" : String,
"Value" : String

YAML
Namespace: String
OptionName: String
ResourceNam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Namespace
옵션의 연결된 AWS 리소스를 식별하는 고유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ptionName
구성 옵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Name
옵션 설정에 대한 고유한 리소스 이름입니다. 시간 기반 조정 구성 옵션에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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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구성 옵션의 현재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Elastic Beanstalk API 참조의 ConfigurationOptionSetting
• AWS Elastic Beanstalk 개발자 안내서의 구성 옵션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SourceConfiguration
새로운 구성 템플릿의 기반이 되는 AWS Elastic Beanstalk 구성 템플릿입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여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리소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plicationName" : String,
"TemplateName" : String

YAML
ApplicationName: String
TemplateName: String

Properties
ApplicationName
구성과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Name
구성 템플릿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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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리소스는 Elastic Beanstalk 환경을 지정하는 AWS Elastic Beanstalk
리소스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Properties" : {
"ApplicationName" : String,
"CNAMEPrefix" : String,
"Description" : String,
"EnvironmentName" : String,
"OperationsRole" : String,
"OptionSettings" : [ OptionSetting (p. 3003), ... ],
"PlatformArn" : String,
"SolutionStackName" : String,
"Tags" : [ Tag, ... ],
"TemplateName" : String,
"Tier" : Tier (p. 3004),
"VersionLabel" : String
}

YAML
Type: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Properties:
ApplicationName: String
CNAMEPrefix: String
Description: String
EnvironmentName: String
OperationsRole: String
OptionSettings:
- OptionSetting (p. 3003)
PlatformArn: String
SolutionStackName: String
Tags:
- Tag
TemplateName: String
Tier:
Tier (p. 3004)
VersionLabel: String

Properties
ApplicationName
이 환경과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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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NAMEPrefix
지정할 경우, 환경은 이 값을 Elastic Beanstalk 환경 URL의 CNAME에 대한 접두사로 사용하려고 시도
합니다.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 이름에 무작위 영숫자 문자열을 추가되어 CNAME이 자동으로 생
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4
Maximum: 6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이 환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vironmentName
환경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제약: 4~40자 길이여야 합니다. 이름에는 문자, 숫자 및 하이픈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이픈으로 시작
하거나 끝날 수 없습니다. 이 이름은 해당 계정의 리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CNAMEPrefix 파라미터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환경 이름은 CNAME의 부분이 되며 따라서 애플리케이
션에 대해 표시되는 URL의 부분이 됩니다.
환경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고유한 물리적 ID를 생성한 후 환경 이름
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
의 또는 전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바꿔야 한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4
Maximum: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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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OperationsRole

Important
AWS Elastic Beanstalk의 작업 역할 기능은 베타 릴리스 중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경의 작업 역할로 사용할 기존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지정된 경우 Elastic
Beanstalk는 이 호출 및 이 환경에서 작용하는 후속 호출 중에 다운스트림 서비스에 대한 권한에 이 작업
역할을 사용합니다. 작업 역할을 지정하려면 역할에 대한 iam:PassRole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ptionSettings
이 환경에 대한 구성 옵션(예: 인스턴스 유형)을 정의하는 키-값 페어입니다. 이러한 옵션은 솔루션 스택
또는 구성 템플릿에 정의된 값을 재정의합니다. 스택 업데이트 중 옵션을 제거하면 제거된 옵션은 현재
값을 유지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ptionSetting (p. 300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latformArn
환경에 사용할 사용자 지정 플랫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Elastic
Beanstalk 개발자 안내서에서 사용자 지정 플랫폼을 참조하세요.

Note
PlatformArn을 지정할 경우 SolutionStackName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lutionStackName
환경에 사용할 Elastic Beanstalk 솔루션 스택(플랫폼 버전)의 이름입니다. 지정할 경우, Elastic
Beanstalk는 구성 값을 지정된 솔루션 스택과 연결된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현재 솔루션 스택의 목록
은 AWS Elastic Beanstalk 플랫폼 가이드에서 Elastic Beanstalk 지원 플랫폼을 참조하세요.

Note
SolutionStackName을 지정할 경우 PlatformArn 또는 TemplateName을 지정하지 마십
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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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환경의 리소스에 적용되는 태그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Name
환경에 사용할 Elastic Beanstalk 구성 템플릿의 이름입니다.

Note
TemplateName을 지정할 경우 SolutionStackName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er
이 환경을 생성할 때 사용할 티어를 지정합니다. 선택하는 환경 티어에 따라 Elastic Beanstalk가,
HTTP(S) 요청을 처리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리소스 또는 백그라운드 처리 작업을 처리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할지가 결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ier (p. 3004)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VersionLabel
배포할 애플리케이션 버전의 이름입니다.
기본값: 지정되지 않은 경우 Elastic Beanstalk는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려고 시도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When the logical ID of this resource is provided to the Ref intrinsic function, Ref returns the resourc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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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ndpointURL
로드 밸런싱 수행된 Auto Scaling 환경의 경우 로드 밸런서에 대한 URL입니다. 단일 인스턴스 환경의 경
우 인스턴스의 IP 주소입니다.
예제 로드 밸런서 URL:
awseb-myst-myen-132MQC4KRLAMD-1371280482.us-east-2.elb.amazonaws.com
예제 인스턴스 IP 주소:
192.0.2.0

예제
단순한 환경
JSON
{

}

"Type" :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Properties" : {
"ApplicationName" : { "Ref" : "sampleApplication" },
"Description" :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 running PHP Sample Application",
"EnvironmentName" : "SamplePHPEnvironment",
"TemplateName" : "DefaultConfiguration",
"VersionLabel" : "Initial Version"
}

YAML
Type: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sampleApplication
Description: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 running PHP Sample Application"
EnvironmentName: SamplePHPEnvironment
TemplateName: DefaultConfiguration
VersionLabel: "Initial Version"

포함된 옵션 설정이 있는 환경
JSON
{

"Type" :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Properties" : {
"ApplicationName" : { "Ref" : "sampleApplication" },

API 버전 2010-05-15
299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Elastic Beanstalk
"Description" :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 running Python Sample
Application",
"EnvironmentName" : "SamplePythonEnvironment",
"SolutionStackName" : "64bit Amazon Linux 2017.03 v2.5.0 running Python 2.7",
"OptionSettings" : [ {
"Namespace" :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OptionName" : "EC2KeyName",
"Value" : { "Ref" : "KeyName" }
} ],
"VersionLabel" : "Initial Version"
}

}

YAML
Type: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sampleApplication
Description: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 running Python Sample Application"
EnvironmentName: SamplePythonEnvironment
SolutionStackName: "64bit Amazon Linux 2017.03 v2.5.0 running Python 2.7"
OptionSettings:
Namespac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OptionName: EC2KeyName
Value:
Ref: KeyName
VersionLabel: "Initial Version"

사용자 지정 또는 지원되는 플랫폼
다음 예제에는 스택을 생성할 때 사용자 지정 플랫폼에 대한 PlatformArn 또는 지원되는 플랫폼에 대한
SolutionStackName을 지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포함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Elasticbeanstalk test template",
"Parameters": {
"BeanstalkService": {
"Type": "String"
},
"Ec2Service": {
"Type": "String"
},
"Partition":{
"Type": "String"
},
"SolutionStackName": {
"Type": "String"
},
"PlatformArn": {
"Type": "String"
}
},
"Resources": {
"Application": {
"Type":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Properties": {
"ApplicationName": "SampleBeanstalkApp",
"Description": "AWS Elastic Beanstalk Python Sampl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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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Version": {
"Type":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Version",
"Properties": {
"ApplicationName": {"Ref" : "Application"},
"Description": "Version 1.0",
"SourceBundle": {
"S3Bucket": {
"Fn::Join": ["-", [ "elasticbeanstalk-samples", { "Ref" :
"AWS::Region" } ] ] },
"S3Key": "python-sample-20150402.zip"
}
}
},
"Environment": {
"Type":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Properties": {
"ApplicationName": {"Ref": "Application"},
"Description":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 running Python Sample
Application",
"PlatformArn": { "Ref" : "PlatformArn"},
"SolutionStackName": {
"Ref": "SolutionStackName"
},
"VersionLabel": {"Ref": "AppVersion"},
"OptionSettings": [
{
"Namespac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OptionName": "IamInstanceProfile",
"Value": {
"Ref": "InstanceProfile"
}
},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OptionName": "ServiceRole",
"Value": {
"Ref": "ServiceRole"
}
}
]
}
},
"Service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Ref": "BeanstalkService"}
},
"Action": "sts:AssumeRole",
"Condition": {
"StringEquals": {
"sts:ExternalId": "elasticbeanstalk"
}
}
}
]
},
"Polic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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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elasticloadbalancing:DescribeInstanceHealth",
"ec2:DescribeInstances",
"ec2:DescribeInstanceStatus",
"ec2:GetConsoleOutput",
"ec2:AssociateAddress",
"ec2:DescribeAddresses",
"ec2:DescribeSecurityGroups",
"sqs:GetQueueAttributes",
"sqs:GetQueueUrl",
"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Groups",
"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Instances",
"autoscaling:DescribeScalingActivities",
"autoscaling:DescribeNotificationConfigurations"
],
"Resource": [
"*"
]
}
]
}

}
],
"Path": "/"

}
},
"InstanceProfile": {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Path": "/",
"Roles": [
{
"Ref": "InstanceProfileRole"
}
]
}
},
"InstanceProfile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Ref": "Ec2Service"}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olicies": [
{
"PolicyName":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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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BucketAccess",
"Action": [
"s3:Get*",
"s3:List*",
"s3:PutObject"
],
"Effect": "Allow",
"Resource": [
{
"Fn::Join": [
"",
[
"arn:",
{
"Ref": "Partition"
},
":s3:::elasticbeanstalk-*-",
{
"Ref": "AWS::AccountId"
}
]
]
},
{
"Fn::Join": [
"",
[
"arn:",
{
"Ref": "Partition"
},
":s3:::elasticbeanstalk-*-",
{
"Ref": "AWS::AccountId"
},
"/*"
]
]
},
{
"Fn::Join": [
"",
[
"arn:",
{
"Ref": "Partition"
},
":s3:::elasticbeanstalk-*-",
{
"Ref": "AWS::AccountId"
},
"-*"
]
]
},
{
"Fn::Join": [
"",
[
"arn:",
{
"Ref": "Par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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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s3:::elasticbeanstalk-*-",
{
"Ref": "AWS::AccountId"
},
"-*/*"

},
{

"Sid": "ECSAccess",
"Effect": "Allow",
"Action": [
"ecs:StartTask",
"ecs:StopTask",
"ecs:RegisterContainerInstance",
"ecs:DeregisterContainerInstance",
"ecs:DescribeContainerInstances",
"ecs:DiscoverPollEndpoint",
"ecs:Submit*",
"ecs:Poll"
],
"Resource": "*"

},
{

"Sid": "QueueAccess",
"Action": [
"sqs:ChangeMessageVisibility",
"sqs:DeleteMessage",
"sqs:ReceiveMessage",
"sqs:SendMessage"
],
"Effect": "Allow",
"Resource": "*"

},
{

"Sid": "DynamoPeriodicTasks",
"Action": [
"dynamodb:BatchGetItem",
"dynamodb:BatchWriteItem",
"dynamodb:DeleteItem",
"dynamodb:GetItem",
"dynamodb:PutItem",
"dynamodb:Query",
"dynamodb:Scan",
"dynamodb:UpdateItem"
],
"Effect": "Allow",
"Resource": [
{
"Fn::Join": [
"",
[
"arn:",
{
"Ref": "Partition"
},
":dynamodb:*:",
{
"Ref": "AWS::AccountId"
},
":table/*-stack-AWSEBWorkerCronLeaderRegist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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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Sid": "MetricsAccess",
"Action": [
"cloudwatch:PutMetricData"
],
"Effect": "Allow",
"Resource": "*"

}
}
],
"Path":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Elasticbeanstalk test template
Parameters:
BeanstalkService:
Type: String
Ec2Service:
Type: String
Partition:
Type: String
SolutionStackName:
Type: String
PlatformArn:
Type: String
Resources:
Application:
Type: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Properties:
ApplicationName: SampleBeanstalkApp
Description: AWS Elastic Beanstalk Python Sample Application
AppVersion:
Type: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Version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Application
Description: Version 1.0
SourceBundle:
S3Bucket: Fn::Join:
- '-'
- 'elasticbeanstalk-samples'
- !Ref 'AWS::Region'
S3Key: python-sample-20150402.zip
Environment:
Type: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Application
Description: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 running Python Sample Application
PlatformArn: !Ref PlatformArn
SolutionStackName: !Ref SolutionStackName
VersionLabel: !Ref AppVersion
OptionSettings:
- Namespac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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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Name: IamInstanceProfile
Value: !Ref InstanceProfile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OptionName: ServiceRole
Value: !Ref ServiceRole
Service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Ref BeanstalkService
Action: 'sts:AssumeRole'
Condition:
StringEquals:
'sts:ExternalId': elasticbeanstalk
Policies: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elasticloadbalancing:DescribeInstanceHealth'
- 'ec2:DescribeInstances'
- 'ec2:DescribeInstanceStatus'
- 'ec2:GetConsoleOutput'
- 'ec2:AssociateAddress'
- 'ec2:DescribeAddresses'
- 'ec2:DescribeSecurityGroups'
- 'sqs:GetQueueAttributes'
- 'sqs:GetQueueUrl'
- '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Groups'
- '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Instances'
- 'autoscaling:DescribeScalingActivities'
- 'autoscaling:DescribeNotificationConfigurations'
Resource:
- '*'
Path: /
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Path: /
Roles:
- !Ref InstanceProfileRole
InstanceProfile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Ref Ec2Service
Action:
- 'sts:AssumeRole'
Policies: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Sid: Bucket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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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 's3:Get*'
- 's3:List*'
- 's3:PutObject'
Effect: Allow
Resource:
- !Join
- ''
- - 'arn:'
- !Ref Partition
- ':s3:::elasticbeanstalk-*-'
- !Ref 'AWS::AccountId'
- !Join
- ''
- - 'arn:'
- !Ref Partition
- ':s3:::elasticbeanstalk-*-'
- !Ref 'AWS::AccountId'
- /*
- !Join
- ''
- - 'arn:'
- !Ref Partition
- ':s3:::elasticbeanstalk-*-'
- !Ref 'AWS::AccountId'
- '-*'
- !Join
- ''
- - 'arn:'
- !Ref Partition
- ':s3:::elasticbeanstalk-*-'
- !Ref 'AWS::AccountId'
- '-*/*'
- Sid: ECSAccess
Effect: Allow
Action:
- 'ecs:StartTask'
- 'ecs:StopTask'
- 'ecs:RegisterContainerInstance'
- 'ecs:DeregisterContainerInstance'
- 'ecs:DescribeContainerInstances'
- 'ecs:DiscoverPollEndpoint'
- 'ecs:Submit*'
- 'ecs:Poll'
Resource: '*'
- Sid: QueueAccess
Action:
- 'sqs:ChangeMessageVisibility'
- 'sqs:DeleteMessage'
- 'sqs:ReceiveMessage'
- 'sqs:SendMessage'
Effect: Allow
Resource: '*'
- Sid: DynamoPeriodicTasks
Action:
- 'dynamodb:BatchGetItem'
- 'dynamodb:BatchWriteItem'
- 'dynamodb:DeleteItem'
- 'dynamodb:GetItem'
- 'dynamodb:PutItem'
- 'dynamodb:Query'
- 'dynamodb:Scan'
- 'dynamodb:UpdateItem'
Effect: Allow
Resource:
-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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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

- ''
- - 'arn:'
- !Ref Partition
- ':dynamodb:*:'
- !Ref 'AWS::AccountId'
- ':table/*-stack-AWSEBWorkerCronLeaderRegistry*'
- Sid: MetricsAccess
Action:
- 'cloudwatch:PutMetricData'
Effect: Allow
Resource: '*'

참고 항목
• AWS Elastic Beanstalk 개발자 안내서의 AWS Elastic Beanstalk 환경 생성
• AWS Elastic Beanstalk 개발자 안내서의 환경 관리
• Elastic Beanstalk의 전체 샘플 템플릿을 보려면 Elastic Beanstalk 템플릿 코드 조각을 참조하십시오.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OptionSetting
OptionSetting 속성 유형은 AWS Elastic Beanstalk 환경에 대한 옵션을 지정합니다.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리소스의 OptionSettings 속성에는 하나 이상의 OptionSetting
속성 유형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및 옵션 값 목록을 보려면 AWS Elastic Beanstalk 개발자 안내서에서 옵션 값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space" : String,
"OptionName" : String,
"ResourceName" : String,
"Value" : String

YAML
Namespace: String
OptionName: String
ResourceNam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Namespace
옵션의 연결된 AWS 리소스를 식별하는 고유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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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Name
구성 옵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Name
옵션 설정에 대한 고유한 리소스 이름입니다. 시간 기반 조정 구성 옵션에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구성 옵션의 현재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Elastic Beanstalk API 참조의 ConfigurationOptionSetting
• AWS Elastic Beanstalk 개발자 안내서의 구성 옵션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Tier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리소스에 대한 환경 티어를 기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Elastic
Beanstalk 개발자 안내서에서 환경 계층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Type" : String,
"Version" : String

YAML
Name: String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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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String

Properties
Name
이 환경 티어의 이름입니다.
유효한 값:
• Web 서버 티어의 경우 – WebServer
• 작업자 티어의 경우 – Worker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
이 환경 티어의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
• Web 서버 티어의 경우 – Standard
• 작업자 티어의 경우 – SQS/HTTP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ersion
이 환경 티어의 버전입니다.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Elastic Beanstalk는 최신 호환 작업자 티어 버전을 사
용합니다.

Note
이 멤버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정한 버전이 구 버전일 수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는 것
이 좋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lastic Load Balancing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 3005)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Classic Load Balancer를 지정합니다.
AvailabilityZones 또는 Subnets 속성을 지정할 수 있지만 두 속성을 함께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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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소스에 퍼블릭 IP 주소가 있고 리소스가 동일한 템플릿으로 정의한 VPC에 속하는 경우, DependsOn 속
성을 사용하여 VPC 게이트웨이 부착물에 대한 종속성을 선언해야만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 {
"AccessLoggingPolicy" : AccessLoggingPolicy (p. 3011),
"AppCookieStickinessPolicy" : [ AppCookieStickinessPolicy (p. 3013), ... ],
"AvailabilityZones" : [ String, ... ],
"ConnectionDrainingPolicy" : ConnectionDrainingPolicy (p. 3014),
"ConnectionSettings" : ConnectionSettings (p. 3014),
"CrossZone" : Boolean,
"HealthCheck" : HealthCheck (p. 3015),
"Instances" : [ String, ... ],
"LBCookieStickinessPolicy" : [ LBCookieStickinessPolicy (p. 3017), ... ],
"Listeners" : [ Listeners (p. 3018), ... ],
"LoadBalancerName" : String,
"Policies" : [ Policies (p. 3020), ... ],
"Scheme" : String,
"SecurityGroups" : [ String, ... ],
"Subnets" : [ String,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AccessLoggingPolicy:
AccessLoggingPolicy (p. 3011)
AppCookieStickinessPolicy:
- AppCookieStickinessPolicy (p. 3013)
AvailabilityZones:
- String
ConnectionDrainingPolicy:
ConnectionDrainingPolicy (p. 3014)
ConnectionSettings:
ConnectionSettings (p. 3014)
CrossZone: Boolean
HealthCheck:
HealthCheck (p. 3015)
Instances:
- String
LBCookieStickinessPolicy:
- LBCookieStickinessPolicy (p. 3017)
Listeners:
- Listeners (p. 3018)
LoadBalancerName: String
Policies:
- Policies (p. 3020)
Scheme: String
SecurityGroups:
- String
Subnet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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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Tag

Properties
AccessLoggingPolicy
로드 밸런서에 대해 액세스 로그가 저장되는 위치 및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cessLoggingPolicy (p. 30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pCookieStickinessPolicy
애플리케이션 제어 세션 고정을 위한 정책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ppCookieStickinessPolicy (p. 3013) 목록 (p. 30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vailabilityZones
로드 밸런서에 대한 가용 영역입니다. VPC의 로드 밸런서의 경우 Subnets를 지정하십시오.
이전에 가용 영역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가용 영역을 모두 삭제하는 경우 업데이트 시 교체가 필요합니
다. 그렇지 않으면 업데이트 시 무중단이 요구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ConnectionDrainingPolicy
활성화할 경우, 로드 밸런서가 등록 취소된 또는 비정상 백엔드 인스턴스에 대한 트래픽을 차단하기 전
에 기존 요청을 완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Classic Load Balancers 가이드의 Connection Draining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ConnectionDrainingPolicy (p. 301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ionSettings
활성화할 경우, 로드 밸런서에서 지정된 시간 동안 연결을 유휴 상태(연결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
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허용합니다.
기본적으로 Elastic Load Balancing은 로드 밸런서의 프런트엔드 및 백엔드 연결 모두에 대해 60초의 연
결 유휴 제한 시간을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assic Load Balancers 가이드에서 유휴 연결 제한 시
간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ConnectionSettings (p. 301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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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Zone
활성화할 경우, 로드 밸런서는 가용 영역과 상관없이 요청 트래픽을 모든 인스턴스에 균일하게 라우팅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Classic Load Balancer 가이드의 교차 영역 로드 밸런싱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lthCheck
EC2 인스턴스의 상태를 평가할 때 사용할 상태 확인 설정입니다.
이전에 상태 확인 설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상태 확인 설정을 제거하려는 경우 업데이트 시 교체
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데이트 시 무중단이 요구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ealthCheck (p. 3015)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Instances
로드 밸런서의 인스턴스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BCookieStickinessPolicy
시간 기반 세션 고정을 위한 정책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BCookieStickinessPolicy (p. 3017) 목록 (p. 30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steners
로드 밸런서의 리스너입니다. 포트당 최대 1개의 리스너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스너에 대한 속성을 업데이트하면 AWS CloudFormation이 기존 리스너를 삭제하고, 지정된 속성으로
새 리스너를 생성합니다. 새로운 리스너가 생성되는 동안 클라이언트는 로드 밸런서에 연결할 수 없습니
다.
Required: 예
리스너 (p. 3018) Type: 목록 (p. 301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adBalancerName
로드 밸런서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리전에 대한 로드 밸런서 집합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이 로드 밸런서에 대해 고유한 물리적 ID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이름을 지정할 경우, 이 리소스의 교체가 필요한 업데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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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를 교체하려면 새 이름을 지정
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licies
Classic Load Balancer에 정의된 정책입니다. 백엔드 서버 정책만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정책 (p. 3020) Type: 목록 (p. 30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me
로드 밸런서 유형입니다. VPC의 로드 밸런서에만 유효합니다.
Scheme이 internet-facing인 경우 로드 밸런서에는 퍼블릭 IP 주소로 해석되는 퍼블릭 DNS 이름
이 있습니다.
Scheme이 internal인 경우 로드 밸런서에는 프라이빗 IP 주소로 해석되는 퍼블릭 DNS 이름이 있습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urityGroups
로드 밸런서 보안 그룹입니다. VPC의 로드 밸런서에만 유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s
로드 밸런서의 서브넷의 ID입니다. 가용 영역당 최대 1개의 서브넷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서브넷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서브넷을 모두 삭제하는 경우 업데이트 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렇
지 않으면 업데이트 시 무중단이 요구됩니다. 현재 가용 영역에서 다른 서브넷으로 업데이트하려면, 먼
저 다른 가용 영역의 서브넷으로 업데이트한 후 원래 가용 영역의 새로 서브넷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Tags
로드 밸런서와 연결된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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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로드 밸런서의 이름.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anonicalHostedZoneName
로드 밸런서와 연결된 Route 53 호스팅 영역의 이름입니다. 내부 로드 밸런서는 이 값을 사용하지 않습
니다. DNSName을 사용하십시오.
CanonicalHostedZoneNameID
로드 밸런서와 연결된 Route 53 호스팅 영역 이름의 ID입니다.
DNSName
로드 밸런서의 DNS 이름입니다.
SourceSecurityGroup.GroupName
로드 밸런서의 백엔드 인스턴스에 대한 인바운드 규칙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그룹의 이름입니
다.
SourceSecurityGroup.OwnerAlias
원본 보안 그룹의 소유자입니다.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보안 리스너가 있는 Classic Load Balancer를 지정합니다.

JSON
"MyLoadBalancer" :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
"AvailabilityZones": [ "us-east-2a" ],
"CrossZone": "true",
"Listeners": [{
"InstancePort": "80",
"InstanceProtocol": "HTTP",
"LoadBalancerPort": "443",
"Protocol": "HTTPS",
"PolicyNames": [ "My-SSLNegotiation-Policy" ],
"SSLCertificateId": "arn:aws:iam::123456789012:server-certificate/my-servercertif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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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Check": {
"Target": "HTTP:80/",
"HealthyThreshold": "2",
"UnhealthyThreshold": "3",
"Interval": "10",
"Timeout": "5"
},
"Policies": [{
"PolicyName": "My-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Attributes":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
}]

YAML
My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AvailabilityZones:
- "us-east-2a"
CrossZone: true
Listeners:
- InstancePort: '80'
InstanceProtocol: HTTP
LoadBalancerPort: '443'
Protocol: HTTPS
PolicyNames:
- My-SSLNegotiation-Policy
SSLCertificateId: arn:aws:iam::123456789012:server-certificate/my-servercertificate
HealthCheck:
Target: HTTP:80/
HealthyThreshold: '2'
UnhealthyThreshold: '3'
Interval: '10'
Timeout: '5'
Policies:
- PolicyName: My-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Attributes: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참고 항목
• Elastic Load Balancing 템플릿 조각
• Elastic Load Balancing API 참조 설명서(버전 2012-06-01)의 CreateLoadBalancer
• Elastic Load Balancing API 참조 설명서(버전 2012-06-01)의 ModifyLoadBalancerAttributes
• Elastic Load Balancing API 참조 설명서(버전 2012-06-01)의 ConfigureHealthCheck
• Classic Load Balancer 사용 설명서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AccessLoggingPolicy
Classic Load Balancer에 대한 액세스 로그가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지정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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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mitInterval" : Integer,
"Enabled" : Boolean,
"S3BucketName" : String,
"S3BucketPrefix" : String

YAML
EmitInterval: Integer
Enabled: Boolean
S3BucketName: String
S3BucketPrefix: String

Properties
EmitInterval
액세스 로그의 게시 간격입니다. 5분 또는 60분의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60분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로드 밸런서에 대해 액세스 로그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BucketName
액세스 로그가 저장되는 Amazon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BucketPrefix
Amazon S3 버킷에 대해 생성한 논리적 계층 구조입니다(예: my-bucket-prefix/prod). 접두사를 제
공하지 않으면 로그가 버킷의 루트 수준에 저장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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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Elastic Load Balancing API 참조 설명서(버전 2012-06-01)의 ModifyLoadBalancerAttributes
• Classic Load Balancer 사용 설명서의 액세스 로그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AppCookieStickinessPolicy
Classic Load Balancer의 애플리케이션 제어 세션 고정에 대한 정책을 지정합니다.
정책을 리스너와 연결하려면 리스너에 PolicyNames 속성을 사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okieName" : String,
"PolicyName" : String

YAML
CookieName: String
PolicyName: String

Properties
CookieName
고정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쿠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yName
생성하는 정책의 니모닉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로드 밸런서에 대한 정책 세트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Elastic Load Balancing API 참조(버전 2012-06-01)의 CreateAppCookieStickinessPolicy
• Classic Load Balancer 사용 설명서의 고정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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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ConnectionDrainingPolicy
Classic Load Balancer에 대한 Connection Draining 설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Timeout" : Integer

YAML
Enabled: Boolean
Timeout: Integer

Properties
Enabled
로드 밸런서에 대해 Connection Draining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
기존 연결을 얼마나 유지하다가 인스턴스 등록을 해제할지를 지정하는 최대 시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Elastic Load Balancing API 참조 설명서(버전 2012-06-01)의 ModifyLoadBalancerAttributes
• Classic Load Balancer 사용 설명서의 Connection Draining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ConnectionSettings
Classic Load Balancer에 대한 유휴 시간 값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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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leTimeout" : Integer

YAML
IdleTimeout: Integer

Properties
IdleTimeout
로드 밸런서가 연결을 종료하기 전에 연결 유휴 상태(연결을 통해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음)를 허용하는
시간(초)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36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Elastic Load Balancing API 참조 설명서(버전 2012-06-01)의 ModifyLoadBalancerAttributes
• Classic Load Balancer 사용 설명서의 유휴 연결 제한 시간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HealthCheck
Classic Load Balancer에 대한 상태 검사 설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ealthyThreshold" : String,
"Interval" : String,
"Target" : String,
"Timeout" : String,
"UnhealthyThreshold" : String

YAML
HealthyThreshold: String
Interval: String
Target: String
Timeout: String
UnhealthyThreshold: String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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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HealthyThreshold
인스턴스를 Healthy 상태로 전환하기 전에 필요한 연속 상태 검사 성공 횟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rval
개별 인스턴스의 대략적인 상태 검사 간격(초)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5
Maximum: 3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
검사할 인스턴스입니다. 프로토콜은 TCP, HTTP, HTTPS 또는 SSL입니다. 유효한 포트 범위는
1~65535입니다.
기본값은 TCP이며 TCP: 포트 페어로 지정됩니다(예: "TCP:5000"). 이 경우, 상태 검사는 지정된 포트에
서 인스턴스에 대해 TCP 연결을 열려고 시도만 합니다. 구성된 제한 시간 내에 연결하지 못하면 상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SL 역시 SSL: 포트 페어로 지정됩니다(예: SSL:5000).
HTTP/HTTPS의 경우 문자열에 ping 경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HTTP는 HTTP:port;/;PathToPing; 그룹
으로 지정됩니다(예: "HTTP:80/weather/us/wa/seattle"). 이 경우 HTTP GET 요청은 지정된 포트 및 경로
의 인스턴스로 발행됩니다. 제한 시간 내에 "200 OK"가 아닌 다른 답을 받으면 상태에 이상이 있는 것으
로 간주됩니다.
HTTP ping 대상의 총 길이는 16비트 유니코드 문자 1024자 미만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
상태 검사 실패를 의미하는 응답이 없는 기간입니다.
이 값은 Interval 값보다 작아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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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healthyThreshold
인스턴스를 Unhealthy 상태로 전환하기 전에 필요한 연속 상태 검사 실패 횟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Elastic Load Balancing API 참조 설명서(버전 2012-06-01)의 ConfigureHealthCheck
• Classic Load Balancers 사용 설명서의 상태 검사 구성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LBCookieStickinessPolicy
Classic Load Balancer에 대한 기간 기반 세션 고정을 위한 정책을 지정합니다.
정책을 리스너와 연결하려면 리스너에 PolicyNames 속성을 사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okieExpirationPeriod" : String,
"PolicyName" : String

YAML
CookieExpirationPeriod: String
PolicyName: String

Properties
CookieExpirationPeriod
초 단위 시간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쿠키가 오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고정 세션이 브라우저 세션 동안 지속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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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Name
정책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로드 밸런서에 대한 정책 세트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Elastic Load Balancing API 참조(버전 2012-06-01)의 CreateLBCookieStickinessPolicy
• Classic Load Balancer 사용 설명서의 고정 세션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Listeners
Classic Load Balancer의 리스너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tancePort" : String,
"InstanceProtocol" : String,
"LoadBalancerPort" : String,
"PolicyNames" : [ String, ... ],
"Protocol" : String,
"SSLCertificateId" : String

YAML
InstancePort: String
InstanceProtocol: String
LoadBalancerPort: String
PolicyNames:
- String
Protocol: String
SSLCertificateId: String

Properties
InstancePort
인스턴스 서버가 수신 대기하는 포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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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Protocol
트래픽을 인스턴스로 라우팅하는 데 사용할 프로토콜입니다(HTTP, HTTPS, TCP 또는 SSL).
프런트 엔드 프로토콜이 TCP 또는 SSL인 경우 백엔드 프로토콜은 TCP 또는 SSL이어야 합니다. 프런트
엔드 프로토콜이 HTTP 또는 HTTPS인 경우 백엔드 프로토콜은 HTTP 또는 HTTPS여야 합니다.
InstanceProtocol이 보안 프로토콜(HTTPS 또는 SSL)인 동일한 InstancePort를 가진 다른 리스
너가 있을 경우 리스너의 InstanceProtocol이 보안 프로토콜이어야 합니다.
InstanceProtocol이 HTTP 또는 TCP인 동일한 InstancePort를 가진 다른 리스너가 있을 경우,
리스너의 InstanceProtocol이 HTTP 또는 TCP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adBalancerPort
로드 밸런서가 수신 대기하는 포트입니다. EC2-VPC에서 1-65535 범위에서 포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C2-Classic에서 25, 80, 443, 465, 587, 1024-65535에서 포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yNames
리스너와 연결할 정책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
라우팅에 사용할 로드 밸런서 전송 프로토콜입니다(HTTP, HTTPS, TCP 또는 SSL).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SLCertificateId
서버 인증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Elastic Load Balancing API 참조(버전 2012-06-01)의 CreateLoadBalancerListe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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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ic Load Balancer 사용 설명서의 리스너
• Classic Load Balancer 사용 설명서의 HTTPS 리스너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olicies
Classic Load Balancer에 대한 정책을 지정합니다.
리스너에 정책을 연결하려면 리스너에 PolicyNames 속성을 사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s" : [ Json, ... ],
"InstancePorts" : [ String, ... ],
"LoadBalancerPorts" : [ String, ... ],
"PolicyName" : String,
"PolicyType" : String

YAML
Attributes:
- Json
InstancePorts:
- String
LoadBalancerPorts:
- String
PolicyName: String
PolicyType: String

Properties
Attributes
정책 속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Ports
정책에 대한 인스턴스 포트입니다. 일부 정책 유형에만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adBalancerPorts
정책에 대한 로드 밸런서 포트입니다. 일부 정책 유형에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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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yName
정책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yType
정책 유형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JSON
"Policies": [{
"PolicyName": "My-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Attributes":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
}]

YAML
Policies:
- PolicyName: My-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Attributes: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참고 항목
• Elastic Load Balancing API 참조(버전 2012-06-01)의 CreateLoadBalancerPolicy

Elastic Load Balancing V2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 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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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Certificate (p. 3039)
•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 3041)
•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 3086)
•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 3093)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Application Load Balancer 또는 Network Load Balancer의 리스너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 {
"AlpnPolicy" : [ String, ... ],
"Certificates" : [ Certificate (p. 3032), ... ],
"DefaultActions" : [ Action (p. 3025), ... ],
"LoadBalancerArn" : String,
"Port" : Integer,
"Protocol" : String,
"SslPolicy" : String
}

YAML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AlpnPolicy:
- String
Certificates:
- Certificate (p. 3032)
DefaultActions:
- Action (p. 3025)
LoadBalancerArn: String
Port: Integer
Protocol: String
SslPolicy: String

Properties
AlpnPolicy
[TLS 리스너] Application-Layer Protocol Negotiation(ALPN) 정책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ertificates
보안 리스너에 대한 기본 SSL 서버 인증서입니다. 리스너 프로토콜이 HTTPS 또는 TLS인 경우 정확하
게 하나의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302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Elastic Load Balancing V2

보안 리스너의 인증서 목록을 생성하려면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Certificate를 사용합
니다.
Required: 조건
Type: Certificate (p. 303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Actions
기본 규칙의 작업입니다. 기본 규칙에 대한 조건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에 대한 추가 규칙을 생성하려면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Action (p. 302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adBalancerArn
로드 밸런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rt
로드 밸런서가 수신 대기하는 포트입니다. Gateway Load Balancer의 경우 포트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
클라이언트에서 로드 밸런서로 연결을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의 경우 지원되
는 프로토콜은 HTTP와 HTTPS입니다. Network Load Balancer의 경우 지원되는 프로토콜은 TCP, TLS,
UDP 및 TCP_UDP입니다. 이중 스택 모드가 활성화된 경우 UDP 또는 TCP_UDP 프로토콜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Gateway Load Balancer의 경우 프로토콜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ENEVE | HTTP | HTTPS | TCP | TCP_UDP | TLS | UD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slPolicy
[HTTPS 및 TLS 리스너] 지원되는 암호와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보안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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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Application Load Balancers 안내서의 보안 정책과 Network Load Balancers 안내서의 보
안 정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스너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ListenerArn
리스너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포트 80에 HTTP 요청을 포트 443에 HTTPS 요청으로 리디렉션하여 원본 호스트 이름, 경로
및 쿼리 문자열을 유지하는 기본 작업으로 리스너를 생성합니다.

YAML
HTTPlisten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DefaultActions:
- Type: "redirect"
RedirectConfig:
Protocol: "HTTPS"
Port: 443
Host: "#{host}"
Path: "/#{path}"
Query: "#{query}"
StatusCode: "HTTP_301"
LoadBalancerArn: !Ref myLoadBalancer
Port: 80
Protocol: "HTTP"

JSON
"HTTPlisten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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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
"DefaultActions": [
{
"Type": "redirect",
"RedirectConfig": {
"Protocol": "HTTPS",
"Port": 443,
"Host": "#{host}",
"Path": "/#{path}",
"Query": "#{query}",
"StatusCode": "HTTP_301"
}
}
],
"LoadBalancerArn": {
"Ref": "myLoadBalancer"
},
"Port": 80,
"Protocol": "HTTP"
}

}

참고 항목
• Elastic Load Balancing API 참조 설명서(버전 2015-12-01)의 CreateListener
• Application Load Balancer 사용 설명서의 리스너
• Network Load Balancer 사용 설명서의 리스너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Action
리스너 규칙에 대한 작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henticateCognitoConfig" : AuthenticateCognitoConfig (p. 3027),
"AuthenticateOidcConfig" : AuthenticateOidcConfig (p. 3029),
"FixedResponseConfig" : FixedResponseConfig (p. 3032),
"ForwardConfig" : ForwardConfig (p. 3033),
"Order" : Integer,
"RedirectConfig" : RedirectConfig (p. 3035),
"TargetGroupArn" : String,
"Type" : String

YAML
AuthenticateCognitoConfig:
AuthenticateCognitoConfig (p. 3027)
AuthenticateOidcConfig:
AuthenticateOidcConfig (p. 3029)
FixedResponseConfig:
FixedResponseConfig (p. 3032)
Forward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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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Config (p. 3033)
Order: Integer
RedirectConfig:
RedirectConfig (p. 3035)
TargetGroupArn: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AuthenticateCognitoConfig
[HTTPS 리스너] 사용자 인증을 위한 Amazon Cognito 사용 정보. Type이 authenticate-cognito인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thenticateCognitoConfig (p. 30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enticateOidcConfig
[HTTPS 리스너] OpenID Connect(OIDC)와 호환되는 자격 증명 공급자 관련 정보입니다. Type이
authenticate-oidc인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thenticateOidcConfig (p. 30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xedResponseConfig
[Application Load Balancer] 사용자 지정 HTTP 응답을 반환하는 작업 생성 관련 정보입니다. Type이
fixed-response인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ixedResponseConfig (p. 30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rwardConfig
하나 이상의 대상 그룹 사이에 요청을 배포하는 작업을 생성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Network Load
Balancer의 경우, 단일 대상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Type이 forward인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ForwardConfig와 TargetGroupArn 둘 다 지정할 경우 ForwardConfig를 사용하여 하나의 대상
그룹만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TargetGroupArn에 지정된 동일한 대상 그룹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orwardConfig (p. 303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der
작업의 순서입니다. 여러 작업이 포함된 규칙에 대해 이 값이 필요합니다. 가장 낮은 순서 값이 있는 작
업이 첫 번째로 수행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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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50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directConfig
[Application Load Balancer] 리디렉션 작업 생성 관련 정보입니다. Type이 redirect인 경우에만 지정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directConfig (p. 30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GroupArn
대상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Type이 forward이고 단일 대상 그룹으로 라우팅하고
싶은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하나 이상의 대상 그룹으로 라우팅하려면 ForwardConfig을 대신 사용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작업 유형.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uthenticate-cognito | authenticate-oidc | fixed-response | forward
| redirec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AuthenticateCognitoConfig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Amazon Cognito와 통합할 때 필요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henticationRequestExtraParams" : {Key : Value, ...},
"OnUnauthenticatedRequest" : String,
"Scope" : String,
"SessionCookieName" : String,
"SessionTimeout" : String,
"UserPoolArn" : String,
"UserPoolClientId" : String,
"UserPoolDomai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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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uthenticationRequestExtraParams:
Key : Value
OnUnauthenticatedRequest: String
Scope: String
SessionCookieName: String
SessionTimeout: String
UserPoolArn: String
UserPoolClientId: String
UserPoolDomain: String

Properties
AuthenticationRequestExtraParams
권한 부여 엔드포인트에 대한 리디렉션 요청에 포함할 쿼리 파라미터(최대 10개).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nUnauthenticatedRequest
사용자가 인증되지 않은 경우의 동작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deny - HTTP 401 권한 없음 오류를 반환합니다.
• allow - 요청이 대상으로 전달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 authenticate - 요청을 IdP 권한 부여 엔드포인트로 리디렉션합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ow | authenticate | den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ope
IdP에서 요청된 사용자 클레임 세트. 기본값은 openid입니다.
IdP에서 지원하는 범위 값과 여러 값을 분리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IdP 관련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ssionCookieName
세션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할 쿠키의 이름입니다. 기본값은 AWSELBAuthSessionCookie입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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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Timeout
인증의 최대 기간(초)입니다. 기본값은 604,800초(7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PoolArn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PoolClientId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PoolDomain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의 도메인 접두사 또는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AuthenticateOidcConfig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OpenID Connect(OIDC) 규정을 준수하는 자격 증명 공급자(IdP)를 사용할 때 필요
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uthenticationRequestExtraParams" : {Key : Value, ...},
"AuthorizationEndpoint" : String,
"ClientId" : String,
"ClientSecret" : String,
"Issuer" : String,
"OnUnauthenticatedRequest" : String,
"Scope" : String,
"SessionCookieName" : String,
"SessionTimeout" : String,
"TokenEndpoint" : String,
"UserInfoEndpoint"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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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AuthenticationRequestExtraParams:
Key : Value
AuthorizationEndpoint: String
ClientId: String
ClientSecret: String
Issuer: String
OnUnauthenticatedRequest: String
Scope: String
SessionCookieName: String
SessionTimeout: String
TokenEndpoint: String
UserInfoEndpoint: String

Properties
AuthenticationRequestExtraParams
권한 부여 엔드포인트에 대한 리디렉션 요청에 포함할 쿼리 파라미터(최대 10개).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orizationEndpoint
IdP의 권한 부여 엔드포인트. HTTPS 프로토콜, 도메인 및 경로를 포함한 전체 URL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Id
OAuth 2.0 클라이언트 식별자.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Secret
OAuth 2.0 클라이언트 암호. 규칙을 생성하는 경우 이 파라미터가 필수입니다. 규칙을 수정하는 경우
UseExistingClientSecret을 true로 설정하면 이 파라미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ssuer
IdP의 OIDC 발행자 식별자. HTTPS 프로토콜, 도메인 및 경로를 포함한 전체 URL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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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nUnauthenticatedRequest
사용자가 인증되지 않은 경우의 동작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deny - HTTP 401 권한 없음 오류를 반환합니다.
• allow - 요청이 대상으로 전달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 authenticate - 요청을 IdP 권한 부여 엔드포인트로 리디렉션합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ow | authenticate | den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ope
IdP에서 요청된 사용자 클레임 세트. 기본값은 openid입니다.
IdP에서 지원하는 범위 값과 여러 값을 분리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IdP 관련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ssionCookieName
세션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할 쿠키의 이름입니다. 기본값은 AWSELBAuthSessionCookie입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ssionTimeout
인증의 최대 기간(초)입니다. 기본값은 604,800초(7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kenEndpoint
IdP의 토큰 엔드포인트입니다. HTTPS 프로토콜, 도메인 및 경로를 포함한 전체 URL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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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InfoEndpoint
IdP의 사용자 정보 엔드포인트입니다. HTTPS 프로토콜, 도메인 및 경로를 포함한 전체 URL이어야 합니
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Certificate
보안 리스너의 기본 인증서로 사용할 SSL 서버 인증서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Arn" : String

YAML
CertificateArn: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Arn
인증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FixedResponseConfig
사용자 지정 HTTP 응답을 반환할 때 필요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entType" : String,
"MessageBody" : String,
"StatusCod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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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ContentType: String
MessageBody: String
StatusCode: String

Properties
ContentType
콘텐츠 유형.
유효한 값: text/plain | text/css | text/html | application/javascript | application/json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ssageBody
메시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Code
HTTP 응답 코드(2XX, 4XX 또는 5XX).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2|4|5)\d\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ForwardConfig
하나 이상의 대상 그룹 사이에 요청을 배포하는 작업을 생성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Network Load
Balancer의 경우, 단일 대상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Type이 forward인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ForwardConfig와 TargetGroupArn 둘 다 지정할 경우 ForwardConfig를 사용하여 하나의 대상 그룹
만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TargetGroupArn에 지정된 동일한 대상 그룹이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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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argetGroups" : [ TargetGroupTuple (p. 3039), ... ],
"TargetGroupStickinessConfig" : TargetGroupStickinessConfig (p. 3038)

YAML
TargetGroups:
- TargetGroupTuple (p. 3039)
TargetGroupStickinessConfig:
TargetGroupStickinessConfig (p. 3038)

Properties
TargetGroups
전달 규칙에서 여러 대상 그룹 간에 트래픽이 분산되는 방식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rgetGroupTuple (p. 303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GroupStickinessConfig
규칙의 대상 그룹 고정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rgetGroupStickinessConfig (p. 303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가중 대상 그룹 예
다음 예에서는 두 트래픽 그룹 간 트래픽의 상대적 가중치를 설정합니다. 각 그룹의 weight 속성이 동일한
값 1로 설정되므로 트래픽은 두 그룹 간에 50/50으로 분할됩니다.

JSON
"ListenerRule1":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
"Actions": [{
"Type": "forward",
"ForwardConfig": {
"TargetGroups": [{
"TargetGroupArn": { "Ref": "TargetGroup1" },
"Weight": 1
}, {
"TargetGroupArn": { "Ref": "TargetGroup2" },
"Weight":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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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ditions": [{
"Field": "path-pattern",
"Values": ["foo"]
}],
"ListenerArn": { "Ref": "Listener" },
"Priority": 1

YAML
ListenerRule1: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Actions:
- Type: forward
ForwardConfig:
TargetGroups:
- TargetGroupArn: !Ref TargetGroup1
Weight: 1
- TargetGroupArn: !Ref TargetGroup2
Weight: 1
Conditions:
- Field: path-pattern
Values:
- foo
ListenerArn: !Ref Listener
Priority: 1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RedirectConfig
리디렉션 작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음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URI입니다. protocol://hostname:port/path?query. 리디렉션 루프를 피하기 위해
프로토콜, 호스트 이름 포트, 경로 중 최소 하나를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하지 않은 구성 요소는 원래 값을 유
지합니다.
다음 예약어를 사용하여 URI 구성 요소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protocol}
• #{host}
• #{port}
• #{path} (선행 "/" 기호는 생략됨)
• #{query}
예를 들어 경로를 ‘/new/#{path}’로, 호스트 이름을 ‘example.#{host}’로, 또는 쿼리를 ‘#{query}&value=xyz’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Host" : String,
"Path" : String,
"Port" : String,
"Protocol"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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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ry" : String,
"StatusCode" : String

YAML
Host: String
Path: String
Port: String
Protocol: String
Query: String
StatusCode: String

Properties
Host
호스트 이름입니다. 이 구성 요소는 퍼센트 인코딩되지 않습니다. 호스트 이름에 #{host}가 포함될 수 있
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h
"/"로 시작하는 절대 경로입니다. 이 구성 요소는 퍼센트 인코딩되지 않습니다. 경로에 #{host}, #{path}
및 #{port}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포트. 1에서 65535 사이의 값 또는 #{port}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
프로토콜. HTTP, HTTPS 또는 #{protocol}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HTTP를 HTTP로, HTTP를 HTTPS로,
HTTPS를 HTTPS로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HTTPS를 HTTP로 리디렉션할 수는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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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HTTPS?|#\{protoco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
쿼리 파라미터. 필요한 경우 URL 인코딩되지만 퍼센트 인코딩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으로 추가되므로 선
행 "?" 기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약된 키워드 중 하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Code
HTTP 리디렉션 코드입니다. 리디렉션은 영구(HTTP 301) 또는 임시(HTTP 302)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HTTP_301 | HTTP_3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다음 예에서는 포트 80에 HTTP 요청을 포트 443에 HTTPS 요청으로 리디렉션하여 원본 호스트 이름, 경로
및 쿼리 문자열을 유지하는 기본 작업으로 리스너를 생성합니다.

YAML
HTTPlisten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DefaultActions:
- Type: "redirect"
RedirectConfig:
Protocol: "HTTPS"
Port: 443
Host: "#{host}"
Path: "/#{path}"
Query: "#{query}"
StatusCode: "HTTP_301"
LoadBalancerArn: !Ref myLoadBalancer
Port: 80
Protocol: "HTTP"

JSON
"HTTPlisten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
"DefaultA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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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ype": "redirect",
"RedirectConfig": {
"Protocol": "HTTPS",
"Port": 443,
"Host": "#{host}",
"Path": "/#{path}",
"Query": "#{query}",
"StatusCode": "HTTP_301"
}

}
],
"LoadBalancerArn": {
"Ref": "myLoadBalancer"
},
"Port": 80,
"Protocol": "HTTP"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TargetGroupStickinessConfig
규칙의 대상 그룹 고정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urationSeconds" : Integer,
"Enabled" : Boolean

YAML
DurationSeconds: Integer
Enabled: Boolean

Properties
DurationSeconds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동일한 대상 그룹으로 라우팅해야 하는 시간(초)입니다. 범위는 1~604800초(7일)
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대상 그룹 고정이 활성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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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TargetGroupTuple
전달 규칙에서 여러 대상 그룹 간에 트래픽이 분산되는 방식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argetGroupArn" : String,
"Weight" : Integer

YAML
TargetGroupArn: String
Weight: Integer

Properties
TargetGroupArn
대상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ight
가중치입니다. 범위는 0 ~ 999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Certificate
HTTPS 또는 TLS 리스너의 인증서 목록에 추가할 SSL 서버 인증서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Certificate",
"Properties" : {
"Certificates" : [ Certificate (p. 3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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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stenerArn" : String

YAML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Certificate
Properties:
Certificates:
- Certificate (p. 3040)
ListenerArn: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s
인증서입니다. 리소스당 하나의 인증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Certificate (p. 3040)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istenerArn
리스너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Elastic Load Balancing API 참조 설명서(버전 2015-12-01)의 AddListenerCertificates
• Application Load Balancer 사용 설명서의 SSL 인증서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Certificate Certificate
보안 리스너의 인증서 목록에 대한 SSL 서버 인증서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Arn" : String

YAML
Certificate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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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ertificateArn
인증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리스너 규칙을 지정합니다. 리스너는 Application Load Balancer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각 규칙은 우선 순위,
하나 이상의 작업, 하나 이상의 조건으로 구성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 {
"Actions" : [ Action (p. 3065), ... ],
"Conditions" : [ RuleCondition (p. 3082), ... ],
"ListenerArn" : String,
"Priority" : Integer
}

YAML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Actions:
- Action (p. 3065)
Conditions:
- RuleCondition (p. 3082)
ListenerArn: String
Priority: Integer

Properties
Actions
작업입니다.
규칙에는 forward, fixed-response 또는 redirect 작업 유형 중 정확히 하나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작업은 수행할 마지막 작업이어야 합니다. 규칙이 HTTPS 리스너에 대한 규칙인 경우 선택적으로 인
증 작업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Action (p. 306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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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조건입니다.
규칙에는 선택적으로 http-request-method, host-header, path-pattern 및 source-ip라
는 각 조건 중 최대 하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에는 선택적으로 http-header 및 querystring 조건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RuleCondition (p. 308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stenerArn
리스너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ority
규칙 우선 순위입니다. 리스너는 우선순위가 동일한 규칙을 여러 개 자질 수 없습니다.
해당 우선 순위를 업데이트하여 규칙을 재정렬하려는 경우 기존 규칙이 이미 해당 우선 순위를 사용 중
인 경우 새 우선 순위를 지정하지 마십시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규칙에 우선 순위를 다시
사용해야 할 경우 먼저 우선 순위를 제거한 후 이후의 업데이트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50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스너 규칙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IsDefault
기본 규칙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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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Arn
규칙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제
HTTP 헤더 규칙 예
YAML
Parameters:
CidrBlockForVPC:
Default: 187.0.0.0/24
Description: CidrBlockForVPC
Type: String
CidrBlockForSubnet1:
Default: 187.0.0.0/25
Description: Cidr Block For Subnet1
Type: String
CidrBlockForSubnet2:
Default: 187.0.0.128/25
Description: Cidr Block For Subnet2
Type: String
AvailabilityZoneForSubnet1:
Default: us-east-1c
Description: AvailabilityZone For Subnet1
Type: String
AvailabilityZoneForSubnet2:
Default: us-east-1b
Description: AvailabilityZone For Subnet2
Type: String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Ref CidrBlockForVPC
Subnet1: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AvailabilityZone: !Ref AvailabilityZoneForSubnet1
CidrBlock: !Ref CidrBlockForSubnet1
Subnet2: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AvailabilityZone: !Ref AvailabilityZoneForSubnet2
CidrBlock: !Ref CidrBlockForSubnet2
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1
- !Ref Subnet2
TargetGroup1: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Port: 1000
Protocol: HTTP
VpcId: !Ref V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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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Group2: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Port: 2000
Protocol: HTTP
VpcId: !Ref VPC
ListenerRule1: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Ref TargetGroup1
Conditions:
- Field: http-header
HttpHeaderConfig:
HttpHeaderName: User-Agent
Values:
- Mozilla
- Field: http-header
HttpHeaderConfig:
HttpHeaderName: Referer
Values:
- 'https://www.amazon.com/'
ListenerArn: !Ref Listener
Priority: 1
ListenerRule2: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Ref TargetGroup2
Conditions:
- Field: http-header
HttpHeaderConfig:
HttpHeaderName: User-Agent
Values:
- Chrome
ListenerArn: !Ref Listener
Priority: 2
Listen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Default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Ref TargetGroup1
LoadBalancerArn: !Ref LoadBalancer
Port: '8000'
Protocol: HTTP
LoadBalancerAlarm: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Namespace: AWS/ApplicationELB
Dimensions:
- Name: LoadBalancer
Value: !GetAtt
- LoadBalancer
- LoadBalancerFullName
- Name: TargetGroup
Value: !GetAtt
- TargetGroup1
- TargetGroupFullName
MetricName: UnHealthyHostCount
Period: 60
Statistic: Average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Threshol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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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Periods: 1
Outputs:
LoadBalancer:
Value: !Ref LoadBalancer
TargetGroup1:
Value: !Ref TargetGroup1
TargetGroup2:
Value: !Ref TargetGroup2
ListenerArn:
Value: !Ref Listener
ListenerRule1Arn:
Value: !Ref ListenerRule1
ListenerRule2Arn:
Value: !Ref ListenerRule2
LoadBalancersAssociatedWithTargetGroup1:
Description: LoadBalancers associated with TargetGroup
Value: !Select
- '0'
- !GetAtt
- TargetGroup1
- LoadBalancerArns
LoadBalancersAssociatedWithTargetGroup2:
Description: LoadBalancers associated with TargetGroup
Value: !Select
- '0'
- !GetAtt
- TargetGroup2
- LoadBalancerArns
TargetGroupFullName1:
Description: FullName of TargetGroup1
Value: !GetAtt
- TargetGroup1
- TargetGroupFullName
TargetGroupFullName2:
Description: FullName of TargetGroup2
Value: !GetAtt
- TargetGroup2
- TargetGroupFullName

JSON
{

"Parameters": {
"CidrBlockForVPC" : {
"Default" : "187.0.0.0/24",
"Description" : "CidrBlockForVPC",
"Type" : "String"
},
"CidrBlockForSubnet1" : {
"Default" : "187.0.0.0/25",
"Description" : "Cidr Block For Subnet1",
"Type" : "String"
},
"CidrBlockForSubnet2" : {
"Default" : "187.0.0.128/25",
"Description" : "Cidr Block For Subnet2",
"Type" : "String"
},
"AvailabilityZoneForSubnet1" : {
"Default" : "us-east-1c",
"Description" : "AvailabilityZone For Subnet1",
"Type" : "String"
},
"AvailabilityZoneForSubne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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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 "us-east-1b",
"Description" : "AvailabilityZone For Subnet2",
"Type" : "String"

}
},
"Resources": {
"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CidrBlock": {"Ref" : "CidrBlockForVPC"}
}
},
"Subnet1":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VpcId" : { "Ref" : "VPC" },
"AvailabilityZone": { "Ref": "AvailabilityZoneForSubnet1" },
"CidrBlock": {"Ref" : "CidrBlockForSubnet1"}
}
},
"Subnet2":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VpcId" : { "Ref" : "VPC" },
"AvailabilityZone": { "Ref": "AvailabilityZoneForSubnet2" },
"CidrBlock": {"Ref" : "CidrBlockForSubnet2"}
}
},
"LoadBalancer" :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
"Scheme" : "internal",
"Subnets" : [ {"Ref": "Subnet1"}, {"Ref" : "Subnet2"} ]
}
},
"TargetGroup1" : {
"Type" :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 {
"Port": 1000,
"Protocol": "HTTP",
"VpcId": { "Ref" : "VPC" }
}
},
"TargetGroup2" : {
"Type" :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 {
"Port": 2000,
"Protocol": "HTTP",
"VpcId": { "Ref" : "VPC" }
}
},
"ListenerRule1":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
"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 "Ref": "TargetGroup1" }
}],
"Conditions": [{
"Field": "http-header",
"HttpHeaderConfig": {
"HttpHeaderName": "User-Agent",
"Values": ["Mozill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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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http-header",
"HttpHeaderConfig": {
"HttpHeaderName": "Referer",
"Values": ["https://www.amazon.com/"]
}
}],
"ListenerArn": { "Ref": "Listener" },
"Priority": 1

}
},
"ListenerRule2":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
"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 "Ref": "TargetGroup2" }
}],
"Conditions": [{
"Field": "http-header",
"HttpHeaderConfig": {
"HttpHeaderName": "User-Agent",
"Values": ["Chrome"]
}
}],
"ListenerArn": { "Ref": "Listener" },
"Priority": 2
}
},
"Listen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
"Default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 "Ref": "TargetGroup1" }
}],
"LoadBalancerArn": { "Ref": "LoadBalancer" },
"Port": "8000",
"Protocol": "HTTP"
}
},
"LoadBalancerAlarm": {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Namespace": "AWS/ApplicationELB",
"Dimensions": [
{
"Name": "LoadBalancer",
"Value": {"Fn::GetAtt" : ["LoadBalancer", "LoadBalancerFullName"]}
},
{
"Name": "TargetGroup",
"Value": {"Fn::GetAtt" : ["TargetGroup1", "TargetGroupFullName"]}
}
],
"MetricName": "UnHealthyHostCount",
"Period": 60,
"Statistic": "Average",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Threshold": 0,
"EvaluationPeriods": 1
}
}

},
"Outputs": {
"LoadBalancer":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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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 "LoadBalancer"
}
},
"TargetGroup1": {
"Value": {
"Ref": "TargetGroup1"
}
},
"TargetGroup2": {
"Value": {
"Ref": "TargetGroup2"
}
},
"ListenerArn": {
"Value": {
"Ref": "Listener"
}
},
"ListenerRule1Arn": {
"Value": {
"Ref": "ListenerRule1"
}
},
"ListenerRule2Arn": {
"Value": {
"Ref": "ListenerRule2"
}
},
"LoadBalancersAssociatedWithTargetGroup1" : {
"Description" : "LoadBalancers associated with TargetGroup",
"Value" : { "Fn::Select" : [ "0",
{ "Fn::GetAtt" : ["TargetGroup1", "LoadBalancerArns"] }
]
}
},
"LoadBalancersAssociatedWithTargetGroup2" : {
"Description" : "LoadBalancers associated with TargetGroup",
"Value" : { "Fn::Select" : [ "0",
{ "Fn::GetAtt" : ["TargetGroup2", "LoadBalancerArns"] }
]
}
},
"TargetGroupFullName1" : {
"Description" : "FullName of TargetGroup1",
"Value" : {"Fn::GetAtt" : ["TargetGroup1", "TargetGroupFullName"]}
},
"TargetGroupFullName2" : {
"Description" : "FullName of TargetGroup2",
"Value" : {"Fn::GetAtt" : ["TargetGroup2", "TargetGroupFullName"]}
}

HTTP 요청 메서드 규칙 예
YAML
Parameters:
CidrBlockForVPC:
Default: 187.0.0.0/24
Description: CidrBlockForVPC
Type: String
CidrBlockForSubnet1:

API 버전 2010-05-15
304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Elastic Load Balancing V2
Default: 187.0.0.0/25
Description: Cidr Block For Subnet1
Type: String
CidrBlockForSubnet2:
Default: 187.0.0.128/25
Description: Cidr Block For Subnet2
Type: String
AvailabilityZoneForSubnet1:
Default: us-east-1c
Description: AvailabilityZone For Subnet1
Type: String
AvailabilityZoneForSubnet2:
Default: us-east-1b
Description: AvailabilityZone For Subnet2
Type: String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Ref CidrBlockForVPC
Subnet1: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AvailabilityZone: !Ref AvailabilityZoneForSubnet1
CidrBlock: !Ref CidrBlockForSubnet1
Subnet2: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AvailabilityZone: !Ref AvailabilityZoneForSubnet2
CidrBlock: !Ref CidrBlockForSubnet2
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1
- !Ref Subnet2
TargetGroup1: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Port: 1000
Protocol: HTTP
VpcId: !Ref VPC
TargetGroup2: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Port: 2000
Protocol: HTTP
VpcId: !Ref VPC
ListenerRule1: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Ref TargetGroup1
Conditions:
- Field: http-request-method
HttpRequestMethodConfig:
Values:
- GET_OR_HEAD
ListenerArn: !Ref Listener
Priority: 1
ListenerRule2: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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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Ref TargetGroup2
Conditions:
- Field: http-request-method
HttpRequestMethodConfig:
Values:
- POST
ListenerArn: !Ref Listener
Priority: 2
Listen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Default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Ref TargetGroup1
LoadBalancerArn: !Ref LoadBalancer
Port: '8000'
Protocol: HTTP
LoadBalancerAlarm: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Namespace: AWS/ApplicationELB
Dimensions:
- Name: LoadBalancer
Value: !GetAtt
- LoadBalancer
- LoadBalancerFullName
- Name: TargetGroup
Value: !GetAtt
- TargetGroup1
- TargetGroupFullName
MetricName: UnHealthyHostCount
Period: 60
Statistic: Average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Threshold: 0
EvaluationPeriods: 1
Outputs:
LoadBalancer:
Value: !Ref LoadBalancer
TargetGroup1:
Value: !Ref TargetGroup1
TargetGroup2:
Value: !Ref TargetGroup2
ListenerArn:
Value: !Ref Listener
ListenerRule1Arn:
Value: !Ref ListenerRule1
ListenerRule2Arn:
Value: !Ref ListenerRule2
LoadBalancersAssociatedWithTargetGroup1:
Description: LoadBalancers associated with TargetGroup
Value: !Select
- '0'
- !GetAtt
- TargetGroup1
- LoadBalancerArns
LoadBalancersAssociatedWithTargetGroup2:
Description: LoadBalancers associated with TargetGroup
Value: !Select
- '0'
- !GetAtt
- TargetGroup2
- LoadBalancerA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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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GroupFullName1:
Description: FullName of TargetGroup1
Value: !GetAtt
- TargetGroup1
- TargetGroupFullName
TargetGroupFullName2:
Description: FullName of TargetGroup2
Value: !GetAtt
- TargetGroup2
- TargetGroupFullName

JSON
{

"Parameters": {
"CidrBlockForVPC" : {
"Default" : "187.0.0.0/24",
"Description" : "CidrBlockForVPC",
"Type" : "String"
},
"CidrBlockForSubnet1" : {
"Default" : "187.0.0.0/25",
"Description" : "Cidr Block For Subnet1",
"Type" : "String"
},
"CidrBlockForSubnet2" : {
"Default" : "187.0.0.128/25",
"Description" : "Cidr Block For Subnet2",
"Type" : "String"
},
"AvailabilityZoneForSubnet1" : {
"Default" : "us-east-1c",
"Description" : "AvailabilityZone For Subnet1",
"Type" : "String"
},
"AvailabilityZoneForSubnet2" : {
"Default" : "us-east-1b",
"Description" : "AvailabilityZone For Subnet2",
"Type" : "String"
}
},
"Resources": {
"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CidrBlock": {"Ref" : "CidrBlockForVPC"}
}
},
"Subnet1":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VpcId" : { "Ref" : "VPC" },
"AvailabilityZone": { "Ref": "AvailabilityZoneForSubnet1" },
"CidrBlock": {"Ref" : "CidrBlockForSubnet1"}
}
},
"Subnet2":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VpcId" : { "Ref" : "VPC" },
"AvailabilityZone": { "Ref": "AvailabilityZoneForSubnet2" },
"CidrBlock": {"Ref" : "CidrBlockForSubnet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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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Balancer" :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
"Scheme" : "internal",
"Subnets" : [ {"Ref": "Subnet1"}, {"Ref" : "Subnet2"} ]
}
},
"TargetGroup1" : {
"Type" :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 {
"Port": 1000,
"Protocol": "HTTP",
"VpcId": { "Ref" : "VPC" }
}
},
"TargetGroup2" : {
"Type" :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 {
"Port": 2000,
"Protocol": "HTTP",
"VpcId": { "Ref" : "VPC" }
}
},
"ListenerRule1":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
"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 "Ref": "TargetGroup1" }
}],
"Conditions": [{
"Field": "http-request-method",
"HttpRequestMethodConfig": {
"Values": ["GET_OR_HEAD"]
}
}],
"ListenerArn": { "Ref": "Listener" },
"Priority": 1
}
},
"ListenerRule2":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
"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 "Ref": "TargetGroup2" }
}],
"Conditions": [{
"Field": "http-request-method",
"HttpRequestMethodConfig": {
"Values": ["POST"]
}
}],
"ListenerArn": { "Ref": "Listener" },
"Priority": 2
}
},
"Listen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
"Default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 "Ref": "TargetGroup1" }
}],
"LoadBalancerArn": { "Ref": "LoadBalancer" },
"Port":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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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HTTP"
}
},
"LoadBalancerAlarm": {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Namespace": "AWS/ApplicationELB",
"Dimensions": [
{
"Name": "LoadBalancer",
"Value": {"Fn::GetAtt" : ["LoadBalancer", "LoadBalancerFullName"]}
},
{
"Name": "TargetGroup",
"Value": {"Fn::GetAtt" : ["TargetGroup1", "TargetGroupFullName"]}
}
],
"MetricName": "UnHealthyHostCount",
"Period": 60,
"Statistic": "Average",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Threshold": 0,
"EvaluationPeriods": 1
}
}

},
"Outputs": {
"LoadBalancer": {
"Value": {
"Ref": "LoadBalancer"
}
},
"TargetGroup1": {
"Value": {
"Ref": "TargetGroup1"
}
},
"TargetGroup2": {
"Value": {
"Ref": "TargetGroup2"
}
},
"ListenerArn": {
"Value": {
"Ref": "Listener"
}
},
"ListenerRule1Arn": {
"Value": {
"Ref": "ListenerRule1"
}
},
"ListenerRule2Arn": {
"Value": {
"Ref": "ListenerRule2"
}
},
"LoadBalancersAssociatedWithTargetGroup1" : {
"Description" : "LoadBalancers associated with TargetGroup",
"Value" : { "Fn::Select" : [ "0",
{ "Fn::GetAtt" : ["TargetGroup1", "LoadBalancerArns"] }
]
}
},
"LoadBalancersAssociatedWithTargetGroup2" : {
"Description" : "LoadBalancers associated with Target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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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lue" : { "Fn::Select" : [ "0",
{ "Fn::GetAtt" : ["TargetGroup2", "LoadBalancerArns"] }
]
}
},
"TargetGroupFullName1" : {
"Description" : "FullName of TargetGroup1",
"Value" : {"Fn::GetAtt" : ["TargetGroup1", "TargetGroupFullName"]}
},
"TargetGroupFullName2" : {
"Description" : "FullName of TargetGroup2",
"Value" : {"Fn::GetAtt" : ["TargetGroup2", "TargetGroupFullName"]}
}

쿼리 문자열 규칙 예
YAML
Parameters:
CidrBlockForVPC:
Default: 187.0.0.0/24
Description: CidrBlockForVPC
Type: String
CidrBlockForSubnet1:
Default: 187.0.0.0/25
Description: Cidr Block For Subnet1
Type: String
CidrBlockForSubnet2:
Default: 187.0.0.128/25
Description: Cidr Block For Subnet2
Type: String
AvailabilityZoneForSubnet1:
Default: us-east-1c
Description: AvailabilityZone For Subnet1
Type: String
AvailabilityZoneForSubnet2:
Default: us-east-1b
Description: AvailabilityZone For Subnet2
Type: String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Ref CidrBlockForVPC
Subnet1: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AvailabilityZone: !Ref AvailabilityZoneForSubnet1
CidrBlock: !Ref CidrBlockForSubnet1
Subnet2: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AvailabilityZone: !Ref AvailabilityZoneForSubnet2
CidrBlock: !Ref CidrBlockForSubnet2
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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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Subnet1
- !Ref Subnet2
TargetGroup1: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Port: 1000
Protocol: HTTP
VpcId: !Ref VPC
TargetGroup2: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Port: 2000
Protocol: HTTP
VpcId: !Ref VPC
ListenerRule1: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Ref TargetGroup1
Conditions:
- Field: query-string
QueryStringConfig:
Values:
- Key: Foo
Value: Bar
- Field: query-string
QueryStringConfig:
Values:
- Key: Bar
Value: Xyz
ListenerArn: !Ref Listener
Priority: 1
ListenerRule2: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Ref TargetGroup2
Conditions:
- Field: query-string
QueryStringConfig:
Values:
- Key: Foo
Value: Baz
ListenerArn: !Ref Listener
Priority: 2
Listen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Default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Ref TargetGroup1
LoadBalancerArn: !Ref LoadBalancer
Port: '8000'
Protocol: HTTP
LoadBalancerAlarm: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Namespace: AWS/ApplicationELB
Dimensions:
- Name: LoadBalancer
Value: !GetAtt
- LoadBalancer
- LoadBalancerFullName
- Name: Target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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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GetAtt
- TargetGroup1
- TargetGroupFullName
MetricName: UnHealthyHostCount
Period: 60
Statistic: Average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Threshold: 0
EvaluationPeriods: 1
Outputs:
LoadBalancer:
Value: !Ref LoadBalancer
TargetGroup1:
Value: !Ref TargetGroup1
TargetGroup2:
Value: !Ref TargetGroup2
ListenerArn:
Value: !Ref Listener
ListenerRule1Arn:
Value: !Ref ListenerRule1
ListenerRule2Arn:
Value: !Ref ListenerRule2
LoadBalancersAssociatedWithTargetGroup1:
Description: LoadBalancers associated with TargetGroup
Value: !Select
- '0'
- !GetAtt
- TargetGroup1
- LoadBalancerArns
LoadBalancersAssociatedWithTargetGroup2:
Description: LoadBalancers associated with TargetGroup
Value: !Select
- '0'
- !GetAtt
- TargetGroup2
- LoadBalancerArns
TargetGroupFullName1:
Description: FullName of TargetGroup1
Value: !GetAtt
- TargetGroup1
- TargetGroupFullName
TargetGroupFullName2:
Description: FullName of TargetGroup2
Value: !GetAtt
- TargetGroup2
- TargetGroupFullName

JSON
{

"Parameters": {
"CidrBlockForVPC" : {
"Default" : "187.0.0.0/24",
"Description" : "CidrBlockForVPC",
"Type" : "String"
},
"CidrBlockForSubnet1" : {
"Default" : "187.0.0.0/25",
"Description" : "Cidr Block For Subnet1",
"Type" : "String"
},
"CidrBlockForSubnet2" : {
"Default" : "187.0.0.128/25",
"Description" : "Cidr Block For Subne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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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 "String"
},
"AvailabilityZoneForSubnet1" : {
"Default" : "us-east-1c",
"Description" : "AvailabilityZone For Subnet1",
"Type" : "String"
},
"AvailabilityZoneForSubnet2" : {
"Default" : "us-east-1b",
"Description" : "AvailabilityZone For Subnet2",
"Type" : "String"
}

},
"Resources": {
"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CidrBlock": {"Ref" : "CidrBlockForVPC"}
}
},
"Subnet1":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VpcId" : { "Ref" : "VPC" },
"AvailabilityZone": { "Ref": "AvailabilityZoneForSubnet1" },
"CidrBlock": {"Ref" : "CidrBlockForSubnet1"}
}
},
"Subnet2":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VpcId" : { "Ref" : "VPC" },
"AvailabilityZone": { "Ref": "AvailabilityZoneForSubnet2" },
"CidrBlock": {"Ref" : "CidrBlockForSubnet2"}
}
},
"LoadBalancer" :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
"Scheme" : "internal",
"Subnets" : [ {"Ref": "Subnet1"}, {"Ref" : "Subnet2"} ]
}
},
"TargetGroup1" : {
"Type" :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 {
"Port": 1000,
"Protocol": "HTTP",
"VpcId": { "Ref" : "VPC" }
}
},
"TargetGroup2" : {
"Type" :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 {
"Port": 2000,
"Protocol": "HTTP",
"VpcId": { "Ref" : "VPC" }
}
},
"ListenerRule1":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
"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 "Ref": "TargetGroup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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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
"Field": "query-string",
"QueryStringConfig": {
"Values": [{
"Key": "Foo",
"Value": "Bar"
}]
}
},
{
"Field": "query-string",
"QueryStringConfig": {
"Values": [{
"Key": "Bar",
"Value": "Xyz"
}]
}
}],
"ListenerArn": { "Ref": "Listener" },
"Priority": 1

}
},
"ListenerRule2":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
"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 "Ref": "TargetGroup2" }
}],
"Conditions": [{
"Field": "query-string",
"QueryStringConfig": {
"Values": [{
"Key": "Foo",
"Value": "Baz"
}]
}
}],
"ListenerArn": { "Ref": "Listener" },
"Priority": 2
}
},
"Listen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
"Default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 "Ref": "TargetGroup1" }
}],
"LoadBalancerArn": { "Ref": "LoadBalancer" },
"Port": "8000",
"Protocol": "HTTP"
}
},
"LoadBalancerAlarm": {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Namespace": "AWS/ApplicationELB",
"Dimensions": [
{
"Name": "LoadBalancer",
"Value": {"Fn::GetAtt" : ["LoadBalancer", "LoadBalancerFullName"]}
},
{
"Name": "TargetGroup",
"Value": {"Fn::GetAtt" : ["TargetGroup1", "TargetGroupFull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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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MetricName": "UnHealthyHostCount",
"Period": 60,
"Statistic": "Average",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Threshold": 0,
"EvaluationPeriods": 1

},
"Outputs": {
"LoadBalancer": {
"Value": {
"Ref": "LoadBalancer"
}
},
"TargetGroup1": {
"Value": {
"Ref": "TargetGroup1"
}
},
"TargetGroup2": {
"Value": {
"Ref": "TargetGroup2"
}
},
"ListenerArn": {
"Value": {
"Ref": "Listener"
}
},
"ListenerRule1Arn": {
"Value": {
"Ref": "ListenerRule1"
}
},
"ListenerRule2Arn": {
"Value": {
"Ref": "ListenerRule2"
}
},
"LoadBalancersAssociatedWithTargetGroup1" : {
"Description" : "LoadBalancers associated with TargetGroup",
"Value" : { "Fn::Select" : [ "0",
{ "Fn::GetAtt" : ["TargetGroup1", "LoadBalancerArns"] }
]
}
},
"LoadBalancersAssociatedWithTargetGroup2" : {
"Description" : "LoadBalancers associated with TargetGroup",
"Value" : { "Fn::Select" : [ "0",
{ "Fn::GetAtt" : ["TargetGroup2", "LoadBalancerArns"] }
]
}
},
"TargetGroupFullName1" : {
"Description" : "FullName of TargetGroup1",
"Value" : {"Fn::GetAtt" : ["TargetGroup1", "TargetGroupFullName"]}
},
"TargetGroupFullName2" : {
"Description" : "FullName of TargetGroup2",
"Value" : {"Fn::GetAtt" : ["TargetGroup2", "TargetGroupFullNa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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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IP 규칙 예
YAML
Parameters:
CidrBlockForVPC:
Default: 187.0.0.0/24
Description: CidrBlockForVPC
Type: String
CidrBlockForSubnet1:
Default: 187.0.0.0/25
Description: Cidr Block For Subnet1
Type: String
CidrBlockForSubnet2:
Default: 187.0.0.128/25
Description: Cidr Block For Subnet2
Type: String
AvailabilityZoneForSubnet1:
Default: us-east-1c
Description: AvailabilityZone For Subnet1
Type: String
AvailabilityZoneForSubnet2:
Default: us-east-1b
Description: AvailabilityZone For Subnet2
Type: String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Ref CidrBlockForVPC
Subnet1: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AvailabilityZone: !Ref AvailabilityZoneForSubnet1
CidrBlock: !Ref CidrBlockForSubnet1
Subnet2: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AvailabilityZone: !Ref AvailabilityZoneForSubnet2
CidrBlock: !Ref CidrBlockForSubnet2
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1
- !Ref Subnet2
TargetGroup1: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Port: 1000
Protocol: HTTP
VpcId: !Ref VPC
TargetGroup2: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Port: 2000
Protocol: HTTP
VpcId: !Ref V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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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erRule1: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Ref TargetGroup1
Conditions:
- Field: source-ip
SourceIpConfig:
Values:
- 172.0.0.0/8
ListenerArn: !Ref Listener
Priority: 1
ListenerRule2: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Ref TargetGroup2
Conditions:
- Field: source-ip
SourceIpConfig:
Values:
- 192.168.0.0/16
ListenerArn: !Ref Listener
Priority: 2
Listen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Default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Ref TargetGroup1
LoadBalancerArn: !Ref LoadBalancer
Port: '8000'
Protocol: HTTP
LoadBalancerAlarm: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Namespace: AWS/ApplicationELB
Dimensions:
- Name: LoadBalancer
Value: !GetAtt
- LoadBalancer
- LoadBalancerFullName
- Name: TargetGroup
Value: !GetAtt
- TargetGroup1
- TargetGroupFullName
MetricName: UnHealthyHostCount
Period: 60
Statistic: Average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Threshold: 0
EvaluationPeriods: 1
Outputs:
LoadBalancer:
Value: !Ref LoadBalancer
TargetGroup1:
Value: !Ref TargetGroup1
TargetGroup2:
Value: !Ref TargetGroup2
ListenerArn:
Value: !Ref Listener
ListenerRule1Arn:
Value: !Ref ListenerRule1
ListenerRule2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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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Ref ListenerRule2
LoadBalancersAssociatedWithTargetGroup1:
Description: LoadBalancers associated with TargetGroup
Value: !Select
- '0'
- !GetAtt
- TargetGroup1
- LoadBalancerArns
LoadBalancersAssociatedWithTargetGroup2:
Description: LoadBalancers associated with TargetGroup
Value: !Select
- '0'
- !GetAtt
- TargetGroup2
- LoadBalancerArns
TargetGroupFullName1:
Description: FullName of TargetGroup1
Value: !GetAtt
- TargetGroup1
- TargetGroupFullName
TargetGroupFullName2:
Description: FullName of TargetGroup2
Value: !GetAtt
- TargetGroup2
- TargetGroupFullName

JSON
{

"Parameters": {
"CidrBlockForVPC" : {
"Default" : "187.0.0.0/24",
"Description" : "CidrBlockForVPC",
"Type" : "String"
},
"CidrBlockForSubnet1" : {
"Default" : "187.0.0.0/25",
"Description" : "Cidr Block For Subnet1",
"Type" : "String"
},
"CidrBlockForSubnet2" : {
"Default" : "187.0.0.128/25",
"Description" : "Cidr Block For Subnet2",
"Type" : "String"
},
"AvailabilityZoneForSubnet1" : {
"Default" : "us-east-1c",
"Description" : "AvailabilityZone For Subnet1",
"Type" : "String"
},
"AvailabilityZoneForSubnet2" : {
"Default" : "us-east-1b",
"Description" : "AvailabilityZone For Subnet2",
"Type" : "String"
}
},
"Resources": {
"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CidrBlock": {"Ref" : "CidrBlockForVPC"}
}
},
"Subne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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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VpcId" : { "Ref" : "VPC" },
"AvailabilityZone": { "Ref": "AvailabilityZoneForSubnet1" },
"CidrBlock": {"Ref" : "CidrBlockForSubnet1"}
}
},
"Subnet2":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VpcId" : { "Ref" : "VPC" },
"AvailabilityZone": { "Ref": "AvailabilityZoneForSubnet2" },
"CidrBlock": {"Ref" : "CidrBlockForSubnet2"}
}
},
"LoadBalancer" :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
"Scheme" : "internal",
"Subnets" : [ {"Ref": "Subnet1"}, {"Ref" : "Subnet2"} ]
}
},
"TargetGroup1" : {
"Type" :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 {
"Port": 1000,
"Protocol": "HTTP",
"VpcId": { "Ref" : "VPC" }
}
},
"TargetGroup2" : {
"Type" :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 {
"Port": 2000,
"Protocol": "HTTP",
"VpcId": { "Ref" : "VPC" }
}
},
"ListenerRule1":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
"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 "Ref": "TargetGroup1" }
}],
"Conditions": [{
"Field": "source-ip",
"SourceIpConfig": {
"Values": ["172.0.0.0/8"]
}
}],
"ListenerArn": { "Ref": "Listener" },
"Priority": 1
}
},
"ListenerRule2":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
"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 "Ref": "TargetGroup2" }
}],
"Conditions": [{
"Field": "source-ip",
"SourceIpConfig": {
"Values": ["192.16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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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stenerArn": { "Ref": "Listener" },
"Priority": 2

}
},
"Listen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
"Default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 "Ref": "TargetGroup1" }
}],
"LoadBalancerArn": { "Ref": "LoadBalancer" },
"Port": "8000",
"Protocol": "HTTP"
}
},
"LoadBalancerAlarm": {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Namespace": "AWS/ApplicationELB",
"Dimensions": [
{
"Name": "LoadBalancer",
"Value": {"Fn::GetAtt" : ["LoadBalancer", "LoadBalancerFullName"]}
},
{
"Name": "TargetGroup",
"Value": {"Fn::GetAtt" : ["TargetGroup1", "TargetGroupFullName"]}
}
],
"MetricName": "UnHealthyHostCount",
"Period": 60,
"Statistic": "Average",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Threshold": 0,
"EvaluationPeriods": 1
}
}

},
"Outputs": {
"LoadBalancer": {
"Value": {
"Ref": "LoadBalancer"
}
},
"TargetGroup1": {
"Value": {
"Ref": "TargetGroup1"
}
},
"TargetGroup2": {
"Value": {
"Ref": "TargetGroup2"
}
},
"ListenerArn": {
"Value": {
"Ref": "Listener"
}
},
"ListenerRule1Arn": {
"Value": {
"Ref": "ListenerRul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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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istenerRule2Arn": {
"Value": {
"Ref": "ListenerRule2"
}
},
"LoadBalancersAssociatedWithTargetGroup1" : {
"Description" : "LoadBalancers associated with TargetGroup",
"Value" : { "Fn::Select" : [ "0",
{ "Fn::GetAtt" : ["TargetGroup1", "LoadBalancerArns"] }
]
}
},
"LoadBalancersAssociatedWithTargetGroup2" : {
"Description" : "LoadBalancers associated with TargetGroup",
"Value" : { "Fn::Select" : [ "0",
{ "Fn::GetAtt" : ["TargetGroup2", "LoadBalancerArns"] }
]
}
},
"TargetGroupFullName1" : {
"Description" : "FullName of TargetGroup1",
"Value" : {"Fn::GetAtt" : ["TargetGroup1", "TargetGroupFullName"]}
},
"TargetGroupFullName2" : {
"Description" : "FullName of TargetGroup2",
"Value" : {"Fn::GetAtt" : ["TargetGroup2", "TargetGroupFullName"]}
}

참고 항목
• Elastic Load Balancing API 참조 설명서(버전 2015-12-01)의 CreateRule
• Application Load Balancer 사용 설명서의 리스너 규칙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Action
리스너 규칙에 대한 작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henticateCognitoConfig" : AuthenticateCognitoConfig (p. 3067),
"AuthenticateOidcConfig" : AuthenticateOidcConfig (p. 3069),
"FixedResponseConfig" : FixedResponseConfig (p. 3072),
"ForwardConfig" : ForwardConfig (p. 3073),
"Order" : Integer,
"RedirectConfig" : RedirectConfig (p. 3079),
"TargetGroupArn" : String,
"Type" : String

YAML
AuthenticateCognito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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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eCognitoConfig (p. 3067)
AuthenticateOidcConfig:
AuthenticateOidcConfig (p. 3069)
FixedResponseConfig:
FixedResponseConfig (p. 3072)
ForwardConfig:
ForwardConfig (p. 3073)
Order: Integer
RedirectConfig:
RedirectConfig (p. 3079)
TargetGroupArn: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AuthenticateCognitoConfig
[HTTPS 리스너] 사용자 인증을 위한 Amazon Cognito 사용 정보. Type이 authenticate-cognito인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thenticateCognitoConfig (p. 306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enticateOidcConfig
[HTTPS 리스너] OpenID Connect(OIDC)와 호환되는 자격 증명 공급자 관련 정보입니다. Type이
authenticate-oidc인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thenticateOidcConfig (p. 306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xedResponseConfig
[Application Load Balancer] 사용자 지정 HTTP 응답을 반환하는 작업 생성 관련 정보입니다. Type이
fixed-response인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ixedResponseConfig (p. 307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rwardConfig
하나 이상의 대상 그룹 사이에 요청을 배포하는 작업을 생성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Network Load
Balancer의 경우, 단일 대상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Type이 forward인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ForwardConfig와 TargetGroupArn 둘 다 지정할 경우 ForwardConfig를 사용하여 하나의 대상
그룹만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TargetGroupArn에 지정된 동일한 대상 그룹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orwardConfig (p. 307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der
작업의 순서입니다. 여러 작업이 포함된 규칙에 대해 이 값이 필요합니다. 가장 낮은 순서 값이 있는 작
업이 첫 번째로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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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50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directConfig
[Application Load Balancer] 리디렉션 작업 생성 관련 정보입니다. Type이 redirect인 경우에만 지정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directConfig (p. 307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GroupArn
대상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Type이 forward이고 단일 대상 그룹으로 라우팅하고
싶은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하나 이상의 대상 그룹으로 라우팅하려면 ForwardConfig을 대신 사용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작업 유형.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uthenticate-cognito | authenticate-oidc | fixed-response | forward
| redirec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AuthenticateCognitoConfig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Amazon Cognito와 통합할 때 필요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uthenticationRequestExtraParams" : {Key : Value, ...},
"OnUnauthenticatedRequest" : String,
"Scope" : String,
"SessionCookie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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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Timeout" : Integer,
"UserPoolArn" : String,
"UserPoolClientId" : String,
"UserPoolDomain" : String

YAML
AuthenticationRequestExtraParams:
Key : Value
OnUnauthenticatedRequest: String
Scope: String
SessionCookieName: String
SessionTimeout: Integer
UserPoolArn: String
UserPoolClientId: String
UserPoolDomain: String

Properties
AuthenticationRequestExtraParams
권한 부여 엔드포인트에 대한 리디렉션 요청에 포함할 쿼리 파라미터(최대 10개).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nUnauthenticatedRequest
사용자가 인증되지 않은 경우의 동작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deny - HTTP 401 권한 없음 오류를 반환합니다.
• allow - 요청이 대상으로 전달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 authenticate - 요청을 IdP 권한 부여 엔드포인트로 리디렉션합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ow | authenticate | den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ope
IdP에서 요청된 사용자 클레임 세트. 기본값은 openid입니다.
IdP에서 지원하는 범위 값과 여러 값을 분리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IdP 관련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ssionCookieName
세션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할 쿠키의 이름입니다. 기본값은 AWSELBAuthSessionCookie입니
다.
API 버전 2010-05-15
306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Elastic Load Balancing V2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ssionTimeout
인증의 최대 기간(초)입니다. 기본값은 604,800초(7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PoolArn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PoolClientId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PoolDomain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의 도메인 접두사 또는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AuthenticateOidcConfig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OpenID Connect(OIDC) 규정을 준수하는 자격 증명 공급자(IdP)를 사용할 때 필요
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uthenticationRequestExtraParams" : {Key : Value, ...},
"AuthorizationEndpoint" : String,
"ClientId" : String,

API 버전 2010-05-15
306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Elastic Load Balancing V2

}

"ClientSecret" : String,
"Issuer" : String,
"OnUnauthenticatedRequest" : String,
"Scope" : String,
"SessionCookieName" : String,
"SessionTimeout" : Integer,
"TokenEndpoint" : String,
"UseExistingClientSecret" : Boolean,
"UserInfoEndpoint" : String

YAML
AuthenticationRequestExtraParams:
Key : Value
AuthorizationEndpoint: String
ClientId: String
ClientSecret: String
Issuer: String
OnUnauthenticatedRequest: String
Scope: String
SessionCookieName: String
SessionTimeout: Integer
TokenEndpoint: String
UseExistingClientSecret: Boolean
UserInfoEndpoint: String

Properties
AuthenticationRequestExtraParams
권한 부여 엔드포인트에 대한 리디렉션 요청에 포함할 쿼리 파라미터(최대 10개).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orizationEndpoint
IdP의 권한 부여 엔드포인트. HTTPS 프로토콜, 도메인 및 경로를 포함한 전체 URL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Id
OAuth 2.0 클라이언트 식별자.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Secret
OAuth 2.0 클라이언트 암호. 규칙을 생성하는 경우 이 파라미터가 필수입니다. 규칙을 수정하는 경우
UseExistingClientSecret을 true로 설정하면 이 파라미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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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ssuer
IdP의 OIDC 발행자 식별자. HTTPS 프로토콜, 도메인 및 경로를 포함한 전체 URL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nUnauthenticatedRequest
사용자가 인증되지 않은 경우의 동작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deny - HTTP 401 권한 없음 오류를 반환합니다.
• allow - 요청이 대상으로 전달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 authenticate - 요청을 IdP 권한 부여 엔드포인트로 리디렉션합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ow | authenticate | den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ope
IdP에서 요청된 사용자 클레임 세트. 기본값은 openid입니다.
IdP에서 지원하는 범위 값과 여러 값을 분리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IdP 관련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ssionCookieName
세션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할 쿠키의 이름입니다. 기본값은 AWSELBAuthSessionCookie입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ssionTimeout
인증의 최대 기간(초)입니다. 기본값은 604,800초(7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307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Elastic Load Balancing V2

TokenEndpoint
IdP의 토큰 엔드포인트입니다. HTTPS 프로토콜, 도메인 및 경로를 포함한 전체 URL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ExistingClientSecret
규칙을 수정할 때 기존 클라이언트 비밀을 사용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규칙을 생성하는 경우 이 파라
미터를 생략하거나 false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InfoEndpoint
IdP의 사용자 정보 엔드포인트입니다. HTTPS 프로토콜, 도메인 및 경로를 포함한 전체 URL이어야 합니
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FixedResponseConfig
사용자 지정 HTTP 응답을 반환할 때 필요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entType" : String,
"MessageBody" : String,
"StatusCode" : String

YAML
ContentType: String
MessageBody: String
StatusCode: String

Properties
ContentType
콘텐츠 유형.
유효한 값: text/plain | text/css | text/html | application/javascript | applicatio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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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ssageBody
메시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Code
HTTP 응답 코드(2XX, 4XX 또는 5XX).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2|4|5)\d\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ForwardConfig
하나 이상의 대상 그룹 사이에 요청을 배포하는 작업을 생성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Network Load
Balancer의 경우, 단일 대상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Type이 forward인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ForwardConfig와 TargetGroupArn 둘 다 지정할 경우 ForwardConfig를 사용하여 하나의 대상 그룹
만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TargetGroupArn에 지정된 동일한 대상 그룹이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argetGroups" : [ TargetGroupTuple (p. 3085), ... ],
"TargetGroupStickinessConfig" : TargetGroupStickinessConfig (p. 3085)

YAML
TargetGroups:
- TargetGroupTuple (p. 3085)
TargetGroupStickinessConfig:
TargetGroupStickinessConfig (p. 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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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TargetGroups
전달 규칙에서 여러 대상 그룹 간에 트래픽이 분산되는 방식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rgetGroupTuple (p. 308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GroupStickinessConfig
규칙의 대상 그룹 고정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rgetGroupStickinessConfig (p. 308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가중 대상 그룹 예
다음 예에서는 두 트래픽 그룹 간 트래픽의 상대적 가중치를 설정합니다. 각 그룹의 weight 속성이 동일한
값 1로 설정되므로 트래픽은 두 그룹 간에 50/50으로 분할됩니다.

JSON
"ListenerRule1":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
"Actions": [{
"Type": "forward",
"ForwardConfig": {
"TargetGroups": [{
"TargetGroupArn": { "Ref": "TargetGroup1" },
"Weight": 1
}, {
"TargetGroupArn": { "Ref": "TargetGroup2" },
"Weight": 1
}]
}
}],
"Conditions": [{
"Field": "path-pattern",
"Values": ["foo"]
}],
"ListenerArn": { "Ref": "Listener" },
"Priority": 1
}
}

YAML
ListenerRule1: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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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s:
- Type: forward
ForwardConfig:
TargetGroups:
- TargetGroupArn: !Ref TargetGroup1
Weight: 1
- TargetGroupArn: !Ref TargetGroup2
Weight: 1
Conditions:
- Field: path-pattern
Values:
- foo
ListenerArn: !Ref Listener
Priority: 1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HostHeaderConfig
호스트 헤더 조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alues" : [ String, ... ]

YAML
Values:
- String

Properties
Values
하나 이상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각 이름의 최대 크기는 128자입니다. 이 비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0개 이상의 문자 일치) 및 ?(정확히 1자 일치) 와일드카드 문자가 지원됩니다.
여러 문자열을 지정하는 경우 문자열 중 하나가 호스트 이름과 일치하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HttpHeaderConfig
HTTP 헤더 조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표준 HTTP 헤더 필드의 세트입니다. 사용자 지정 HTTP 헤더 필드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307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Elastic Load Balancing V2

JSON
{
}

"HttpHeaderName" : String,
"Values" : [ String, ... ]

YAML
HttpHeaderName: String
Values:
- String

Properties
HttpHeaderName
HTTP 헤더 필드의 이름입니다. 최대 크기는 40자입니다. 헤더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허용되는 문자는 RFC 7230에 따라 지정됩니다. 와일드카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HTTP 헤더의 값을 기준으로 비교할 하나 이상의 문자열입니다. 각 문자열의 최대 크기는 128자입니다.
비교 문자열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0개 이상의 문자 일치) 및 ?(정확히 1자 일치) 와일드카
드 문자가 지원됩니다.
요청에 동일한 헤더가 여러 차례 표시되면 일치 항목이 발견될 때까지 순서대로 검색합니다.
여러 문자열을 지정하는 경우 문자열 중 하나가 HTTP 헤더의 값과 일치하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모든
문자열이 일치하도록 요구하려면 문자열마다 조건 하나를 만듭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HttpRequestMethodConfig
HTTP 메서드 조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HTTP는 HTTP 동사라고도 하는 요청 메서드 세트를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 메서드 레지스트리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HTTP 메서드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Values" : [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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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Values:
- String

Properties
Values
요청 메서드의 이름입니다. 최대 크기는 40자입니다. 허용되는 문자는 A-Z, 하이픈(-), 밑줄(_)입니다. 이
비교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와일드카드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메서드 이름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
다.
여러 문자열을 지정하는 경우 문자열 중 하나가 HTTP 요청 메서드와 일치하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GET
및 HEAD 요청을 동일한 방식으로 라우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HEAD 요청에 대한 응답이 캐싱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athPatternConfig
경로 패턴 조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alues" : [ String, ... ]

YAML
Values:
- String

Properties
Values
요청 URL과 비교할 하나 이상의 경로 패턴입니다. 각 문자열의 최대 크기는 128자입니다. 이 비교는 대/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0개 이상의 문자 일치) 및 ?(정확히 1자 일치) 와일드카드 문자가 지원됩니다.
여러 문자열을 지정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요청 URL과 일치하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경로 패턴은 쿼리
문자열이 아닌 URL의 경로에만 비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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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QueryStringConfig
쿼리 문자열 조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URI의 쿼리 문자열 구성 요소는 첫 번째 '?' 문자 뒤에서 시작되며, '#' 문자 또는 URI의 끝으로 종료됩니다. 일
반적인 쿼리 문자열에는 '&' 문자로 구분되는 키/값 페어가 있습니다. 허용되는 문자는 RFC 3986에 따라 지
정됩니다. 모든 문자는 백분율로 인코딩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alues" : [ QueryStringKeyValue (p. 3078), ... ]

YAML
Values:
- QueryStringKeyValue (p. 3078)

Properties
Values
쿼리 문자열에서 검색할 하나 이상의 키/값 페어 또는 값입니다. 각 문자열의 최대 크기는 128자입니
다. 이 비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0개 이상의 문자 일치) 및 ?(정확히 1자 일치) 와일드
카드 문자가 지원됩니다. 쿼리 문자열에서 리터럴 '*' 또는 '?' 문자를 검색하려면 '\' 문자를 사용하여
Values에서 이러한 문자를 이스케이프해야 합니다.
여러 키/값 페어 또는 값을 지정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쿼리 문자열에서 발견되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QueryStringKeyValue (p. 3078)의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QueryStringKeyValue
키/값 페어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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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키입니다. 키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RedirectConfig
리디렉션 작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음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URI입니다. protocol://hostname:port/path?query. 리디렉션 루프를 피하기 위해
프로토콜, 호스트 이름 포트, 경로 중 최소 하나를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하지 않은 구성 요소는 원래 값을 유
지합니다.
다음 예약어를 사용하여 URI 구성 요소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protocol}
• #{host}
• #{port}
• #{path} (선행 "/" 기호는 생략됨)
• #{query}
예를 들어 경로를 ‘/new/#{path}’로, 호스트 이름을 ‘example.#{host}’로, 또는 쿼리를 ‘#{query}&value=xyz’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Host" : String,
"Path" : String,
"Port" : String,
"Protocol" : String,
"Query"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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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Code" : String

YAML
Host: String
Path: String
Port: String
Protocol: String
Query: String
StatusCode: String

Properties
Host
호스트 이름입니다. 이 구성 요소는 퍼센트 인코딩되지 않습니다. 호스트 이름에 #{host}가 포함될 수 있
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h
"/"로 시작하는 절대 경로입니다. 이 구성 요소는 퍼센트 인코딩되지 않습니다. 경로에 #{host}, #{path}
및 #{port}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포트. 1에서 65535 사이의 값 또는 #{port}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
프로토콜. HTTP, HTTPS 또는 #{protocol}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HTTP를 HTTP로, HTTP를 HTTPS로,
HTTPS를 HTTPS로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HTTPS를 HTTP로 리디렉션할 수는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HTTPS?|#\{protocol\})$
API 버전 2010-05-15
308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Elastic Load Balancing V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
쿼리 파라미터. 필요한 경우 URL 인코딩되지만 퍼센트 인코딩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으로 추가되므로 선
행 "?" 기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약된 키워드 중 하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Code
HTTP 리디렉션 코드입니다. 리디렉션은 영구(HTTP 301) 또는 임시(HTTP 302)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HTTP_301 | HTTP_3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이 예제에서는 포트 443에서 HTTPS 요청을 리디렉션하는 작업이 포함된 리스너 규칙을 생성합니다. 리디렉
션 루프를 방지하려면 프로토콜, 호스트 이름 포트, 경로 중 최소 하나를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되지 않은 구
성 요소는 원래 값을 유지합니다.

JSON
"HTTPSlistenerRule":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Properties": {
"Actions": [
{
"Type": "redirect",
"RedirectConfig": {
"Protocol": "HTTPS",
"Port": 443,
"Host": "#{host}",
"Path": "/#{path}",
"Query": "#{query}",
"StatusCode": "HTTP_301"
}
}
],
"Conditions": [
"Field" : "path-pattern",
"Values" : ["/path"]
],
"ListenerArn": {
"Ref": "myHTTPListener"
},
"Priority":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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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RuleCondition
리스너 규칙에 대한 조건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eld" : String,
"HostHeaderConfig" : HostHeaderConfig (p. 3075),
"HttpHeaderConfig" : HttpHeaderConfig (p. 3075),
"HttpRequestMethodConfig" : HttpRequestMethodConfig (p. 3076),
"PathPatternConfig" : PathPatternConfig (p. 3077),
"QueryStringConfig" : QueryStringConfig (p. 3078),
"SourceIpConfig" : SourceIpConfig (p. 3084),
"Values" : [ String, ... ]

YAML
Field: String
HostHeaderConfig:
HostHeaderConfig (p. 3075)
HttpHeaderConfig:
HttpHeaderConfig (p. 3075)
HttpRequestMethodConfig:
HttpRequestMethodConfig (p. 3076)
PathPatternConfig:
PathPatternConfig (p. 3077)
QueryStringConfig:
QueryStringConfig (p. 3078)
SourceIpConfig:
SourceIpConfig (p. 3084)
Values:
- String

Properties
Field
HTTP 요청의 필드입니다. 사용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http-header
• http-request-method
• host-header
• path-pattern
• query-string
• source-ip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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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HeaderConfig
호스트 헤더 조건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Field가 host-header인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ostHeaderConfig (p. 307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HeaderConfig
HTTP 헤더 조건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Field가 http-header인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HttpHeaderConfig (p. 307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RequestMethodConfig
HTTP 메서드 조건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Field가 http-request-method인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HttpRequestMethodConfig (p. 30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hPatternConfig
경로 패턴 조건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Field가 path-pattern인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athPatternConfig (p. 307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StringConfig
쿼리 문자열 조건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Field가 query-string인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QueryStringConfig (p. 30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IpConfig
소스 IP 조건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Field가 source-ip인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SourceIpConfig (p. 308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조건 값입니다. Field가 host-header 또는 path-pattern인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또는 여러 호스
트 이름 또는 여러 경로 패턴을 지정하려면 HostHeaderConfig 또는 PathPatternConfig를 사용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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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가 host-header이고 HostHeaderConfig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단일 호스트 이름(예:
my.example.com)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고 최대 128자이며 다
음과 같은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A~Z, a~z, 0~9
• -.
• * (0개 이상의 문자에 해당)
• ?(정확히 한 글자에 해당)
Field 가 path-pattern이고 PathPatternConfig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단일 경로 패턴(예: /img/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로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고 최대 128자이며 다음과 같은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A~Z, a~z, 0~9
• _-.$/~"'@:+
• &(&amp; 사용)
• * (0개 이상의 문자에 해당)
• ?(정확히 1자 일치)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SourceIpConfig
소스 IP 조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조건을 사용하여 로드 밸런서에 연결되는 소스의 IP 주소를 기반으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가 프록시 뒤에 있는 경우, 이는 클라이언트의 IP 주소가 아니라 프록시의 IP 주소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alues" : [ String, ... ]

YAML
Values:
- String

Properties
Values
하나 이상의 소스 IP 주소(CIDR 형식)입니다. IPv4 및 IPv6 주소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여러 주소를 지정하는 경우, 요청의 소스 IP 주소가 CIDR 블록 중 하나와 일치하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 조건은 X-Forwarded-For 헤더의 주소에 의해 충족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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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TargetGroupStickinessConfig
규칙의 대상 그룹 고정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urationSeconds" : Integer,
"Enabled" : Boolean

YAML
DurationSeconds: Integer
Enabled: Boolean

Properties
DurationSeconds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동일한 대상 그룹으로 라우팅해야 하는 시간(초)입니다. 범위는 1~604800초(7일)
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대상 그룹 고정이 활성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TargetGroupTuple
전달 규칙에서 여러 대상 그룹 간에 트래픽이 분산되는 방식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argetGroupAr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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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ight" : Integer

YAML
TargetGroupArn: String
Weight: Integer

Properties
TargetGroupArn
대상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ight
가중치입니다. 범위는 0 ~ 999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Application Load Balancer, Network Load Balancer 또는 Gateway Load Balancer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 {
"IpAddressType" : String,
"LoadBalancerAttributes" : [ LoadBalancerAttribute (p. 3090), ... ],
"Name" : String,
"Scheme" : String,
"SecurityGroups" : [ String, ... ],
"SubnetMappings" : [ SubnetMapping (p. 3091), ... ],
"Subnets" : [ String, ... ],
"Tags" : [ Tag, ... ],
"Type" : String
}

YAML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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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dressType: String
LoadBalancerAttributes:
- LoadBalancerAttribute (p. 3090)
Name: String
Scheme: String
SecurityGroups:
- String
SubnetMappings:
- SubnetMapping (p. 3091)
Subnets:
- String
Tags:
- Tag
Type: String

Properties
IpAddressType
IP 주소 유형입니다. 가능한 값은 ipv4(IPv4 주소) 및 dualstack(IPv4 및 IPv6 주소)입니다. 내부
로드 밸런서는 ipv4를 사용해야 합니다. UDP 또는 TCP_UDP 리스너가 있는 로드 밸런서의 경우
dualstack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ualstack | ipv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adBalancerAttributes
로드 밸런서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adBalancerAttribute (p. 3090) 목록
Maximum: 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로드 밸런서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계정당 리전당 고유해야 하고, 최대 32자여야 하며, 알파벳 문자
또는 하이픈만 포함해야 하고,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 ‘internal-’로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이 로드 밸런서에 대해 고유한 물리적 ID를 생성합니다.
이름을 지정할 경우, 이 리소스의 교체가 필요한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데이트
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를 교체하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cheme
인터넷 경계 로드 밸런서의 노드는 퍼블릭 IP 주소를 가집니다. 인터넷 경계 로드 밸런서의 DNS 이름은
노드의 퍼블릭 IP 주소로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경계 로드 밸런서는 인터넷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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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로드 밸런서의 노드는 오직 프라이빗 IP 주소만 가집니다. 내부 로드 밸런서의 DNS 이름은 노드
의 프라이빗 IP 주소로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부 로드 밸런서는 로드 밸런서를 위한
VPC에 액세스하여 클라이언트의 요청만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인터넷 경계 로드 밸런서입니다.
Gateway Load Balancer의 경우 구성표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nternal | internet-facing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urityGroups
[Application Load Balancer] 로드 밸런서에 대한 보안 그룹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Mappings
퍼블릭 서브넷의 ID입니다. 가용 영역당 1개의 서브넷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 또는 서브넷 매핑
을 지정해야 합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에서 서브넷을 지정해야 합니다. 서브넷에 대해 탄력
적 IP 주소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Outposts의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하나의 Outpost 서브넷을 지정해야 합니다.
[로컬 영역의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하나 이상의 로컬 영역에서 서브넷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Network Load Balancer] 하나 이상의 가용 영역에서 서브넷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경계 로드 밸
런서에 대해 고정 IP 주소가 필요한 경우 서브넷당 1개의 엘라스틱 IP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
로드 밸런서의 경우, 서브넷의 IPv4 범위에서 서브넷당 하나의 프라이빗 IP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로드 밸런서의 경우 서브넷당 하나의 IPv6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Gateway Load Balancer] 하나 이상의 가용 영역의 서브넷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에 대해 탄력적
IP 주소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SubnetMapping (p. 309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s
서브넷의 ID입니다. 가용 영역당 1개의 서브넷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 또는 서브넷 매핑을 지정
해야 합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에서 서브넷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존 Application
Load Balancer에 대해 서브넷을 지정하면 이전에 활성화된 서브넷이 교체됩니다.
[Network Load Balancer] 로드 밸런서를 생성하면 하나 이상의 가용 영역에서 서브넷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Required: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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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로드 밸런서에 할당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로드 밸런서 유형입니다. 기본값은 applicatio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pplication | gateway | network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로드 밸런서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anonicalHostedZoneID
로드 밸런서에 연결된 Amazon Route 53 호스팅 영역의 ID입니다. 예: Z2P70J7EXAMPLE.
DNSName
로드 밸런서의 DNS 이름입니다. 예: my-load-balancer-424835706.uswest-2.elb.amazonaws.com.
LoadBalancerFullName
로드 밸런서의 전체 이름입니다. 예: app/my-load-balancer/50dc6c495c0c9188.
LoadBalancerName
로드 밸런서의 이름입니다. 예: my-load-balancer.
SecurityGroups
로드 밸런서에 대한 보안 그룹의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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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Elastic Load Balancing API 참조 설명서(버전 2015-12-01)의 CreateLoadBalancer
• Application Load Balancer 사용 설명서
• Network Load Balancer 사용 설명서
• Gateway Load Balancer 사용 설명서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LoadBalancerAttribute
Application Load Balancer, Network Load Balancer 또는 Gateway Load Balancer에 대한 속성을 지정합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속성의 이름입니다.
모든 로드 밸런서에서 지원하는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deletion_protection.enabled - 삭제 방지 기능의 활성화 여부를 나타냅니다. 값은 true 또는
false입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다음 속성은 Application Load Balancer 및 Network Load Balancer 모두에서 지원됩니다.
• access_logs.s3.enabled - 액세스 로그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값은 true 또는
false입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 access_logs.s3.bucket - 액세스 로그에 대한 S3 버킷 이름입니다. 이 속성은 액세스 로그
가 활성화된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 버킷은 로드 밸런서와 같은 리전에 있어야 하고, Elastic Load
Balancing에 버킷에 쓰기 권한을 부여하는 버킷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access_logs.s3.prefix - 액세스 로그를 위한 S3 버킷의 위치에 접두사입니다.
다음 속성은 Application Load Balancer에만 지원됩니다.
• idle_timeout.timeout_seconds - 유휴 제한 시간(초)입니다. 값의 범위는 1-4000초입니다. 기
본값은 60초입니다.
• routing.http.desync_mitigation_mode - 애플리케이션에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청을
로드 밸런서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가능한 값은 monitor, defensive 및 strictest 입
니다. 기본값은 defensiv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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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ting.http.drop_invalid_header_fields.enabled - 잘못된 헤더 필드가 있는 HTTP 헤
더를 로드 밸런서(true)를 통해 제거할 것인지, 아니면 대상(false)으로 라우팅할 것인지를 나타냅
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 routing.http.x_amzn_tls_version_and_cipher_suite.enabled - 협상된 TLS 버전 및 암
호 제품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두 개의 헤더(x-amzn-tls-version 및 x-amzn-tls-ciphersuite)가 대상에 전송되기 전에 클라이언트 요청에 추가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x-amzn-tlsversion 헤더에는 클라이언트와 협상된 TLS 프로토콜 버전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x-amzn-tlscipher-suite 헤더에는 클라이언트와 협상된 암호 제품군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두 헤더 모두
OpenSSL 형식입니다. 이 속성에 사용 가능한 값은 true 및 false입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 routing.http.xff_client_port.enabled - X-Forwarded-For 헤더에서 클라이언트가 로드
밸런서에 연결하는 데 사용한 소스 포트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가능한 값은 true과
false입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 routing.http2.enabled - HTTP/2가 활성화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가능한 값은 true과
false입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Elastic Load Balancing에서는 메시지 헤더 이름에 영숫자 및 하
이픈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 waf.fail_open.enabled - 요청을 AWS WAF에 전달할 수 없는 경우 WAF 사용 로드 밸런서가
요청 경로를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가능한 값은 true과 false입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다음 속성은 Network Load Balancer 및 Gateway Load Balancer 모두에서 지원됩니다.
• load_balancing.cross_zone.enabled - 교차 영역 로드 밸런싱의 활성화 여부를 나타냅니다.
가능한 값은 true과 false입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속성의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Elastic Load Balancing API 참조 설명서(버전 2015-12-01)의 ModifyLoadBalancerAttributes
• Application Load Balancer 사용 설명서의 Load Balancer 속성
• Network Load Balancer 사용 설명서의 Load Balancer 속성
• Gateway Load Balancer 사용 설명서의 Load Balancer 속성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SubnetMapping
로드 밸런서에 연결할 서브넷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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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ocationId" : String,
"IPv6Address" : String,
"PrivateIPv4Address" : String,
"SubnetId" : String

YAML
AllocationId: String
IPv6Address: String
PrivateIPv4Address: String
SubnetId: String

Properties
AllocationId
[Network Load Balancers] 인터넷 연결 로드 밸런서에 대한 엘라스틱 IP 주소의 할당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Pv6Address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IPv6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vateIPv4Address
[Network Load Balancers] 내부 로드 밸런서의 프라이빗 IPv4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
서브넷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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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로드 밸런서의 대상 그룹을 지정합니다.
Lambda 함수를 대상으로 등록하기 전에 Lambda 함수 호출에 대한 Elastic Load Balancing 서비스 보안 주
체 권한을 부여하는 AWS::Lambda::Permission 리소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 {
"HealthCheckEnabled" : Boolean,
"HealthCheckIntervalSeconds" : Integer,
"HealthCheckPath" : String,
"HealthCheckPort" : String,
"HealthCheckProtocol" : String,
"HealthCheckTimeoutSeconds" : Integer,
"HealthyThresholdCount" : Integer,
"Matcher" : Matcher (p. 3099),
"Name" : String,
"Port" : Integer,
"Protocol" : String,
"ProtocolVersion" : String,
"Tags" : [ Tag, ... ],
"TargetGroupAttributes" : [ TargetGroupAttribute (p. 3101), ... ],
"Targets" : [ TargetDescription (p. 3100), ... ],
"TargetType" : String,
"UnhealthyThresholdCount" : Integer,
"VpcId" : String
}

YAML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HealthCheckEnabled: Boolean
HealthCheckIntervalSeconds: Integer
HealthCheckPath: String
HealthCheckPort: String
HealthCheckProtocol: String
HealthCheckTimeoutSeconds: Integer
HealthyThresholdCount: Integer
Matcher:
Matcher (p. 3099)
Name: String
Port: Integer
Protocol: String
ProtocolVersion: String
Tags:
- Tag
TargetGroupAttributes:
- TargetGroupAttribute (p. 3101)
Targets:
- TargetDescription (p. 3100)
TargetType: String
UnhealthyThresholdCount: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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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Id: String

Properties
HealthCheckEnabled
상태 확인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대상 유형이 lambda인 경우 상태 확인이 기본적으
로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대상 유형이 instance 또는 ip인 경우 상태 확인은 항
상 활성화되며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lthCheckIntervalSeconds
개별 대상의 상태 확인 간의 대략적인 간격(초 단위)입니다. 대상 그룹 프로토콜이 TCP, TLS, UDP 또
는 TCP_UDP인 경우 지원되는 값은 10초와 30초입니다. 대상 그룹 프로토콜이 HTTP 또는 HTTPS인
경우 기본값은 30초입니다. 대상 그룹 프로토콜이 GENEVE인 경우 기본값은 10초입니다. 대상 유형이
lambda인 경우 기본값은 35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5
Maximum: 3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lthCheckPath
[HTTP/HTTPS 상태 확인] 대상의 상태 확인 대상입니다.
[HTTP1 또는 HTTP2 프로토콜 버전] ping 경로입니다. 기본값은 /입니다.
[GRPC 프로토콜 버전] 사용자 지정 상태 확인 메서드의 경로이며 /package.service/method 형식을 사용
합니다. 기본값은 /AWS.ALB/healthcheck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lthCheckPort
대상에 대한 상태 확인을 수행할 때 로드 밸런서가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프로토콜이 HTTP, HTTPS,
TCP, TLS, UDP 또는 TCP_UDP 인 경우 기본값은 traffic-port이고 이 포트는 각 대상이 로드 밸런
서로부터 트래픽을 수신하는 포트입니다. 프로토콜이 GENEVE인 경우 기본값은 포트 8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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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heckProtocol
대상에 대한 상태 확인을 수행할 때 로드 밸런서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의 경우 기본값은 HTTP입니다. Network Load Balancer 및 Gateway Load Balancer의 경우 기
본값은 TCP입니다. 대상 그룹의 프로토콜이 HTTP 또는 HTTPS인 경우 상태 확인에 대해 TCP 프로토
콜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GENEVE, TLS, UDP 및 TCP_UDP 프로토콜은 상태 확인에 대해 지원되지 않
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ENEVE | HTTP | HTTPS | TCP | TCP_UDP | TLS | UD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lthCheckTimeoutSeconds
상태 확인 실패를 의미하는 대상으로부터 응답이 없는 기간(초 단위)입니다. HTTP, HTTPS 또는
GENEVE 프로토콜이 포함된 대상 그룹의 경우 기본값은 5초입니다. TCP 또는 TLS 프로토콜이 사용된
대상 그룹의 경우 이 값은 HTTP 상태 확인의 경우 6초이고 TCP 및 HTTPS 상태 확인의 경우 10초입니
다. 대상 유형이 lambda인 경우 기본값은 30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2
Maximum: 1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lthyThresholdCount
비정상 상태의 대상을 정상으로 간주하기까지 필요한 연속적 상태 확인 성공 횟수입니다. HTTP 또는
HTTPS 프로토콜이 사용된 대상 그룹의 경우 기본값은 5입니다. TCP, TLS 또는 GENEVE 프로토콜이
포함된 대상 그룹의 경우 기본값은 3입니다. 대상 유형이 lambda인 경우 기본값은 5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2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tcher
[HTTP/HTTPS 상태 확인] 대상으로부터 응답 성공을 확인할 때 사용할 HTTP 또는 gRPC 코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tcher (p. 30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대상 그룹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계정당 리전당 고유해야 하고, 최대 32자여야 하며, 알파벳 문자 또는 하이픈만 포함해야 하
고,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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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rt
대상이 트래픽을 수신하는 포트입니다. 대상 등록 시 포트 재정의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 포트가 사용됩
니다. 대상이 Lambda 함수인 경우 이 파라미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로토콜이 GENEVE인 경우 지
원되는 포트는 6081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tocol
트래픽을 대상으로 라우팅하기 위해 사용할 프로토콜입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의 경우 지원되
는 프로토콜은 HTTP와 HTTPS입니다. Network Load Balancer의 경우 지원되는 프로토콜은 TCP, TLS,
UDP 또는 TCP_UDP입니다. Gateway Load Balancer의 경우 지원되는 프로토콜은 GENEVE입니다.
TCP_UDP 리스너는 TCP_UDP 대상 그룹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대상이 Lambda 함수인 경우 이 파라미
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ENEVE | HTTP | HTTPS | TCP | TCP_UDP | TLS | UDP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tocolVersion
[HTTP/HTTPS 프로토콜] 프로토콜 버전입니다. 가능한 값은 GRPC, HTTP1 및 HTTP2 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GroupAttributes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rgetGroupAttribute (p. 310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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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s
대상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rgetDescription (p. 310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Type
대상을 이 대상 그룹에 등록할 때 지정해야 하는 대상 유형입니다. 2개 이상의 대상 유형을 사용하여 대
상 그룹에 대한 대상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instance - 인스턴스 ID로 대상을 등록합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 ip - IP 주소로 대상을 등록합니다. 대상 그룹에 대한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VPC)의 서브넷에서
RFC 1918 범위(10.0.0.0/8, 172.16.0.0/12, 192.168.0.0/16) 및 RFC 6598 범위(100.64.0.0/10)의 IP 주
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라우팅 가능한 IP 주소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 lambda - 단일 Lambda 함수를 대상으로 등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nstance | ip | lambda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nhealthyThresholdCount
대상을 비정상 상태로 간주하기까지 필요한 연속적인 상태 확인 실패 횟수입니다. 대상 그룹 프로토콜이
HTTP 또는 HTTPS인 경우 기본값은 2입니다. 대상 그룹 프로토콜이 TCP 또는 TLS인 경우 이 값은 정
상 임계값 개수와 동일해야 합니다. 대상 그룹 프로토콜이 GENEVE인 경우 기본값은 3입니다. 대상 유
형이 lambda인 경우 기본값은 2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2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Id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VPC) 식별자입니다. 대상이 Lambda 함수인 경우 이 파라미터는 적용되지 않
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파라미터는 필수 항목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대상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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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LoadBalancerArns
트래픽이 이 대상 그룹에 라우팅되는 로드 밸런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TargetGroupFullName
대상 그룹의 전체 이름입니다. 예: targetgroup/my-target-group/cbf133c568e0d028.
TargetGroupName
대상 그룹의 이름입니다. 예: my-target-group.

예제
다음 예에서는 대상이 Lambda 함수인 대상 그룹을 형성합니다.

YAML
Resources:
MyLambdaInvokePermission:
Type: AWS::Lambda::Permission
Properties:
FunctionName: !GetAtt
- MyLambdaFunction
- Arn
Action: 'lambda:InvokeFunction'
Principal: elasticloadbalancing.amazonaws.com
MyTargetGroup: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HealthCheckEnabled: false
Name: MyTargets
TargetType: lambda
Targets:
- Id: !GetAtt [ MyLambdaFunction, Arn ]
MyLambdaFunction: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Handler: "index.handler"
Role: !GetAtt [ LambdaExecutionRole, Arn ]
Code:
ZipFile: !Sub |
import json
def handler(event, context):
response = {
"statusCode": 200,
"statusDescription": "200 OK",
"isBase64Encoded": False,
"headers": {
"Content-Type": "text/html; charset=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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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ponse['body'] = """<html>
<head>
<title>Hello World!</title>
<style>
html, body {
margin: 0; padding: 0;
font-family: arial; font-weight: 700; font-size: 3em;
text-align: center;
}
</style>
</head>
<body>
<p>Hello World from Lambda</p>
</body>
</html>"""
return response
Runtime: "python3.6"
Timeout: "25"
Lambda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lambda.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참고 항목
• Elastic Load Balancing API 참조 설명서(버전 2015-12-01)의 CreateTargetGroup
• Application Load Balancer 사용 설명서의 대상 그룹
• Network Load Balancer 사용 설명서의 대상 그룹
• Gateway Load Balancer 사용 설명서의 대상 그룹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Matcher
HTTP 상태 확인에 응답할 때 정상 상태의 대상이 사용해야 하는 HTTP 코드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rpcCode" : String,
"HttpCode" : String

YAML
GrpcCod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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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de: String

Properties
GrpcCode
0에서 99 사이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값(예: "0,1") 또는 값 범위(예: "0-5")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기본값은 12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Code
Application Load Balancer의 경우 200-499 범위의 값을 지정할 수 있고 기본값은 200입니다. 값 범위
(예: "200-299")에서 여러 값(예: "200,202")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Network Load Balancer 및 Gateway Load Balancer의 경우 이 값은 "200–399"여야 합니다.
약식 구문을 사용할 때는 쉼표와 같은 일부 값을 이스케이프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TargetDescription
대상 그룹에 추가할 대상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vailabilityZone" : String,
"Id" : String,
"Port" : Integer

YAML
AvailabilityZone: String
Id: String
Port: Integer

Properties
AvailabilityZone
가용 영역 또는 all입니다. 이는 대상이 지정된 가용 영역의 로드 밸런서 노드로부터의 트래픽을 수신
할지 또는 로드 밸런서에 대해 활성화된 모든 가용 영역으로부터의 트래픽을 수신할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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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그룹의 대상 유형이 instance인 경우 이 파라미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상 유형이 ip이고 IP 주소가 대상 그룹에 대한 VPC의 서브넷에 있는 경우에는 가용 영역이 자동으로
감지되고, 이 파라미터는 선택 사항입니다. IP 주소가 VPC 외부에 있는 경우 이 파라미터는 필수입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의 경우, 대상 유형이 ip이고 IP 주소가 대상 그룹의 VPC 외부에 있으면 all
값만 지원됩니다.
대상 유형이 lambda일 경우, 이 파라미터는 선택 사항이고 all 값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
대상의 ID입니다. 대상 그룹의 대상 유형이 instance이면 인스턴스 ID를 지정합니다. 대상 유형이
ip이면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대상 유형이 lambda인 경우 Lambda 함수의 ARN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대상이 수신 대기하는 포트입니다. 대상 그룹 프로토콜이 GENEVE인 경우 지원되는 포트는 6081입니
다. 대상이 Lambda 함수인 경우 사용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TargetGroupAttribute
대상 그룹 속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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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String

Properties
Key
속성의 이름입니다.
모든 로드 밸런서에서 지원하는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deregistration_delay.timeout_seconds - 등록 취소된 대상의 상태를 draining에서
unused로 변경하기 전에 Elastic Load Balancing 이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범위는 0~3600초입니다.
기본 값은 300초입니다. 대상이 Lambda 함수가 아닌 경우 이 속성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음 속성은 Application Load Balancer 및 Network Load Balancer 모두에서 지원됩니다.
• stickiness.enabled - 고정 세션을 활성화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값은 true 또는 false입니
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 stickiness.type - 고정 세션의 유형입니다. 가능한 값은 Application Load Balancer의 경우
lb_cookie 및 app_cookie이고 Network Load Balancer의 경우 source_ip입니다.
다음 속성은 로드 밸런서가 Application Load Balancer이고 대상이 인스턴스 또는 IP 주소인 경우에만 지
원됩니다.
• load_balancing.algorithm.type -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은 요청을 라우팅할 때 로드 밸런서가
대상을 선택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값은 round_robin 또는 least_outstanding_requests입
니다. 기본값은 round_robin입니다.
• slow_start.duration_seconds - 대상 그룹에 대해 증가하는 트래픽 공유를 새로 등록된 대상이
받는 시간(초)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대상은 트래픽 전체 공유를 받습니다. 범위는 30-900초입니다
(15분). 기본값은 0초입니다(비활성화).
• stickiness.app_cookie.cookie_name - 애플리케이션 기반 쿠키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AWSALB, AWSALBAPP 및 AWSALBTG 접두사로 시작되는 이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접두사는 로드
밸런서에서 사용하도록 예약됩니다.
• stickiness.app_cookie.duration_seconds -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동일한 대상으로 라우팅
해야 하는 시간(초)입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애플리케이션 기반 쿠키가 오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범위는 1초-1주(604800초)입니다. 기본값은 1일(86400초)입니다.
• stickiness.lb_cookie.duration_seconds -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동일한 대상으로 라우팅해
야 하는 시간(초)입니다. 이 시간이 만료되면 로드 밸런서에서 생성한 쿠키는 기한 경과로 간주됩니다.
범위는 1초-1주(604800초)입니다. 기본값은 1일(86400초)입니다.
다음 속성은 로드 밸런서가 Application Load Balancer이고 대상이 Lambda 함수인 경우에만 지원됩니
다.
• lambda.multi_value_headers.enabled - 로드 밸런서와 Lambda 함수 간에 교환되는 요청 및
응답 헤더에 값 또는 문자열의 배열이 포함됩니다. 값은 true 또는 false입니다. 기본값은 false입
니다. 이 값이 false이고 요청에 중복 헤더 필드 이름이나 쿼리 파라미터 키가 있을 경우 로드 밸런서
는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마지막 값을 사용합니다.
다음 속성은 Network Load Balancer로만 지원됩니다.
• deregistration_delay.connection_termination.enabled - 등록 취소 시간 제한이 끝날
때 로드 밸런서가 연결을 종료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값은 true 또는 false입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 preserve_client_ip.enabled - 클라이언트 IP 보존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값은
true 또는 false입니다. 대상 그룹 유형이 IP 주소이고 대상 그룹 프로토콜이 TCP 또는 TLS이면 기
본값이 비활성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값이 활성화됩니다. UDP 및 TCP_UDP 대상 그룹에 대해
클라이언트 IP 보존을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 proxy_protocol_v2.enabled - 프록시 프로토콜 버전 2의 활성화 여부를 나타냅니다. 값은 true
또는 false입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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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속성의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EM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EMR::Cluster (p. 3103)
• AWS::EMR::InstanceFleetConfig (p. 3159)
• AWS::EMR::InstanceGroupConfig (p. 3170)
• AWS::EMR::SecurityConfiguration (p. 3187)
• AWS::EMR::Step (p. 3188)
• AWS::EMR::Studio (p. 3192)
• AWS::EMR::StudioSessionMapping (p. 3196)

AWS::EMR::Cluster
AWS::EMR::Cluster 리소스는 Amazon EMR 클러스터를 지정합니다. 이 클러스터는 오픈 소스 빅 데이터
프레임워크 및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하는 Amazon EC2 인스턴스의
모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MR::Cluster",
"Properties" : {
"AdditionalInfo" : Json,
"Applications" : [ Application (p. 3123), ... ],
"AutoScalingRole" : String,
"BootstrapActions" : [ BootstrapActionConfig (p. 3125), ... ],
"Configurations" : [ Configuration (p. 3129), ... ],
"CustomAmiId" : String,
"EbsRootVolumeSize" : Integer,
"Instances" : JobFlowInstancesConfig (p. 3140),
"JobFlowRole" : String,
"KerberosAttributes" : KerberosAttributes (p. 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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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gEncryptionKmsKeyId" : String,
"LogUri" : String,
"ManagedScalingPolicy" : ManagedScalingPolicy (p. 3147),
"Name" : String,
"ReleaseLabel" : String,
"ScaleDownBehavior" : String,
"SecurityConfiguration" : String,
"ServiceRole" : String,
"StepConcurrencyLevel" : Integer,
"Steps" : [ StepConfig (p. 3157), ... ],
"Tags" : [ Tag, ... ],
"VisibleToAllUsers" : Boolean

YAML
Type: AWS::EMR::Cluster
Properties:
AdditionalInfo: Json
Applications:
- Application (p. 3123)
AutoScalingRole: String
BootstrapActions:
- BootstrapActionConfig (p. 3125)
Configurations:
- Configuration (p. 3129)
CustomAmiId: String
EbsRootVolumeSize: Integer
Instances:
JobFlowInstancesConfig (p. 3140)
JobFlowRole: String
KerberosAttributes:
KerberosAttributes (p. 3145)
LogEncryptionKmsKeyId: String
LogUri: String
ManagedScalingPolicy:
ManagedScalingPolicy (p. 3147)
Name: String
ReleaseLabel: String
ScaleDownBehavior: String
SecurityConfiguration: String
ServiceRole: String
StepConcurrencyLevel: Integer
Steps:
- StepConfig (p. 3157)
Tags:
- Tag
VisibleToAllUsers: Boolean

Properties
AdditionalInfo
추가 기능을 선택하기 위한 JSON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최소: 0
Maximum: 1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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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pplications
이 클러스터에 설치할 애플리케이션(예: Spark, Flink, Oozie, Zeppelin 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pplication (p. 3123)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utoScalingRole
자동 조정 정책에 대한 IAM 역할입니다. 기본 역할은 EMR_AutoScaling_DefaultRole입니다. IAM
역할은 자동 조정 기능이 인스턴스 그룹에서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제공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8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ootstrapActions
클러스터 노드에서 Hadoop이 시작되기 전에 실행할 부트스트랩 작업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ootstrapActionConfig (p. 3125)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figurations
Amazon EMR 릴리스 4.x 이후에만 적용됩니다. EMR 클러스터에 제공된 구성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figuration (p. 3129)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ustomAmiId
Amazon EMR 버전 5.7.0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사용자 지정 AMI를 사용하는 경
우 사용자 지정 Amazon EBS 지원 Linux AMI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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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EbsRootVolumeSize
각 EC2 인스턴스에 사용되는 Linux AMI의 Amazon EBS 루트 디바이스 볼륨의 크기(GiB)입니다.
Amazon EMR 버전 4.x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s
Amazon EC2 인스턴스의 수 및 유형의 사양입니다.
Required: 예
Type: JobFlowInstancesConfig (p. 3140)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JobFlowRole
인스턴스 프로파일 및 EC2 역할이라고도 합니다. EMR 클러스터에 대한 IAM 역할입니다. 클러스터의
EC2 인스턴스에서 이 역할을 수임합니다. 기본 역할은 EMR_EC2_DefaultRole입니다. 기본 역할을
사용하려면 CLI 또는 콘솔을 사용하여 기본 역할을 이미 생성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8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rberosAttributes
Kerberos 인증이 활성화될 때 Kerberos 구성에 대한 속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 관리 안
내서의 Kerberos 인증 사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KerberosAttributes (p. 314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gEncryptionKmsKeyId
로그 파일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AWS KMS key입니다. 이 속성은 EMR 6.0.0을 제외하고 EMR 버
전 5.30.0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gUri
이 클러스터의 로그가 저장되는 Amazon S3 위치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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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nagedScalingPolicy
Amazon EMR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형 조정 정책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관리형 조정 정책은 클
러스터에서 추가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EC2 인스턴스와 같은 리소스에 대한 제한을 정의합니다. 제한은
코어 및 태스크 노드에만 적용됩니다. 초기 구성 후에는 마스터 노드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nagedScalingPolicy (p. 31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클러스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leaseLabel
클러스터에 설치되는 오픈 소스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의 버전을 결정하는 Amazon EMR 릴리스 레이
블입니다. 릴리스 레이블은 emr-x.x.x 형식입니다. 여기에서 x.x.x는 Amazon EMR 릴리스 버전입
니다(예: emr-5.14.0). Amazon EMR 릴리스 버전과 포함된 애플리케이션 버전 및 기능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https://docs.aws.amazon.com/emr/latest/ReleaseGuide/를 참조하십시오. 릴리스 레이블은
Amazon EMR 릴리스 버전 4.0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AmiVersion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caleDownBehavior
자동 축소 활동이 발생하거나 인스턴스 그룹의 크기가 조정될 때 개별 Amazon EC2 인스턴스를
종료하는 방법입니다. TERMINATE_AT_INSTANCE_HOUR는 Amazon EMR이 인스턴스 종료 요청
이 제출된 시기와 상관없이 인스턴스 시간 경계에서 노드를 종료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옵션은
Amazon EMR 5.1.0 이상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해당 버전을 사용하여 생성된 클러스터의 기본값입니다.
TERMINATE_AT_TASK_COMPLETION은 Amazon EMR이 Amazon EC2 인스턴스를 종료하기 전에 인
스턴스 시간 경계와 관계없이 노드를 거부 목록에 추가하고 노드에서 태스크를 드레이닝하는 것을 나타
냅니다. 어떤 동작이든 Amazon EMR은 HDFS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활동이 가장 적은 노드를 먼
저 제거하고 인스턴스 종료를 차단합니다. TERMINATE_AT_TASK_COMPLETION은 Amazon EMR 버전
4.1.0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Amazon EMR 5.1.0 이전 버전의 기본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TERMINATE_AT_INSTANCE_HOUR | TERMINATE_AT_TASK_COMPLETI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urityConfiguration
클러스터에 적용된 보안 구성의 이름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310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MR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8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rviceRole
사용자를 대신해 AWS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Amazon EMR 서비스가 수임하는 IAM 역할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epConcurrencyLevel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단계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 값은 1입니다. 최대 값은 256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eps
실행할 단계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epConfig (p. 3157)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클러스터와 연결된 태그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sibleToAllUsers
클러스터가 클러스터에 연결된 AWS account의 모든 IAM 사용자에게 표시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값이 true로 설정되면 적절한 정책 권한 세트가 있는 해당 AWS account의 모든 IAM 사용자가 클러
스터를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false이면 클러스터를 생성한 IAM 사용자만 클러스터를 보
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SetVisibleToAllUsers 작업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Note
클러스터를 EMR 콘솔 또는 API를 통해 직접 생성하는 경우 이 값이 기본적으로 true로 설정
됩니다. 그러나 CloudFormation 내 AWS::EMR::Cluster 리소스인 경우 기본값은 false입
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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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클러스터 ID(예: j-1ABCD123AB1A)
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MasterPublicDNS
마스터 노드(인스턴스)의 퍼블릭 DNS 이름(예: ec2-12-123-123-123.uswest-2.compute.amazonaws.com)입니다.

예제
클러스터 예를 생성합니다.

EC2 인스턴스에 대해 사용자 지정 AMI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생성
다음 예에서는 템플릿을 통해 클러스터에서 EC2 인스턴스에 대한 사용자 지정 Amazon Linux AMI를 사용하
여 클러스터를 지정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
"CustomAmiId" : {
"Type" : "String"
},
"InstanceType" : {
"Type" : "String"
},
"ReleaseLabel" : {
"Type" : "String"
},
"SubnetId" : {
"Type" : "String"
},
"TerminationProtected" : {
"Type" : "String",
"Default" : "false"
},
"ElasticMapReducePrincipal" : {
"Type" : "String"
},
"Ec2Princip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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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String"

},
"Resources": {
"cluster": {
"Type": "AWS::EMR::Cluster",
"Properties": {
"CustomAmiId" : {"Ref" : "CustomAmiId"},
"Instances": {
"MasterInstanceGroup":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Master"
},
"CoreInstanceGroup":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Core"
},
"TaskInstanceGroups": [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Task-1"
},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Task-2"
}
],
"TerminationProtected" : {"Ref" : "TerminationProtected"},
"Ec2SubnetId" : {"Ref" : "SubnetId"}
},
"Name": "CFNtest",
"JobFlowRole" : {"Ref": "emrEc2InstanceProfile"},
"ServiceRole" : {"Ref": "emrRole"},
"ReleaseLabel" : {"Ref" : "ReleaseLabel"},
"VisibleToAllUsers" : true,
"Tags": [
{
"Key": "key1",
"Value": "value1"
}
]
}
},
"emr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08-10-17",
"Statement": [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Ref" : "ElasticMapReducePrincipal"}
},
"Action": "sts:AssumeRo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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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 "/",
"ManagedPolicyArns":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
AmazonElasticMapReduceRole"]
}
},
"emrEc2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08-10-17",
"Statement": [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Ref" : "Ec2Principal"}
},
"Action": "sts:AssumeRole"
}
]
},
"Path": "/",
"ManagedPolicyArns":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
AmazonElasticMapReduceforEC2Role"]
}
},
"emrEc2InstanceProfile": {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Path": "/",
"Roles": [ {
"Ref": "emrEc2Role"
}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CustomAmiId:
Type: String
InstanceType:
Type: String
ReleaseLabel:
Type: String
SubnetId:
Type: String
TerminationProtected:
Type: String
Default: 'false'
ElasticMapReducePrincipal:
Type: String
Ec2Principal:
Type: String
Resources:
cluster:
Type: AWS::EMR::Cluster
Properties:
CustomAmiId: !Ref CustomAmiId
In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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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InstanceGroup: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Master
CoreInstanceGroup: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Core
TaskInstanceGroups: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Task-1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Task-2
TerminationProtected: !Ref TerminationProtected
Ec2SubnetId: !Ref SubnetId
Name: CFNtest
JobFlowRole: !Ref emrEc2InstanceProfile
ServiceRole: !Ref emrRole
ReleaseLabel: !Ref ReleaseLabel
VisibleToAllUsers: true
Tags:
- Key: key1
Value: value1
emr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08-10-17
Statement: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Ref ElasticMapReducePrincipal
Action: 'sts:AssumeRole'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AmazonElasticMapReduceRole'
emrEc2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08-10-17
Statement: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Ref Ec2Principal
Action: 'sts:AssumeRole'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AmazonElasticMapReduceforEC2Role'
emrEc2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Path: /
Roles:
- !Ref emrEc2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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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생성 및 EC2 인스턴스의 루트 볼륨 크기 지정
다음 예에서는 템플릿을 통해 클러스터 인스턴스의 EBS 루트 볼륨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
"InstanceType" : {
"Type" : "String"
},
"ReleaseLabel" : {
"Type" : "String"
},
"SubnetId" : {
"Type" : "String"
},
"TerminationProtected" : {
"Type" : "String",
"Default" : "false"
},
"EbsRootVolumeSize" : {
"Type" : "String"
}
},
"Resources": {
"cluster": {
"Type": "AWS::EMR::Cluster",
"Properties": {
"EbsRootVolumeSize" : {"Ref" : "EbsRootVolumeSize"},
"Instances": {
"MasterInstanceGroup":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Master"
},
"CoreInstanceGroup":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Core"
},
"TaskInstanceGroups": [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Task-1"
},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Task-2"
}
],
"TerminationProtected" : {"Ref" : "TerminationProtected"},
"Ec2SubnetId" : {"Ref" : "SubnetId"}
},
"Name": "CFNtest",
"JobFlowRole" : {"Ref": "emrEc2InstanceProfile"},
"ServiceRole" : {"Ref": "emrRole"},
"ReleaseLabel" : {"Ref" : "Release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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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bleToAllUsers" : true,
"Tags": [
{
"Key": "key1",
"Value": "value1"
}
]

}
},
"emr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08-10-17",
"Statement": [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elasticmapreduce.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
"Path": "/",
"ManagedPolicyArns":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
AmazonElasticMapReduceRole"]
}
},
"emrEc2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08-10-17",
"Statement": [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ec2.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
"Path": "/",
"ManagedPolicyArns":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
AmazonElasticMapReduceforEC2Role"]
}
},
"emrEc2InstanceProfile": {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Path": "/",
"Roles": [ {
"Ref": "emrEc2Role"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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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InstanceType:
Type: String
ReleaseLabel:
Type: String
SubnetId:
Type: String
TerminationProtected:
Type: String
Default: 'false'
EbsRootVolumeSize:
Type: String
Resources:
cluster:
Type: AWS::EMR::Cluster
Properties:
EbsRootVolumeSize: !Ref EbsRootVolumeSize
Instances:
MasterInstanceGroup: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Master
CoreInstanceGroup: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Core
TaskInstanceGroups: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Task-1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Task-2
TerminationProtected: !Ref TerminationProtected
Ec2SubnetId: !Ref SubnetId
Name: CFNtest
JobFlowRole: !Ref emrEc2InstanceProfile
ServiceRole: !Ref emrRole
ReleaseLabel: !Ref ReleaseLabel
VisibleToAllUsers: true
Tags:
- Key: key1
Value: value1
emr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08-10-17
Statement: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elasticmapreduce.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AmazonElasticMapReduceRole'
emrEc2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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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08-10-17
Statement: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ec2.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AmazonElasticMapReduceforEC2Role'
emrEc2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Path: /
Roles:
- !Ref emrEc2Role

Kerberos 인증을 사용한 클러스터 생성
다음 예에서는 템플릿을 통해 EMR 클러스터에 대한 Kerberos 인증 구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
"CrossRealmTrustPrincipalPassword" : {
"Type" : "String"
},
"KdcAdminPassword" : {
"Type" : "String"
},
"Realm" : {
"Type" : "String"
},
"InstanceType" : {
"Type" : "String"
},
"ReleaseLabel" : {
"Type" : "String"
},
"SubnetId" : {
"Type" : "String"
}
},
"Resources": {
"cluster": {
"Type": "AWS::EMR::Cluster",
"Properties": {
"Instances": {
"MasterInstanceGroup":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Master"
},
"CoreInstanceGroup":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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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kInstanceGroups": [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Task-1"
},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Task-2"
}
],
"Ec2SubnetId" : {"Ref" : "SubnetId"}
},
"Name": "CFNtest2",
"JobFlowRole" : {"Ref": "emrEc2InstanceProfile"},
"KerberosAttributes" : {
"CrossRealmTrustPrincipalPassword" : "CfnIntegrationTest-1",
"KdcAdminPassword" : "CfnIntegrationTest-1",
"Realm": "EC2.INTERNAL"
},
"ServiceRole" : {"Ref": "emrRole"},
"ReleaseLabel" : {"Ref" : "ReleaseLabel"},
"SecurityConfiguration" : {"Ref" : "securityConfiguration"},
"VisibleToAllUsers" : true,
"Tags": [
{
"Key": "key1",
"Value": "value1"
}
]

}
},
"key" : {
"Type" : "AWS::KMS::Key",
"Properties" : {
"KeyPolicy" : {
"Version": "2012-10-17",
"Id": "key-default-1",
"Statement": [
{
"Sid": "Enable IAM User
"Effect": "Allow",
"Principal": {
"AWS": { "Fn::GetAtt"
},
"Action": "kms:*",
"Resource": "*"
},
{
"Sid": "Enable IAM User
"Effect": "Allow",
"Principal": {
"AWS": { "Fn::Join" :
"AWS::AccountId"} ,":root" ]] }
},
"Action": "kms:*",
"Resource": "*"
}
]
}
}
},

Permissions",
: ["emrEc2Role", "Arn"]}

Permissions",
["" , ["arn:aws:iam::", {"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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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Configuration": {
"Type" : "AWS::EMR::SecurityConfiguration",
"Properties" : {
"SecurityConfiguration" : {
"AuthenticationConfiguration": {
"KerberosConfiguration": {
"Provider": "ClusterDedicatedKdc",
"ClusterDedicatedKdcConfiguration": {
"TicketLifetimeInHours": 24,
"CrossRealmTrustConfiguration": {
"Realm": "AD.DOMAIN.COM",
"Domain": "ad.domain.com",
"AdminServer": "ad.domain.com",
"KdcServer": "ad.domain.com"
}
}
}
}
}
}
},
"emr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08-10-17",
"Statement": [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elasticmapreduce.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
"Path": "/",
"ManagedPolicyArns":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
AmazonElasticMapReduceRole"]
}
},
"emrEc2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08-10-17",
"Statement": [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ec2.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
"Path": "/",
"ManagedPolicyArns":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
AmazonElasticMapReduceforEC2Role"]
}
},
"emrEc2InstanceProfile": {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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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th": "/",
"Roles": [ {
"Ref": "emrEc2Role"
} ]

},
"Outputs" : {
"keyArn" : {
"Value" : {"Fn::GetAtt" : ["key", "Arn"]}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CrossRealmTrustPrincipalPassword:
Type: String
KdcAdminPassword:
Type: String
Realm:
Type: String
InstanceType:
Type: String
ReleaseLabel:
Type: String
SubnetId:
Type: String
Resources:
cluster:
Type: 'AWS::EMR::Cluster'
Properties:
Instances:
MasterInstanceGroup: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Master
CoreInstanceGroup: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Core
TaskInstanceGroups: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Task-1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fnTask-2
Ec2SubnetId: !Ref SubnetId
Name: CFNtest2
JobFlowRole: !Ref emrEc2InstanceProfile
KerberosAttributes:
CrossRealmTrustPrincipalPassword: CfnIntegrationTest-1
KdcAdminPassword: CfnIntegrationTest-1
Realm: EC2.INTERNAL
ServiceRole: !Ref emrRole
ReleaseLabel: !Ref ReleaseLabel
SecurityConfiguration: !Ref security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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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bleToAllUsers: true
Tags:
- Key: key1
Value: value1
key:
Type: 'AWS::KMS::Key'
Properties:
KeyPolicy:
Version: 2012-10-17
Id: key-default-1
Statement:
- Sid: Enable IAM User Permissions
Effect: Allow
Principal:
AWS: !GetAtt
- emrEc2Role
- Arn
Action: 'kms:*'
Resource: '*'
- Sid: Enable IAM User Permissions
Effect: Allow
Principal:
AWS: !Join
- ''
- - 'arn:aws:iam::'
- !Ref 'AWS::AccountId'
- ':root'
Action: 'kms:*'
Resource: '*'
securityConfiguration:
Type: 'AWS::EMR::SecurityConfiguration'
Properties:
SecurityConfiguration:
AuthenticationConfiguration:
KerberosConfiguration:
Provider: ClusterDedicatedKdc
ClusterDedicatedKdcConfiguration:
TicketLifetimeInHours: 24
CrossRealmTrustConfiguration:
Realm: AD.DOMAIN.COM
Domain: ad.domain.com
AdminServer: ad.domain.com
KdcServer: ad.domain.com
emr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08-10-17
Statement: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elasticmapreduce.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AmazonElasticMapReduceRole'
emrEc2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08-10-17
Statement: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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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ec2.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AmazonElasticMapReduceforEC2Role'
emrEc2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Path: /
Roles:
- !Ref emrEc2Role
Outputs:
keyArn:
Value: !GetAtt
- key
- Arn

관리형 조정 정책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생성
다음 예제 템플릿을 사용하면 EMR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형 조정 정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
"InstanceType" : {
"Type" : "String"
},
"ReleaseLabel" : {
"Type" : "String"
},
"SubnetId" : {
"Type" : "String"
},
"MinimumCapacityUnits" : {
"Type" : "String"
},
"MaximumCapacityUnits" : {
"Type" : "String"
},
"MaximumCoreCapacityUnits" : {
"Type" : "String"
},
"MaximumOnDemandCapacityUnits" : {
"Type" : "String"
},
"UnitType" : {
"Type" : "String"
}
},
"Resources": {
"cluster": {
"Type": "AWS::EMR::Cluster",
"Properties": {
"Instances": {
"MasterInstanceGroup":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primary"
},
"CoreInstanceGroup": {
"InstanceCou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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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Type": {"Ref" :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ore"

}

}

}

}

},
"Ec2SubnetId" : {"Ref" : "SubnetId"}
},
"Name": "ManagedScalingExample",
"JobFlowRole" : "EMR_EC2_DefaultRole",
"ServiceRole" : "EMR_DefaultRole",
"ReleaseLabel" : {"Ref" : "ReleaseLabel"},
"ManagedScalingPolicy" : {
"ComputeLimits" : {
"MinimumCapacityUnits" : {"Ref": "MinimumCapacityUnits"},
"MaximumCapacityUnits" : {"Ref": "MaximumCapacityUnits"},
"MaximumCoreCapacityUnits" : {"Ref": "MaximumCoreCapacityUnits"},
"MaximumOnDemandCapacityUnits" : {"Ref": "MaximumOnDemandCapacityUnits"},
"UnitType" : {"Ref": "UnitType"}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InstanceType:
Type: String
ReleaseLabel:
Type: String
SubnetId:
Type: String
MinimumCapacityUnits:
Type: String
MaximumCapacityUnits:
Type: String
MaximumCoreCapacityUnits:
Type: String
MaximumOnDemandCapacityUnits:
Type: String
UnitType:
Type: String
Resources:
cluster:
Type: 'AWS::EMR::Cluster'
Properties:
Instances:
MasterInstanceGroup: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primary
CoreInstanceGroup: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Market: ON_DEMAND
Name: core
Ec2SubnetId: !Ref SubnetId
Name: ManagedScalingExample
JobFlowRole: EMR_EC2_DefaultRole
ServiceRole: EMR_DefaultRole
ReleaseLabel: !Ref Release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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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dScalingPolicy:
ComputeLimits:
MinimumCapacityUnits: !Ref MinimumCapacityUnits
MaximumCapacityUnits: !Ref MaximumCapacityUnits
MaximumCoreCapacityUnits: !Ref MaximumCoreCapacityUnits
MaximumOnDemandCapacityUnits: !Ref MaximumOnDemandCapacityUnits
UnitType: !Ref UnitType

AWS::EMR::Cluster Application
Application은 AWS::EMR::Cluster의 속성입니다. Application 속성 유형은 클러스터 생성 시 EMR
이 설치하고 구성할 오픈 소스 빅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합니다.
Amazon EMR 릴리스 버전 4.0 이상에서는 애플리케이션 Name 파라미터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
션에 인수를 전달하려면 Configuration 속성에 JSON 객체를 사용하여 지정된 구성 분류를 사용하십시
오.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이전 버전의 Amazon EMR 릴리스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클러스터에 추가할 수 있는 AWS 소프트웨어
또는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버전 및 이 버전으로 전달할 인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mazon EMR은 인수 목록을 받아서 해당하는 설치 스크립트에 부트스트랩 작업 인수로 전달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ditionalInfo" : {Key : Value, ...},
"Args" : [ String, ... ],
"Name" : String,
"Version" : String

YAML
AdditionalInfo:
Key : Value
Args:
- String
Name: String
Version: String

Properties
AdditionalInfo
이 옵션은 고급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테스트 및 문제 해결에 사용되는 클러스터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메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rgs
Amazon EMR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하는 인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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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AutoScalingPolicy
AutoScalingPolicy는 InstanceGroupConfig의 하위 속성입니다. AutoScalingPolicy는
CloudWatch 지표에 응답하여 인스턴스 그룹에서 EC2 인스턴스를 동적으로 추가하고 종료하는 방법을 정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 관리 가이드에서 Amazon EMR에서 자동 크기 조정 사용을 참조하세
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straints" : ScalingConstraints (p. 3151),
"Rules" : [ ScalingRule (p. 3152), ... ]

YAML
Constraints:
ScalingConstraints (p. 3151)
Rules:
- ScalingRule (p. 3152)

Properties
Constraints
자동 조정 정책에 대한 EC2 인스턴스 제한(상한 및 하한)입니다. 자동 조정 활동에서 인스턴스 그룹은
이 제한 위 또는 아래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ScalingConstraints (p. 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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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s
자동 조정 정책을 구성하는 축소 및 확장 규칙입니다.
Required: 예
Type: ScalingRule (p. 315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BootstrapActionConfig
BootstrapActionConfig는 EMR 클러스터에 부트스트랩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WS::EMR::Cluster의 속성입니다. EMR이 클러스터 인스턴스에서 오픈 소스 빅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을 설치하고 구성하기 전에 부트스트랩 작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모든 클러스터 노드에 대해
EC2 인스턴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 관리 가이드에서 추가 소프트웨어 설치
를 위한 부트스트랩 작업 생성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ScriptBootstrapAction" : ScriptBootstrapActionConfig (p. 3153)

YAML
Name: String
ScriptBootstrapAction:
ScriptBootstrapActionConfig (p. 3153)

Properties
Name
부트스트랩 작업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riptBootstrapAction
부트스트랩 작업으로 실행되는 스크립트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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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criptBootstrapActionConfig (p. 31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CloudWatchAlarmDefinition
CloudWatchAlarmDefinition은 자동 조정 활동을 트리거할 시간을 결정하는 ScalingTrigger 속성
의 하위 속성입니다. 조정 활동은 정의된 경보 조건을 충족할 때 시작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parisonOperator" : String,
"Dimensions" : [ MetricDimension (p. 3148), ... ],
"EvaluationPeriods" : Integer,
"MetricName" : String,
"Namespace" : String,
"Period" : Integer,
"Statistic" : String,
"Threshold" : Double,
"Unit" : String

YAML
ComparisonOperator: String
Dimensions:
- MetricDimension (p. 3148)
EvaluationPeriods: Integer
MetricName: String
Namespace: String
Period: Integer
Statistic: String
Threshold: Double
Unit: String

Properties
ComparisonOperator
MetricName에 지정된 측정치를 Threshold에 지정된 값과 비교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REATER_THAN | GREATER_THAN_OR_EQUAL | LESS_THAN |
LESS_THAN_OR_EQUA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mensions
CloudWatch 지표 차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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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MetricDimension (p. 314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aluationPeriods
5분씩 증분되는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경보 조건이 존재해야 경보가 자동 조정 활동을 트리거합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Name
경보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감시되는 CloudWatch 지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space
CloudWatch 지표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기본값은 AWS/ElasticMapReduc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iod
통계가 적용되는 기간(초)입니다. EMR CloudWatch 지표는 5분(300초)마다 발생하므로 EMR
CloudWatch 지표가 지정되는 경우 300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istic
경보와 연결된 측정치에 적용할 통계입니다. 기본값은 AVERAG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VERAGE | MAXIMUM | MINIMUM | SAMPLE_COUNT | SUM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eshold
지정한 통계를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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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감시 중인 CloudWatch 지표와 연결된 측정 단위입니다. Unit에 지정된 값은 CloudWatch 지표에 지정
된 단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ITS | BITS_PER_SECOND | BYTES | BYTES_PER_SECOND | COUNT |
COUNT_PER_SECOND | GIGA_BITS | GIGA_BITS_PER_SECOND | GIGA_BYTES |
GIGA_BYTES_PER_SECOND | KILO_BITS | KILO_BITS_PER_SECOND | KILO_BYTES
| KILO_BYTES_PER_SECOND | MEGA_BITS | MEGA_BITS_PER_SECOND | MEGA_BYTES
| MEGA_BYTES_PER_SECOND | MICRO_SECONDS | MILLI_SECONDS | NONE |
PERCENT | SECONDS | TERA_BITS | TERA_BITS_PER_SECOND | TERA_BYTES |
TERA_BYTES_PER_SECON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ComputeLimits
관리형 조정 정책에 대한 EC2 유닛 제한입니다. 클러스터의 관리형 조정 활동은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없습니다. 제한은 코어 및 작업 노드에만 적용됩니다. 초기 구성 후에는 마스터 노드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imumCapacityUnits" : Integer,
"MaximumCoreCapacityUnits" : Integer,
"MaximumOnDemandCapacityUnits" : Integer,
"MinimumCapacityUnits" : Integer,
"UnitType" : String

YAML
MaximumCapacityUnits: Integer
MaximumCoreCapacityUnits: Integer
MaximumOnDemandCapacityUnits: Integer
MinimumCapacityUnits: Integer
UnitType: String

Properties
MaximumCapacityUnits
EC2 유닛의 상한입니다. VCPU 코어 또는 인스턴스 그룹의 인스턴스를 통해 측정되며 인스턴스 플릿의
유닛을 통해 측정됩니다. 관리형 조정 활동은 이 제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한은 코어 및 작업 노드
에만 적용됩니다. 초기 구성 후에는 마스터 노드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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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imumCoreCapacityUnits
클러스터의 코어 노드 유형에 대한 EC2 유닛의 상한입니다. VCPU 코어 또는 인스턴스 그룹의 인스턴스
를 통해 측정되며 인스턴스 플릿의 유닛을 통해 측정됩니다. 코어 유닛은 이 제한을 넘어 확장할 수 없습
니다. 이 파라미터는 코어 노드와 태스크 노드 간에 용량 할당을 분할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imumOnDemandCapacityUnits
온디맨드 EC2 유닛의 상한입니다. VCPU 코어 또는 인스턴스 그룹의 인스턴스를 통해 측정되며 인스턴
스 플릿의 유닛을 통해 측정됩니다. 온디맨드 유닛은 이 제한을 넘어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온디맨드 인스턴스와 스팟 인스턴스 간에 용량 할당을 분할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imumCapacityUnits
EC2 유닛의 하한입니다. VCPU 코어 또는 인스턴스 그룹의 인스턴스를 통해 측정되며 인스턴스 플릿의
유닛을 통해 측정됩니다. 관리형 조정 활동은 이 제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한은 코어 및 작업 노드
에만 적용됩니다. 초기 구성 후에는 마스터 노드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itType
관리형 조정 정책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유닛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nstanceFleetUnits | Instances | VCPU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Configuration
Note
Amazon EMR 릴리스 4.0 이상에서만 사용됩니다.
Configuration은 InstanceFleetConfig 또는 InstanceGroupConfig의 하위 속성입니다.
Configuration은 오픈 소스 빅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및 환경 파라미터를 사용자 지정하기위한 선택적 구
성을 지정합니다. 하나의 구성은 분류, 속성 및 중첩 구성(옵션)으로 구성됩니다. 분류는 애플리케이션별 구
성 파일을 참조합니다. 속성은 해당 파일에서 변경할 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 릴리스 가이
드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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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lassification" : String,
"ConfigurationProperties" : {Key : Value, ...},
"Configurations" : [ Configuration (p. 3129), ... ]

YAML
Classification: String
ConfigurationProperties:
Key : Value
Configurations:
- Configuration (p. 3129)

Properties
Classification
구성 내 분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figurationProperties
구성 객체 내에서 적용할 추가 구성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figurations
구성 객체 내에서 적용할 추가 구성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figuration (p. 312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EbsBlockDeviceConfig
EbsBlockDeviceConfig는 EbsConfiguration 속성 유형의 하위 속성입니다.
EbsBlockDeviceConfig는 EMR 클러스터의 모든 EC2 인스턴스와 연결할 EBS 볼륨의 수와 유형을 정의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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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meSpecification" : VolumeSpecification (p. 3158),
"VolumesPerInstance" : Integer

YAML
VolumeSpecification:
VolumeSpecification (p. 3158)
VolumesPerInstance: Integer

Properties
VolumeSpecification
클러스터의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EBS 볼륨에 대해 요청될 EBS 볼륨 사양(볼륨 유형, IOPS 및 크기
(GiB) 등)입니다.
Required: 예
Type: VolumeSpecification (p. 315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sPerInstance
인스턴스 그룹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와 연결되는 특정 볼륨 구성이 포함된 EBS 볼륨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EbsConfiguration
EbsConfiguration은 InstanceFleetConfig 또는 InstanceGroupConfig의 하위 속성입니다.
EbsConfiguration은 EMR 클러스터 인스턴스에 연결할 EBS 볼륨을 결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bsBlockDeviceConfigs" : [ EbsBlockDeviceConfig (p. 3130), ... ],
"EbsOptimized" : Boolean

YAML
EbsBlockDeviceConfigs:
- EbsBlockDeviceConfig (p. 3130)
EbsOptimized: Boolean

Properties
EbsBlockDeviceConfigs
클러스터 인스턴스에 연결되는 Amazon EBS 볼륨 사양의 배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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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EbsBlockDeviceConfig (p. 313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bsOptimized
Amazon EBS 볼륨이 EBS에 최적화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HadoopJarStepConfig
HadoopJarStepConfig 속성 유형은 main 함수가 실행되는 JAR 파일이 포함된 작업 흐름 단계를 지정합
니다. main 함수는 클러스터가 마스터 노드에서 단계로 실행할 작업을 제출한 다음 후속 단계가 실행되기 전
에 해당 작업의 종료 또는 실패를 기다립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gs" : [ String, ... ],
"Jar" : String,
"MainClass" : String,
"StepProperties" : [ KeyValue (p. 3146), ... ]

YAML
Args:
- String
Jar: String
MainClass: String
StepProperties:
- KeyValue (p. 3146)

Properties
Args
실행 시 JAR 파일의 main 함수로 전달되는 명령줄 인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ar
단계 도중 JAR 파일 실행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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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8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inClass
지정된 Java 파일의 기본 클래스 이름입니다. 지정되지 않은 경우 JAR 파일이 매니페스트 파일의 기본
클래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8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epProperties
단계 실행 시 설정되는 Java 속성의 목록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사용하여 main 함수로 키-값 페어를 전
달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eyValue (p. 314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InstanceFleetConfig
InstanceFleetConfig를 사용하여 EMR 클러스터의 인스턴스 플릿을 정의합니다. 클러스터는 인스턴스
플릿과 인스턴스 그룹을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 관리 가이드에서 인스턴스
플릿 구성을 참조하세요.

Note
인스턴스 플릿 구성은 5.0.x 버전을 제외한 Amazon EMR 버전 4.8.0 이상에서만 제공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tanceTypeConfigs" : [ InstanceTypeConfig (p. 3138), ... ],
"LaunchSpecifications" : InstanceFleetProvisioningSpecifications (p. 3135),
"Name" : String,
"TargetOnDemandCapacity" : Integer,
"TargetSpotCapacity"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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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InstanceTypeConfigs:
- InstanceTypeConfig (p. 3138)
LaunchSpecifications:
InstanceFleetProvisioningSpecifications (p. 3135)
Name: String
TargetOnDemandCapacity: Integer
TargetSpotCapacity: Integer

Properties
InstanceTypeConfigs
인스턴스 플릿에서 EC2 인스턴스를 정의하는 인스턴스 유형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stanceTypeConfig (p. 3138)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aunchSpecifications
인스턴스 플릿에 대한 시작 사양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stanceFleetProvisioningSpecifications (p. 313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인스턴스 플릿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rgetOnDemandCapacity
인스턴스 플릿에 대한 온디맨드 단위의 대상 용량으로, 프로비저닝되는 온디맨드 인스턴스의 수를 결
정합니다. 인스턴스 플릿이 시작할 때 Amazon EMR은 InstanceTypeConfig가 지정한 대로 온디
맨드 인스턴스 프로비저닝을 시도합니다. 각 인스턴스 구성에는 지정된 WeightedCapacity가 있
습니다. 온디맨드 인스턴스가 프로비저닝되면 WeightedCapacity 단위가 목표 용량의 계산에 포
함됩니다. Amazon EMR은 초과가 발생하더라도 목표 용량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인스턴스를 프
로비저닝합니다. 예를 들어 용량을 충족하기 위해 2단위가 남아 있을 때 Amazon EMR이 5단위의
WeightedCapacity를 가진 인스턴스만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인스턴스가 프로비저닝되고
목표 용량은 3단위를 초과합니다.

Note
지정하지 않거나 0으로 설정하면, TargetSpotCapacity를 사용하는 인스턴스 플
릿에 대해 스팟 인스턴스만 프로비저닝됩니다. 최소 한 개의 TargetSpotCapacity
및 TargetOnDemandCapacity는 0보다 커야 합니다. 마스터 인스턴스 플릿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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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SpotCapacity 및 TargetOnDemandCapacity를 하나만 지정할 수 있으며 값은 1
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SpotCapacity
인스턴스 플릿에 대한 스팟 단위의 대상 용량으로, 프로비저닝되는 스팟 인스턴스의 수를 결정합니다.
인스턴스 플릿이 시작할 때 Amazon EMR은 InstanceTypeConfig가 지정한 대로 스팟 인스턴스 프
로비저닝을 시도합니다. 각 인스턴스 구성에는 지정된 WeightedCapacity가 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
가 프로비저닝되면 WeightedCapacity 단위가 목표 용량의 계산에 포함됩니다. Amazon EMR은 초과
가 발생하더라도 목표 용량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합니다. 예를 들어 용량을 충
족하기 위해 2단위가 남아 있을 때 Amazon EMR이 5단위의 WeightedCapacity를 가진 인스턴스만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인스턴스가 프로비저닝되고 목표 용량은 3단위를 초과합니다.

Note
지정하지 않거나 0으로 설정하면, 인스턴스 플릿에 대해 온디맨드 인스턴스만 프로비저닝됩니
다. 최소 한 개의 TargetSpotCapacity 및 TargetOnDemandCapacity는 0보다 커야 합니
다. 마스터 인스턴스 플릿의 경우 TargetSpotCapacity 및 TargetOnDemandCapacity를
하나만 지정할 수 있으며 값은 1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InstanceFleetProvisioningSpecifications
InstanceFleetProvisioningSpecification은 InstanceFleetConfig의 하위 속성입니다.
InstanceFleetProvisioningSpecification은 인스턴스 플릿의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시작 사양을
정의합니다. 이 사양은 스팟 인스턴스에 정의된 기간 및 프로비저닝 제한 시간 동작을 결정합니다.

Note
인스턴스 플릿 구성은 5.0.x 버전을 제외한 Amazon EMR 버전 4.8.0 이상에서만 제공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nDemandSpecification" : OnDemandProvisioningSpecification (p. 3149),
"SpotSpecification" : SpotProvisioningSpecification (p. 3155)

YAML
OnDemand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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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emandProvisioningSpecification (p. 3149)
SpotSpecification:
SpotProvisioningSpecification (p. 3155)

Properties
OnDemandSpecification
할당 전략을 결정하는 인스턴스 플릿의 온디맨드 인스턴스에 대한 시작 사양입니다.

Note
인스턴스 플릿 구성은 5.0.x 버전을 제외한 Amazon EMR 버전 4.8.0 이상에서만 제공됩니다.
온디맨드 인스턴스 할당 전략은 Amazon EMR 버전 5.12.1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nDemandProvisioningSpecification (p. 314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otSpecification
플릿의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시작 사양입니다. 이 사양은 정의된 기간, 프로비저닝 제한 시간 동작 및
할당 전략을 결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potProvisioningSpecification (p. 31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InstanceGroupConfig
InstanceGroupConfig를 사용하여 EMR 클러스터의 인스턴스 그룹을 정의합니다. 클러스터는 인스턴스
그룹과 인스턴스 플릿을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 관리 가이드에서 인스턴스
플릿 또는 균일한 인스턴스 그룹이 포함된 클러스터 생성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oScalingPolicy" : AutoScalingPolicy (p. 3124),
"BidPrice" : String,
"Configurations" : [ Configuration (p. 3129), ... ],
"EbsConfiguration" : EbsConfiguration (p. 3131),
"InstanceCount" : Integer,
"InstanceType" : String,
"Market" : String,
"Name" : String

YAML
AutoScalingPolicy:
AutoScalingPolicy (p. 3124)
BidPrice: String
Configu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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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guration (p. 3129)
EbsConfiguration:
EbsConfiguration (p. 3131)
InstanceCount: Integer
InstanceType: String
Market: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AutoScalingPolicy
AutoScalingPolicy는 Amazon EMR에서 자동 크기 조정 정책의 제약과 규칙을 지정하는
InstanceGroupConfig 속성 유형의 하위 속성입니다. 자동 조정 정책은 CloudWatch 지표 값에 응답하여
인스턴스 그룹에서 EC2 인스턴스를 동적으로 추가하고 종료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코어 및 작업 인스
턴스 그룹만 automatic scaling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에서 자동 크기
조정 사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AutoScalingPolicy (p. 31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idPrice
지정하면 인스턴스 그룹에 스팟 인스턴스가 사용됨을 나타냅니다. 스팟 인스턴스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고 가격입니다. OnDemandPrice를 지정하여 온디맨드 가격과 동일한 금액을 설정하거나 USD
로 금액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figurations

Note
Amazon EMR 릴리스 4.x 이상입니다.
EMR 클러스터 인스턴스 그룹에 제공된 구성 목록입니다. 각 인스턴스 그룹(마스터, 코어, 작업)에 대해
별도의 구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figuration (p. 3129)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bsConfiguration
인스턴스 그룹의 각 EC2 인스턴스에 연결될 EBS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bsConfiguration (p. 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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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Count
인스턴스 그룹의 대상 인스턴스 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Type
인스턴스 그룹 내 모든 인스턴스에 대한 EC2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rket
클러스터 노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EC2 인스턴스의 마켓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N_DEMAND | SPO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인스턴스 그룹에 부여된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MR::Cluster InstanceTypeConfig
Note
인스턴스 집합 구성은 5.0.x 버전을 제외한 Amazon EMR 버전 4.8.0 이상에서만 제공됩니다.
InstanceTypeConfig는 InstanceFleetConfig의 하위 속성입니다. InstanceTypeConfig는
Amazon EMR이 온디맨드 및 스팟 대상 용량을 충족하기 위해 프로비저닝하려고 시도하는 EC2 인스턴스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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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idPrice" : String,
"BidPriceAsPercentageOfOnDemandPrice" : Double,
"Configurations" : [ Configuration (p. 3129), ... ],
"EbsConfiguration" : EbsConfiguration (p. 3131),
"InstanceType" : String,
"WeightedCapacity" : Integer

YAML
BidPrice: String
BidPriceAsPercentageOfOnDemandPrice: Double
Configurations:
- Configuration (p. 3129)
EbsConfiguration:
EbsConfiguration (p. 3131)
InstanceType: String
WeightedCapacity: Integer

Properties
BidPrice
InstanceType으로 정의된 각 EC2 스팟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입찰 가격입니다. USD로 표시
됩니다. BidPrice 또는 BidPriceAsPercentageOfOnDemandPrice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BidPriceAsPercentageOfOnDemandPrice는 100%로 기본 설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idPriceAsPercentageOfOnDemandPrice
InstanceType으로 정의된 EC2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입찰 가격으로, 온디맨드 가
격의 백분율로 지정됩니다. 숫자로 표시됩니다(예: 20은 20%를 나타냄). BidPrice
또는 BidPriceAsPercentageOfOnDemandPrice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BidPriceAsPercentageOfOnDemandPrice는 100%로 기본 설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figurations
클러스터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할 때 적용되는 구성 분류로, 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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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Configuration (p. 3129)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bsConfiguration
InstanceType에서 정의된 각 인스턴스에 연결되는 Amazon Elastic Block Store(Amazon EBS)의 구
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bsConfiguration (p. 313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Type
EC2 인스턴스 유형입니다(예: m3.xlarg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WeightedCapacity
이 유형의 프로비저닝된 인스턴스가 InstanceFleetConfig에 정의된 대상 용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단위 수입니다. 이 값은 마스터 인스턴스 플릿의 경우 1이며, 코어 및 작업 인스턴스 플릿의 경
우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1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MR::Cluster JobFlowInstancesConfig
JobFlowInstancesConfig는 AWS::EMR::Cluster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JobFlowInstancesConfig는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인스턴스 그룹 또는 인스턴스 플릿을 정의합니다.
JobFlowInstancesConfig는 InstanceFleetConfig 또는 InstanceGroupConfig를 포함해야 합니
다. 두 속성을 함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dditionalMasterSecurityGroups" : [ String, ... ],
"AdditionalSlaveSecurityGroups" : [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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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InstanceFleet" : InstanceFleetConfig (p. 3133),
"CoreInstanceGroup" : InstanceGroupConfig (p. 3136),
"Ec2KeyName" : String,
"Ec2SubnetId" : String,
"Ec2SubnetIds" : [ String, ... ],
"EmrManagedMasterSecurityGroup" : String,
"EmrManagedSlaveSecurityGroup" : String,
"HadoopVersion" : String,
"KeepJobFlowAliveWhenNoSteps" : Boolean,
"MasterInstanceFleet" : InstanceFleetConfig (p. 3133),
"MasterInstanceGroup" : InstanceGroupConfig (p. 3136),
"Placement" : PlacementType (p. 3149),
"ServiceAccessSecurityGroup" : String,
"TerminationProtected" : Boolean

YAML
AdditionalMasterSecurityGroups:
- String
AdditionalSlaveSecurityGroups:
- String
CoreInstanceFleet:
InstanceFleetConfig (p. 3133)
CoreInstanceGroup:
InstanceGroupConfig (p. 3136)
Ec2KeyName: String
Ec2SubnetId: String
Ec2SubnetIds:
- String
EmrManagedMasterSecurityGroup: String
EmrManagedSlaveSecurityGroup: String
HadoopVersion: String
KeepJobFlowAliveWhenNoSteps: Boolean
MasterInstanceFleet:
InstanceFleetConfig (p. 3133)
MasterInstanceGroup:
InstanceGroupConfig (p. 3136)
Placement:
PlacementType (p. 3149)
ServiceAccessSecurityGroup: String
TerminationProtected: Boolean

Properties
AdditionalMasterSecurityGroups
마스터 노드에 대한 추가 Amazon EC2 보안 그룹 ID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dditionalSlaveSecurityGroups
코어 노드 및 작업 노드에 대한 추가 Amazon EC2 보안 그룹 ID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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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InstanceFleet
인스턴스 플릿 구성의 클러스터를 사용할 때 코어 인스턴스 플릿에 대한 EC2 인스턴스 및 인스턴스 구
성을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stanceFleetConfig (p. 313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reInstanceGroup
균일한 인스턴스 그룹 구성의 클러스터를 사용할 때 코어 인스턴스 그룹에 대한 EC2 인스턴스 및 인스
턴스 구성을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stanceGroupConfig (p. 313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c2KeyName
사용자가 "hadoop"을 호출할 때 SSH를 사용하여 마스터 노드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EC2 키
페어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c2SubnetId
균일한 인스턴스 그룹 구성을 사용하는 클러스터에 적용됩니다. Amazon VPC(Amazon Virtual Private
Cloud)에서 클러스터를 시작하려면 클러스터를 시작하려는 Amazon VPC 서브넷의 식별자로 이 파라미
터를 설정합니다. 계정이 EC2-Classic을 지정할 경우 이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클러스터가 EC2-Classic
에서 시작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c2SubnetIds
인스턴스 플릿 구성을 사용하는 클러스터에 적용됩니다. 여러 EC2 서브넷 ID가 지정되면 Amazon EMR
은 이를 평가하고 최적의 서브넷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Note
인스턴스 플릿 구성은 5.0.x 버전을 제외한 Amazon EMR 버전 4.8.0 이상에서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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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mrManagedMasterSecurityGroup
마스터 노드에 대한 Amazon EC2 보안 그룹의 식별자입니다. EmrManagedMasterSecurityGroup을
지정하면 EmrManagedSlaveSecurityGroup도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mrManagedSlaveSecurityGroup
코어 노드 및 작업 노드에 대한 Amazon EC2 보안 그룹의 식별자입니다.
EmrManagedSlaveSecurityGroup을 지정하면 EmrManagedMasterSecurityGroup도 함께 지정
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HadoopVersion
Amazon EMR 릴리스 버전 4.0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클러스터의 하둡 버전입니다. 유효한 입력은
“0.18"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음), “0.20"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음), “0.20.205"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음),
“1.0.3", “2.2.0" 또는 “2.4.0"입니다. 이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RunJobFlow 호출에 AmiVersion 파라미
터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이 파라미터가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AMI 버전의 기본 하둡 버전이 사용됨), 기
본값인 0.18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epJobFlowAliveWhenNoSteps
모든 단계를 완료한 이후 클러스터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기본값
은 true입니다. 클러스터 종료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MR 관리 안내서에서 클러스터 종료 제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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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sterInstanceFleet
인스턴스 플릿 구성의 클러스터를 사용할 때 마스터 인스턴스 플릿에 대한 EC2 인스턴스 및 인스턴스
구성을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stanceFleetConfig (p. 313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sterInstanceGroup
균일한 인스턴스 그룹 구성의 클러스터를 사용할 때 마스터 인스턴스 그룹에 대한 EC2 인스턴스 및 인
스턴스 구성을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stanceGroupConfig (p. 313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lacement
클러스터가 실행되는 가용 영역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lacementType (p. 314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rviceAccessSecurityGroup
VPC 프라이빗 서브넷의 클러스터를 액세스하는 Amazon EMR 서비스에 대한 Amazon EC2 보안 그룹
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erminationProtected
API 호출, 사용자 개입 또는 작업 흐름 오류 발생 시 Amazon EC2 인스턴스가 종료되지 않도록 클러스터
를 잠글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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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MR::Cluster KerberosAttributes
KerberosAttributes는 AWS::EMR::Cluster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KerberosAttributes는 보안
구성을 사용하여 Kerberos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KerberosAttributes가 클러스터별 Kerberos 구성을 정의
합니다. 클러스터별 구성은 보안 구성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MR Management 가이드의
Kerberos 인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DomainJoinPassword" : String,
"ADDomainJoinUser" : String,
"CrossRealmTrustPrincipalPassword" : String,
"KdcAdminPassword" : String,
"Realm" : String

YAML
ADDomainJoinPassword: String
ADDomainJoinUser: String
CrossRealmTrustPrincipalPassword: String
KdcAdminPassword: String
Realm: String

Properties
ADDomainJoinPassword
ADDomainJoinUser에 대한 Active Directory 암호.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DDomainJoinUser
Active Directory 도메인과의 교차 영역 신뢰를 구축할 때에만 필요합니다. 리소스를 도메인에 조인하기
에 충분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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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ossRealmTrustPrincipalPassword
다른 영역에 있는 KDC와의 교차 영역 신뢰를 구축할 때에만 필요합니다. 교차 영역 보안 주체 암호는 영
역 전반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dcAdminPassword
클러스터 전용 KDC의 kadmin 서비스에 대한 클러스터 내부에서 사용되는 암호로, Kerberos 보안 주체,
암호 정책 및 클러스터의 키 탭을 유지 관리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alm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가 속하는 Kerberos 영역의 이름입니다. 예, EC2.INTERNAL.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KeyValue
KeyValue는 HadoopJarStepConfig 속성 유형의 하위 속성입니다. KeyValue는 단계에 파라미터를 전
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PI 버전 2010-05-15
314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MR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키-값 페어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8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식별된 키의 값 부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8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ManagedScalingPolicy
Amazon EMR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형 조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클러스터에서 추가하거나 종료할 수 있
는 리소스에 대한 제한을 지정합니다. 제한은 코어 및 태스크 노드에만 적용됩니다. 초기 구성 후에는 마스터
노드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puteLimits" : ComputeLimits (p. 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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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ComputeLimits:
ComputeLimits (p. 3128)

Properties
ComputeLimits
관리형 조정 정책에 대한 EC2 유닛 제한입니다. 클러스터의 관리형 조정 활동은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
거나 미달할 수 없습니다. 제한은 코어 및 작업 노드에만 적용됩니다. 초기 구성 후에는 마스터 노드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mputeLimits (p. 3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MetricDimension
MetricDimension은 CloudWatchAlarmDefinition 속성 유형의 하위 속성입니다.
MetricDimension은 Key Value 페어로 지정되는 CloudWatch 차원을 지정합니다. CloudWatch에서 이
키는 Name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mazon EMR은 Key가 JobFlowID이고 Value가 클러스터
ID를 나타내는 변수, 즉 ${emr.clusterId}인 단일 차원을 사용합니다. 클러스터를 만드는 동안 클러스터
ID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EMR에 대한 automatic scaling 규칙이 부트스트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차원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차원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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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OnDemandProvisioningSpecification
할당 전략을 결정하는 인스턴스 플릿의 온디맨드 인스턴스에 대한 시작 사양입니다.

Note
인스턴스 플릿 구성은 5.0.x 버전을 제외한 Amazon EMR 버전 4.8.0 이상에서만 제공됩니다. 온디
맨드 인스턴스 할당 전략은 Amazon EMR 버전 5.12.1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ocationStrategy" : String

YAML
AllocationStrategy: String

Properties
AllocationStrategy
온디맨드 인스턴스 플릿을 시작하는 데 사용할 전략을 지정합니다. 현재 유일한 옵션은 최저 가격을 먼
저 시작하는 lowest-price(기본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lowest-pric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PlacementType
PlacementType은 AWS::EMR::Cluster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PlacementType은 클러스터(작업 흐름)
의 Amazon EC2 가용 영역 구성을 결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vailabilityZon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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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AvailabilityZone: String

Properties
AvailabilityZone
클러스터의 Amazon EC2 가용 영역입니다. AvailabilityZone은 균일한 인스턴스 그룹에 사용되고,
AvailabilityZones(복수형)는 인스턴스 플릿에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8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MR::Cluster ScalingAction
ScalingAction은 ScalingRule 속성 유형의 하위 속성입니다. ScalingAction은 트리거될 때 자동 조
정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정 유형이자 조정의 주기성을 결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rket" : String,
"SimpleScalingPolicyConfiguration" : SimpleScalingPolicyConfiguration (p. 3154)

YAML
Market: String
SimpleScalingPolicyConfiguration:
SimpleScalingPolicyConfiguration (p. 3154)

Properties
Market
인스턴스 그룹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스턴스 그룹에서는 그룹에 대해 지정된 시장 유형을 사용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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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ON_DEMAND | SPO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mpleScalingPolicyConfiguration
트리거될 때 자동 조정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정 유형이자 조정의 주기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SimpleScalingPolicyConfiguration (p. 315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ScalingConstraints
ScalingConstraints는 AutoScalingPolicy 속성 유형의 하위 속성입니다.
ScalingConstraints는 자동 조정 정책에 대한 EC2 인스턴스 상한 및 하한을 정의합니다. 자동 조정 규
칙에 의해 트리거된 자동 조정 활동에서 인스턴스 그룹은 이 제한 위로 증가하거나 아래로 감소하지 않습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Capacity" : Integer,
"MinCapacity" : Integer

YAML
MaxCapacity: Integer
MinCapacity: Integer

Properties
MaxCapacity
인스턴스 그룹 내 EC2 인스턴스의 상한으로, 조정 활동은 이 상한을 초과해 증가할 수 없습니다. 확장 활
동은 이 상한을 초과해 인스턴스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Capacity
인스턴스 그룹 내 EC2 인스턴스의 하한으로, 조정 활동은 이 상한을 초과해 줄어들 수 없습니다. 축소 활
동은 이 하한 미만으로 인스턴스를 종료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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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MR::Cluster ScalingRule
ScalingRule은 AutoScalingPolicy 속성 유형의 하위 속성입니다. ScalingRule은 활동을 트리거하
는 CloudWatch 지표 경보, EC2 인스턴스가 추가 또는 제거되는 방법 및 조정 주기성을 비롯하여 조정 활동
에 대한 축소 또는 확장 규칙을 정의합니다. 인스턴스 그룹에 대한 자동 조정 정책은 한 개 이상의 자동 조정
규칙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 : ScalingAction (p. 3150),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Trigger" : ScalingTrigger (p. 3153)

YAML
Action:
ScalingAction (p. 3150)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Trigger:
ScalingTrigger (p. 3153)

Properties
Action
자동 조정 활동을 트리거하는 조건입니다.
Required: 예
Type: ScalingAction (p. 31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자동 조정 규칙에 대한 더 자세하고 친숙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자동 조정 규칙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규칙 이름은 조정 정책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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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gger
자동 조정 활동이 트리거되는 시점을 결정하는 CloudWatch 경보 정의입니다.
Required: 예
Type: ScalingTrigger (p. 31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ScalingTrigger
ScalingTrigger는 ScalingRule 속성 유형의 하위 속성입니다. ScalingTrigger는 automatic scaling
활동을 트리거하는 조건을 결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oudWatchAlarmDefinition" : CloudWatchAlarmDefinition (p. 3126)

YAML
CloudWatchAlarmDefinition:
CloudWatchAlarmDefinition (p. 3126)

Properties
CloudWatchAlarmDefinition
CloudWatch 지표 경보의 정의입니다. 정의된 경보 조건이 기타 트리거 파라미터와 함께 충족되면 조정
활동이 시작됩니다.
Required: 예
Type: CloudWatchAlarmDefinition (p. 312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ScriptBootstrapActionConfig
ScriptBootstrapActionConfig는 BootstrapActionConfig 속성 유형의 하위 속성입니다.
ScriptBootstrapActionConfig는 오픈 소스 빅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전에 모든 클러스터
노드에서 EMR을 실행하기 위한 부트스트랩 스크립트의 인수와 위치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rgs" : [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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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 : String

YAML
Args:
- String
Path: String

Properties
Args
부트스트랩 작업 스크립트에 전달할 명령줄 인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h
부트스트랩 작업 중에 실행할 스크립트의 Amazon S3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8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SimpleScalingPolicyConfiguration
SimpleScalingPolicyConfiguration은 ScalingAction 속성 유형의 하위 속성입니다.
SimpleScalingPolicyConfiguration은 automatic scaling이 인스턴스, 휴지 기간 및 CloudWatch 지표
경보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추가되는 EC2 인스턴스 수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justmentType" : String,
"CoolDown" : Integer,
"ScalingAdjustment" : Integer

YAML
Adjustment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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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Down: Integer
ScalingAdjustment: Integer

Properties
AdjustmentType
조정 활동이 트리거될 때 EC2 인스턴스가 추가되거나(ScalingAdjustment가 양수인 경우) 종료
되는(ScalingAdjustment가 음수인 경우) 방법입니다. CHANGE_IN_CAPACITY가 기본값입니다.
CHANGE_IN_CAPACITY는 ScalingAdjustment를 통한 EC2 인스턴스 수의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
며, 정수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PERCENT_CHANGE_IN_CAPACITY는 ScalingAdjustment로 지정된
백분율에 따른 인스턴스 수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며, 정수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은 클러
스터 용량의 20% 증가를 나타냅니다. EXACT_CAPACITY는 ScalingAdjustment로 지정된 EC2 인스
턴스 수를 통한 인스턴스 그룹의 조정 활동 결과를 나타내며, 양의 정수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HANGE_IN_CAPACITY | EXACT_CAPACITY | PERCENT_CHANGE_IN_CAPACIT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olDown
조정 활동이 완료된 후 추가 트리거 관련 조정 활동이 시작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초)입니다. 기본값
은 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alingAdjustment
지정된 AdjustmentType을 기반으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양입니다. 양수 값은 인스턴스
그룹의 EC2 인스턴스 수를 추가하고, 음수는 인스턴스를 제거합니다. AdjustmentType을
EXACT_CAPACITY로 설정하면 이 숫자는 반드시 양의 정수여야 합니다. AdjustmentType을
PERCENT_CHANGE_IN_CAPACITY로 설정할 경우 이 값은 정수로 백분율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
어, -20은 클러스터 용량이 20% 감소됨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SpotProvisioningSpecification
SpotProvisioningSpecification은 InstanceFleetProvisioningSpecifications 속성 유형
의 하위 속성입니다. SpotProvisioningSpecification은 인스턴스 플릿의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시작
사양을 결정합니다. 이 사양은 정의된 기간 및 프로비저닝 제한 시간 동작을 포함합니다.

Note
인스턴스 플릿 구성은 5.0.x 버전을 제외한 Amazon EMR 버전 4.8.0 이상에서만 제공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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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llocationStrategy" : String,
"BlockDurationMinutes" : Integer,
"TimeoutAction" : String,
"TimeoutDurationMinutes" : Integer

YAML
AllocationStrategy: String
BlockDurationMinutes: Integer
TimeoutAction: String
TimeoutDurationMinutes: Integer

Properties
AllocationStrategy
스팟 인스턴스 플릿을 시작하는 데 사용할 전략을 지정합니다. 현재 유일한 옵션은 시작되는 인스턴스
수에 대한 최적 용량을 가진 스팟 인스턴스 풀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용량 최적화(기본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apacity-optimiz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lockDurationMinutes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정의된 기간(분)입니다(스팟 블록이라고도 함). 지정할 경우, 정의된 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스팟 인스턴스가 종료되지 않으며, 스팟 인스턴스에 대해 정의된 기간 요금이 적용됩니다. 유
효한 값은 60, 120, 180, 240, 300, 360입니다. 지속 기간은 스팟 인스턴스가 해당 인스턴스 ID를 받으면
바로 시작됩니다. 지속 시간이 끝나는 시점에 Amazon EC2는 스팟 인스턴스에 종료 표시를 하고 종료 2
분 전에 경고하는 스팟 인스턴스 종료 알림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Action
TimeoutDurationMinutes 만료 시 TargetSpotCapacity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즉 스팟 프로비
저닝 제한 시간 내에 모든 스팟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할 수 없을 때 수행되는 작업입니다. 유효한 값은
TERMINATE_CLUSTER 및 SWITCH_TO_ON_DEMAND입니다. SWITCH_TO_ON_DEMAND는 사용 가능
한 스팟 인스턴스가 없을 경우 나머지 스팟 용량을 충족하기 위해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해야
할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WITCH_TO_ON_DEMAND | TERMINATE_CLUSTER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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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outDurationMinutes
스팟 프로비저닝 제한 시간(분)입니다. 스팟 인스턴스가 이 제한 시간 내에 프로비저닝되지 않으면
TimeOutAction이 수행됩니다. 최소값은 5이고, 최대값은 1440입니다. 이 제한 시간은 클러스터가 생
성될 때 초기 프로비저닝에서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StepConfig
StepConfig는 AWS::EMR::Cluster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StepConfig 속성 유형은 마스터 노드에서
만 실행되는 클러스터(작업 흐름) 단계를 지정합니다. 단계는 클러스터에 데이터 처리 작업을 제출하는 데 사
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OnFailure" : String,
"HadoopJarStep" : HadoopJarStepConfig (p. 3132),
"Name" : String

YAML
ActionOnFailure: String
HadoopJarStep:
HadoopJarStepConfig (p. 3132)
Name: String

Properties
ActionOnFailure
클러스터 단계 실패 시 취하는 조치입니다. 가능한 값은 CANCEL_AND_WAIT 및 CONTIN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adoopJarStep
단계에 대해 사용되는 JAR 파일입니다.
Required: 예
Type: HadoopJarStepConfig (p. 31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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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단계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Cluster VolumeSpecification
VolumeSpecification은 EbsBlockDeviceConfig 속성 유형의 하위 속성입니다.
VolumeSecification은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EBS 볼륨의 볼륨 유형, IOPS 및 크기(GiB)를 결정합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ops" : Integer,
"SizeInGB" : Integer,
"VolumeType" : String

YAML
Iops: Integer
SizeInGB: Integer
VolumeType: String

Properties
Iops
볼륨이 지원하는 초당 I/O 작업 수(IOPS)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zeInGB
기비바이트(GiB) 단위의 볼륨 크기입니다. 1-1,024 범위의 숫자입니다. 볼륨 유형이 EBS 최적화일 경우
최솟값은 10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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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Type
볼륨 유형입니다. 지원되는 볼륨 유형은 gp2, io1, standar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InstanceFleetConfig
InstanceFleetConfig를 사용하여 EMR 클러스터의 인스턴스 플릿을 정의합니다. 클러스터는 인스턴스
플릿과 인스턴스 그룹을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 관리 가이드에서 인스턴스
플릿 구성을 참조하세요.

Note
인스턴스 플릿 구성은 5.0.x 버전을 제외한 Amazon EMR 버전 4.8.0 이상에서만 제공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MR::InstanceFleetConfig",
"Properties" : {
"ClusterId" : String,
"InstanceFleetType" : String,
"InstanceTypeConfigs" : [ InstanceTypeConfig (p. 3165), ... ],
"LaunchSpecifications" : InstanceFleetProvisioningSpecifications (p. 3164),
"Name" : String,
"TargetOnDemandCapacity" : Integer,
"TargetSpotCapacity" : Integer
}

YAML
Type: AWS::EMR::InstanceFleetConfig
Properties:
ClusterId: String
InstanceFleetType: String
InstanceTypeConfigs:
- InstanceTypeConfig (p. 3165)
LaunchSpecifications:
InstanceFleetProvisioningSpecifications (p. 3164)
Name: String
TargetOnDemandCapacity: Integer
TargetSpotCapacity: Integer

Properties
ClusterId
EMR 클러스터의 고유한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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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FleetType
인스턴스 플릿이 호스팅하는 노드 유형입니다.
허용되는 값: TASK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TypeConfigs
InstanceTypeConfigs는 Amazon EMR이 온디맨드 및 스팟 대상 용량을 충족하기 위해 프로비저닝
하려고 시도하는 EC2 인스턴스를 결정합니다.

Note
인스턴스 플릿 구성은 5.0.x 버전을 제외한 Amazon EMR 버전 4.8.0 이상에서만 제공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stanceTypeConfig (p. 3165)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aunchSpecifications
인스턴스 플릿에 대한 시작 사양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stanceFleetProvisioningSpecifications (p. 31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인스턴스 플릿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rgetOnDemandCapacity
인스턴스 플릿에 대한 온디맨드 단위의 대상 용량으로, 프로비저닝되는 온디맨드 인스턴스의 수를 결
정합니다. 인스턴스 플릿이 시작할 때 Amazon EMR은 InstanceTypeConfig가 지정한 대로 온디
맨드 인스턴스 프로비저닝을 시도합니다. 각 인스턴스 구성에는 지정된 WeightedCapacity가 있
습니다. 온디맨드 인스턴스가 프로비저닝되면 WeightedCapacity 단위가 목표 용량의 계산에 포
함됩니다. Amazon EMR은 초과가 발생하더라도 목표 용량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인스턴스를 프
로비저닝합니다. 예를 들어 용량을 충족하기 위해 2단위가 남아 있을 때 Amazon EMR이 5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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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edCapacity를 가진 인스턴스만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인스턴스가 프로비저닝되고
목표 용량은 3단위를 초과합니다.

Note
지정하지 않거나 0으로 설정하면, TargetSpotCapacity를 사용하는 인스턴스 플
릿에 대해 스팟 인스턴스만 프로비저닝됩니다. 최소 한 개의 TargetSpotCapacity
및 TargetOnDemandCapacity는 0보다 커야 합니다. 마스터 인스턴스 플릿의 경우
TargetSpotCapacity 및 TargetOnDemandCapacity를 하나만 지정할 수 있으며 값은 1
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SpotCapacity
인스턴스 플릿에 대한 스팟 단위의 대상 용량으로, 프로비저닝되는 스팟 인스턴스의 수를 결정합니다.
인스턴스 플릿이 시작할 때 Amazon EMR은 InstanceTypeConfig가 지정한 대로 스팟 인스턴스 프
로비저닝을 시도합니다. 각 인스턴스 구성에는 지정된 WeightedCapacity가 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
가 프로비저닝되면 WeightedCapacity 단위가 목표 용량의 계산에 포함됩니다. Amazon EMR은 초과
가 발생하더라도 목표 용량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합니다. 예를 들어 용량을 충
족하기 위해 2단위가 남아 있을 때 Amazon EMR이 5단위의 WeightedCapacity를 가진 인스턴스만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인스턴스가 프로비저닝되고 목표 용량은 3단위를 초과합니다.

Note
지정하지 않거나 0으로 설정하면, 인스턴스 플릿에 대해 온디맨드 인스턴스만 프로비저닝됩니
다. 최소 한 개의 TargetSpotCapacity 및 TargetOnDemandCapacity는 0보다 커야 합니
다. 마스터 인스턴스 플릿의 경우 TargetSpotCapacity 및 TargetOnDemandCapacity를
하나만 지정할 수 있으며 값은 1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인스턴스 플릿의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EMR::InstanceFleetConfig Configuration
Note
Amazon EMR 릴리스 4.0 이상에서만 사용됩니다.
Configuration은 오픈 소스 빅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및 환경 파라미터를 사용자 지정하기 위한 선택적 구
성을 지정합니다. 하나의 구성은 분류, 속성 및 중첩 구성(옵션)으로 구성됩니다. 분류는 애플리케이션별 구
성 파일을 참조합니다. 속성은 해당 파일에서 변경할 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 릴리스 가이
드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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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assification" : String,
"ConfigurationProperties" : {Key : Value, ...},
"Configurations" : [ Configuration (p. 3161), ... ]

YAML
Classification: String
ConfigurationProperties:
Key : Value
Configurations:
- Configuration (p. 3161)

Properties
Classification
구성 내 분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figurationProperties
구성 분류 내에서 구성 파일에서 변경할 설정을 나타내는 속성 세트입니다. 중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figurations
구성 객체 내에서 적용할 추가 구성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figuration (p. 3161)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MR::InstanceFleetConfig EbsBlockDeviceConfig
EbsBlockDeviceConfig는 EbsConfiguration 속성 유형의 하위 속성입니다.
EbsBlockDeviceConfig는 EMR 클러스터의 모든 EC2 인스턴스와 연결할 EBS 볼륨의 수와 유형을 정의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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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VolumeSpecification" : VolumeSpecification (p. 3169),
"VolumesPerInstance" : Integer

YAML
VolumeSpecification:
VolumeSpecification (p. 3169)
VolumesPerInstance: Integer

Properties
VolumeSpecification
클러스터의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EBS 볼륨에 대해 요청될 EBS 볼륨 사양(볼륨 유형, IOPS 및 크기
(GiB) 등)입니다.
Required: 예
Type: VolumeSpecification (p. 316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olumesPerInstance
인스턴스 그룹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와 연결되는 특정 볼륨 구성이 포함된 EBS 볼륨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MR::InstanceFleetConfig EbsConfiguration
EbsConfiguration EMR 클러스터 인스턴스에 연결할 EBS 볼륨을 결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bsBlockDeviceConfigs" : [ EbsBlockDeviceConfig (p. 3162), ... ],
"EbsOptimized" : Boolean

YAML
EbsBlockDeviceConfigs:
- EbsBlockDeviceConfig (p. 3162)
EbsOptimized: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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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EbsBlockDeviceConfigs
클러스터 인스턴스에 연결되는 Amazon EBS 볼륨 사양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bsBlockDeviceConfig (p. 3162)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bsOptimized
Amazon EBS 볼륨이 EBS에 최적화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MR::InstanceFleetConfig InstanceFleetProvisioningSpecifications
Note
인스턴스 집합 구성은 5.0.x 버전을 제외한 Amazon EMR 버전 4.8.0 이상에서만 제공됩니다.
InstanceTypeConfig는 InstanceFleetConfig의 하위 속성입니다. InstanceTypeConfig는
Amazon EMR이 온디맨드 및 스팟 대상 용량을 충족하기 위해 프로비저닝하려고 시도하는 EC2 인스턴스를
결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nDemandSpecification" : OnDemandProvisioningSpecification (p. 3167),
"SpotSpecification" : SpotProvisioningSpecification (p. 3167)

YAML
OnDemandSpecification:
OnDemandProvisioningSpecification (p. 3167)
SpotSpecification:
SpotProvisioningSpecification (p. 3167)

Properties
OnDemandSpecification
할당 전략을 결정하는 인스턴스 플릿의 온디맨드 인스턴스에 대한 시작 사양입니다.

Note
인스턴스 플릿 구성은 5.0.x 버전을 제외한 Amazon EMR 버전 4.8.0 이상에서만 제공됩니다.
온디맨드 인스턴스 할당 전략은 Amazon EMR 버전 5.12.1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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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OnDemandProvisioningSpecification (p. 316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otSpecification
플릿의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시작 사양입니다. 이 사양은 정의된 기간, 프로비저닝 제한 시간 동작 및
할당 전략을 결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potProvisioningSpecification (p. 316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InstanceFleetConfig InstanceTypeConfig
InstanceType config는 InstanceFleetConfig의 하위 속성입니다. 인스턴스 유형 구성은 인스턴스 플
릿의 각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합니다. 이 구성은 Amazon EMR이 온디맨드 및 스팟 대상 용량을 충족하기 위
해 프로비저닝하려고 시도하는 EC2 인스턴스를 결정합니다.

Note
인스턴스 플릿 구성은 5.0.x 버전을 제외한 Amazon EMR 버전 4.8.0 이상에서만 제공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idPrice" : String,
"BidPriceAsPercentageOfOnDemandPrice" : Double,
"Configurations" : [ Configuration (p. 3161), ... ],
"EbsConfiguration" : EbsConfiguration (p. 3163),
"InstanceType" : String,
"WeightedCapacity" : Integer

YAML
BidPrice: String
BidPriceAsPercentageOfOnDemandPrice: Double
Configurations:
- Configuration (p. 3161)
EbsConfiguration:
EbsConfiguration (p. 3163)
InstanceType: String
WeightedCapacity: Integer

Properties
BidPrice
InstanceType으로 정의된 각 EC2 스팟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입찰 가격입니다. USD로 표시
됩니다. BidPrice 또는 BidPriceAsPercentageOfOnDemandPrice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BidPriceAsPercentageOfOnDemandPrice는 100%로 기본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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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idPriceAsPercentageOfOnDemandPrice
InstanceType으로 정의된 EC2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입찰 가격으로, 온디맨드 가
격의 백분율로 지정됩니다. 숫자로 표시됩니다(예: 20은 20%를 나타냄). BidPrice
또는 BidPriceAsPercentageOfOnDemandPrice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BidPriceAsPercentageOfOnDemandPrice는 100%로 기본 설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figurations

Note
Amazon EMR 릴리스 4.x 이상입니다.
클러스터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할 때 사용할 구성 사양(옵션)으로, Amazon EMR과 함께 제공되는 애
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구성은 분류, 속성 및 중첩 구성
(옵션)으로 구성됩니다. 분류는 애플리케이션별 구성 파일을 참조합니다. 속성은 해당 파일에서 변경할
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Configuration (p. 3161)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bsConfiguration
InstanceType에서 정의된 각 인스턴스에 연결되는 Amazon Elastic Block Store(Amazon EBS)의 구
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bsConfiguration (p. 316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Type
EC2 인스턴스 유형입니다(예: m3.xlarg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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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WeightedCapacity
이 유형의 프로비저닝된 인스턴스가 InstanceFleetConfig에 정의된 대상 용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단위 수입니다. 이 값은 마스터 인스턴스 플릿의 경우 1이며, 코어 및 작업 인스턴스 플릿의 경
우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1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MR::InstanceFleetConfig OnDemandProvisioningSpecification
할당 전략을 결정하는 인스턴스 플릿의 온디맨드 인스턴스에 대한 시작 사양입니다.

Note
인스턴스 플릿 구성은 5.0.x 버전을 제외한 Amazon EMR 버전 4.8.0 이상에서만 제공됩니다. 온디
맨드 인스턴스 할당 전략은 Amazon EMR 버전 5.12.1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ocationStrategy" : String

YAML
AllocationStrategy: String

Properties
AllocationStrategy
온디맨드 인스턴스 플릿을 시작하는 데 사용할 전략을 지정합니다. 현재 유일한 옵션은 최저 가격을 먼
저 시작하는 lowest-price(기본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lowest-pric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InstanceFleetConfig SpotProvisioningSpecification
SpotProvisioningSpecification은 InstanceFleetProvisioningSpecifications 속성 유형
의 하위 속성입니다. SpotProvisioningSpecification은 인스턴스 플릿의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시작
사양을 결정합니다. 이 사양은 정의된 기간 및 프로비저닝 제한 시간 동작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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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인스턴스 플릿 구성은 5.0.x 버전을 제외한 Amazon EMR 버전 4.8.0 이상에서만 제공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ocationStrategy" : String,
"BlockDurationMinutes" : Integer,
"TimeoutAction" : String,
"TimeoutDurationMinutes" : Integer

YAML
AllocationStrategy: String
BlockDurationMinutes: Integer
TimeoutAction: String
TimeoutDurationMinutes: Integer

Properties
AllocationStrategy
스팟 인스턴스 플릿을 시작하는 데 사용할 전략을 지정합니다. 현재 유일한 옵션은 시작되는 인스턴스
수에 대한 최적 용량을 가진 스팟 인스턴스 풀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용량 최적화(기본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apacity-optimiz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lockDurationMinutes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정의된 기간(분)입니다(스팟 블록이라고도 함). 지정할 경우, 정의된 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스팟 인스턴스가 종료되지 않으며, 스팟 인스턴스에 대해 정의된 기간 요금이 적용됩니다. 유
효한 값은 60, 120, 180, 240, 300, 360입니다. 지속 기간은 스팟 인스턴스가 해당 인스턴스 ID를 받으면
바로 시작됩니다. 지속 시간이 끝나는 시점에 Amazon EC2는 스팟 인스턴스에 종료 표시를 하고 종료 2
분 전에 경고하는 스팟 인스턴스 종료 알림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Action
TimeoutDurationMinutes 만료 시 TargetSpotCapacity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즉 스팟 프로비
저닝 제한 시간 내에 모든 스팟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할 수 없을 때 수행되는 작업입니다. 유효한 값은
TERMINATE_CLUSTER 및 SWITCH_TO_ON_DEMAND입니다. SWITCH_TO_ON_DEMAND는 사용 가능
한 스팟 인스턴스가 없을 경우 나머지 스팟 용량을 충족하기 위해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해야
할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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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WITCH_TO_ON_DEMAND | TERMINATE_CLUSTER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DurationMinutes
스팟 프로비저닝 제한 시간(분)입니다. 스팟 인스턴스가 이 제한 시간 내에 프로비저닝되지 않으면
TimeOutAction이 수행됩니다. 최소값은 5이고, 최대값은 1440입니다. 이 제한 시간은 클러스터가 생
성될 때 초기 프로비저닝에서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InstanceFleetConfig VolumeSpecification
VolumeSpecification은 EbsBlockDeviceConfig 속성 유형의 하위 속성입니다.
VolumeSecification은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EBS 볼륨의 볼륨 유형, IOPS 및 크기(GiB)를 결정합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ops" : Integer,
"SizeInGB" : Integer,
"VolumeType" : String

YAML
Iops: Integer
SizeInGB: Integer
VolumeType: String

Properties
Iops
볼륨이 지원하는 초당 I/O 작업 수(IOPS)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izeInGB
기비바이트(GiB) 단위의 볼륨 크기입니다. 1-1,024 범위의 숫자입니다. 볼륨 유형이 EBS 최적화일 경우
최솟값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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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olumeType
볼륨 유형입니다. 지원되는 볼륨 유형은 gp2, io1, standar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MR::InstanceGroupConfig
InstanceGroupConfig를 사용하여 EMR 클러스터의 인스턴스 그룹을 정의합니다. 클러스터는 인스턴스
그룹과 인스턴스 플릿을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 관리 가이드에서 인스턴스
플릿 또는 균일한 인스턴스 그룹이 포함된 클러스터 생성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MR::InstanceGroupConfig",
"Properties" : {
"AutoScalingPolicy" : AutoScalingPolicy (p. 3176),
"BidPrice" : String,
"Configurations" : [ Configuration (p. 3179), ... ],
"EbsConfiguration" : EbsConfiguration (p. 3180),
"InstanceCount" : Integer,
"InstanceRole" : String,
"InstanceType" : String,
"JobFlowId" : String,
"Market" : String,
"Name" : String
}

YAML
Type: AWS::EMR::InstanceGroupConfig
Properties:
AutoScalingPolicy:
AutoScalingPolicy (p. 3176)
BidPrice: String
Configurations:
- Configuration (p. 3179)
EbsConfiguration:
EbsConfiguration (p. 3180)
InstanceCount: Integer
InstanceRole: String
InstanceType: String
JobFlowId: String
Market: String
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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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utoScalingPolicy
AutoScalingPolicy는 InstanceGroupConfig의 하위 속성입니다. AutoScalingPolicy는
CloudWatch 지표에 응답하여 인스턴스 그룹에서 EC2 인스턴스를 동적으로 추가하고 종료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 관리 가이드에서 Amazon EMR에서 자동 크기 조정 사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AutoScalingPolicy (p. 31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idPrice
지정하면 인스턴스 그룹에 스팟 인스턴스가 사용됨을 나타냅니다. 스팟 인스턴스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고 가격입니다. OnDemandPrice를 지정하여 온디맨드 가격과 동일한 금액을 설정하거나 USD
로 금액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figurations

Note
Amazon EMR 릴리스 4.x 이상입니다.
EMR 클러스터 인스턴스 그룹에 제공된 구성 목록입니다. 각 인스턴스 그룹(마스터, 코어, 작업)에 대해
별도의 구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figuration (p. 3179)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bsConfiguration
EbsConfiguration EMR 클러스터 인스턴스에 연결할 EBS 볼륨을 결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bsConfiguration (p. 318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Count
인스턴스 그룹의 대상 인스턴스 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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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Role
클러스터에 있는 인스턴스 그룹의 역할입니다.
허용되는 값: TASK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Type
인스턴스 그룹 내 모든 인스턴스에 대한 EC2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JobFlowId
이 인스턴스 그룹을 연결할 Amazon EMR 클러스터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rket
클러스터 노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EC2 인스턴스의 마켓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N_DEMAND | SPO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인스턴스 그룹에 부여된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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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인스턴스 그룹의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인스턴스 그룹 구성 사양의 예입니다.

작업 인스턴스 그룹 추가
다음 예에서는 작업 인스턴스 그룹을 TestCluster라고 하는 클러스터에 추가합니다.

JSON
"TestInstanceGroupConfig": {
"Type": "AWS: : EMR: : InstanceGroupConfig",
"Properties": {
"InstanceCount": 2,
"InstanceType": "m3.xlarge",
"InstanceRole": "TASK",
"Market": "ON_DEMAND",
"Name": "cfnTask2",
"JobFlowId": {
"Ref": "cluster"
}
}
}

YAML
TestInstanceGroupConfig:
Properties:
InstanceCount: 2
InstanceRole: TASK
InstanceType: m3.xlarge
JobFlowId:
Ref: cluster
Market: ON_DEMAND
Name: cfnTask2
Type: "AWS::EMR::InstanceGroupConfig"

자동 조정 정책 지정
다음 예제에서는 AutoScalingPolicy 리소스에 대한 InstanceGroupConfig를 정의합니다.

JSON
"MyInstanceGroupConfig": {
"Type": "AWS::EMR::InstanceGroupConfig",
"Properties":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
"Ref": "InstanceType"
},
"InstanceRole": "TASK",
"Market": "ON_DEMAND",
"Name": "cfnTask",
"JobFlowId": {
"Ref": "My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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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ScalingPolicy": {
"Constraints": {
"MinCapacity": {
"Ref": "MinCapacity"
},
"MaxCapacity": {
"Ref": "MaxCapacity"
}
},
"Rules": [
{
"Name": "Scale-out",
"Description": "Scale-out policy",
"Action": {
"SimpleScalingPolicyConfiguration": {
"AdjustmentType": "CHANGE_IN_CAPACITY",
"ScalingAdjustment": 1,
"CoolDown": 300
}
},
"Trigger": {
"CloudWatchAlarmDefinition": {
"Dimensions": [
{
"Key": "JobFlowId",
"Value": "${emr.clusterId}"
}
],
"EvaluationPeriods": 1,
"Namespace": "AWS/ElasticMapReduce",
"Period": 300,
"ComparisonOperator": "LESS_THAN",
"Statistic": "AVERAGE",
"Threshold": 15,
"Unit": "PERCENT",
"MetricName": "YARNMemoryAvailablePercentage"
}
}
},
{
"Name": "Scale-in",
"Description": "Scale-in policy",
"Action": {
"SimpleScalingPolicyConfiguration": {
"AdjustmentType": "CHANGE_IN_CAPACITY",
"ScalingAdjustment": -1,
"CoolDown": 300
}
},
"Trigger": {
"CloudWatchAlarmDefinition": {
"Dimensions": [
{
"Key": "JobFlowId",
"Value": "${emr.clusterId}"
}
],
"EvaluationPeriods": 1,
"Namespace": "AWS/ElasticMapReduce",
"Period": 300,
"ComparisonOperator": "GREATER_THAN",
"Statistic": "AVERAGE",
"Threshold": 75,
"Unit": "PERCENT",
"MetricName": "YARNMemoryAvailable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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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YAML
MyInstanceGroupConfig:
Type: 'AWS::EMR::InstanceGroupConfig'
Properties: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InstanceRole: TASK
Market: ON_DEMAND
Name: cfnTask
JobFlowId: !Ref MyCluster
AutoScalingPolicy:
Constraints:
MinCapacity: !Ref MinCapacity
MaxCapacity: !Ref MaxCapacity
Rules:
- Name: Scale-out
Description: Scale-out policy
Action:
SimpleScalingPolicyConfiguration:
AdjustmentType: CHANGE_IN_CAPACITY
ScalingAdjustment: 1
CoolDown: 300
Trigger:
CloudWatchAlarmDefinition:
Dimensions:
- Key: JobFlowId
Value: '${emr.clusterId}'
EvaluationPeriods: 1
Namespace: AWS/ElasticMapReduce
Period: 300
ComparisonOperator: LESS_THAN
Statistic: AVERAGE
Threshold: 15
Unit: PERCENT
MetricName: YARNMemoryAvailablePercentage
- Name: Scale-in
Description: Scale-in policy
Action:
SimpleScalingPolicyConfiguration:
AdjustmentType: CHANGE_IN_CAPACITY
ScalingAdjustment: -1
CoolDown: 300
Trigger:
CloudWatchAlarmDefinition:
Dimensions:
- Key: JobFlowId
Value: '${emr.clusterId}'
EvaluationPeriods: 1
Namespace: AWS/ElasticMapReduce
Period: 300
ComparisonOperator: GREATER_THAN
Statistic: AVERAGE
Threshold: 75
Unit: PERCENT
MetricName: YARNMemoryAvailable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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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MR::InstanceGroupConfig AutoScalingPolicy
AutoScalingPolicy는 CloudWatch 지표에 응답하여 인스턴스 그룹에서 EC2 인스턴스를 동적으로 추가
하고 종료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 관리 가이드에서 Amazon EMR에서 자동
크기 조정 사용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straints" : ScalingConstraints (p. 3183),
"Rules" : [ ScalingRule (p. 3183), ... ]

YAML
Constraints:
ScalingConstraints (p. 3183)
Rules:
- ScalingRule (p. 3183)

Properties
Constraints
자동 조정 정책에 대한 EC2 인스턴스 제한(상한 및 하한)입니다. 자동 조정 활동에서 인스턴스 그룹은
이 제한 위 또는 아래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ScalingConstraints (p. 318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s
자동 조정 정책을 구성하는 축소 및 확장 규칙입니다.
Required: 예
Type: ScalingRule (p. 318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InstanceGroupConfig CloudWatchAlarmDefinition
CloudWatchAlarmDefinition은 자동 조정 활동을 트리거할 시간을 결정하는 ScalingTrigger 속성
의 하위 속성입니다. 조정 활동은 정의된 경보 조건을 충족할 때 시작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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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isonOperator" : String,
"Dimensions" : [ MetricDimension (p. 3181), ... ],
"EvaluationPeriods" : Integer,
"MetricName" : String,
"Namespace" : String,
"Period" : Integer,
"Statistic" : String,
"Threshold" : Double,
"Unit" : String

YAML
ComparisonOperator: String
Dimensions:
- MetricDimension (p. 3181)
EvaluationPeriods: Integer
MetricName: String
Namespace: String
Period: Integer
Statistic: String
Threshold: Double
Unit: String

Properties
ComparisonOperator
MetricName에 지정된 측정치를 Threshold에 지정된 값과 비교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REATER_THAN | GREATER_THAN_OR_EQUAL | LESS_THAN |
LESS_THAN_OR_EQUA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mensions
CloudWatch 지표 차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tricDimension (p. 318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aluationPeriods
5분씩 증분되는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경보 조건이 존재해야 경보가 자동 조정 활동을 트리거합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Name
경보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감시되는 CloudWatch 지표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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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space
CloudWatch 지표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기본값은 AWS/ElasticMapReduc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iod
통계가 적용되는 기간(초)입니다. EMR CloudWatch 지표는 5분(300초)마다 발생하므로 EMR
CloudWatch 지표가 지정되는 경우 300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istic
경보와 연결된 측정치에 적용할 통계입니다. 기본값은 AVERAG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VERAGE | MAXIMUM | MINIMUM | SAMPLE_COUNT | SUM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eshold
지정한 통계를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it
감시 중인 CloudWatch 지표와 연결된 측정 단위입니다. Unit에 지정된 값은 CloudWatch 지표에 지정
된 단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ITS | BITS_PER_SECOND | BYTES | BYTES_PER_SECOND | COUNT |
COUNT_PER_SECOND | GIGA_BITS | GIGA_BITS_PER_SECOND | GIGA_BYTES |
GIGA_BYTES_PER_SECOND | KILO_BITS | KILO_BITS_PER_SECOND | KILO_BYTES
| KILO_BYTES_PER_SECOND | MEGA_BITS | MEGA_BITS_PER_SECOND | MEGA_BYTES
| MEGA_BYTES_PER_SECOND | MICRO_SECONDS | MILLI_SECONDS | NONE |
PERCENT | SECONDS | TERA_BITS | TERA_BITS_PER_SECOND | TERA_BYTES |
TERA_BYTES_PER_SECOND
API 버전 2010-05-15
317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MR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InstanceGroupConfig Configuration
Configurations는 Amazon EMR 클러스터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지정하는 AWS::EMR::Cluster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성은 선택 사항입니다. 클러스터가 생성될 때 EMR을 통해 Amazon EMR에 번들로 포함된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구성은 분류, 속성 및 중첩 구성(옵션)으로 구성됩니다.
분류는 애플리케이션별 구성 파일을 참조합니다. 속성은 해당 파일에서 변경할 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Note
Amazon EMR 릴리스 4.0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assification" : String,
"ConfigurationProperties" : {Key : Value, ...},
"Configurations" : [ Configuration (p. 3179), ... ]

YAML
Classification: String
ConfigurationProperties:
Key : Value
Configurations:
- Configuration (p. 3179)

Properties
Classification
구성 내 분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figurationProperties
구성 분류 내에서 구성 파일에서 변경할 설정을 나타내는 속성 세트입니다. 중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figurations
구성 객체 내에서 적용할 추가 구성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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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Configuration (p. 3179)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MR::InstanceGroupConfig EbsBlockDeviceConfig
모든 인스턴스에 연결할 볼륨 수를 가진 인스턴스 그룹과 연결된 요청 EBS 블록 디바이스의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olumeSpecification" : VolumeSpecification (p. 3186),
"VolumesPerInstance" : Integer

YAML
VolumeSpecification:
VolumeSpecification (p. 3186)
VolumesPerInstance: Integer

Properties
VolumeSpecification
클러스터의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EBS 볼륨에 대해 요청될 EBS 볼륨 사양(볼륨 유형, IOPS 및 크기
(GiB) 등)입니다.
Required: 예
Type: VolumeSpecification (p. 318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sPerInstance
인스턴스 그룹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와 연결되는 특정 볼륨 구성이 포함된 EBS 볼륨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InstanceGroupConfig EbsConfiguration
클러스터 인스턴스의 Amazon EBS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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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EbsBlockDeviceConfigs" : [ EbsBlockDeviceConfig (p. 3180), ... ],
"EbsOptimized" : Boolean

YAML
EbsBlockDeviceConfigs:
- EbsBlockDeviceConfig (p. 3180)
EbsOptimized: Boolean

Properties
EbsBlockDeviceConfigs
클러스터 인스턴스에 연결되는 Amazon EBS 볼륨 사양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bsBlockDeviceConfig (p. 318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bsOptimized
Amazon EBS 볼륨이 EBS에 최적화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InstanceGroupConfig MetricDimension
MetricDimension은 CloudWatchAlarmDefinition 속성 유형의 하위 속성입니다.
MetricDimension은 Key Value 페어로 지정되는 CloudWatch 차원을 지정합니다. CloudWatch에서 이
키는 Name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mazon EMR은 Key가 JobFlowID이고 Value가 클러스터
ID를 나타내는 변수, 즉 ${emr.clusterId}인 단일 차원을 사용합니다. 클러스터를 만드는 동안 클러스터
ID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EMR에 대한 automatic scaling 규칙이 부트스트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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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Key
차원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차원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InstanceGroupConfig ScalingAction
ScalingAction은 ScalingRule 속성 유형의 하위 속성입니다. ScalingAction은 트리거될 때 자동 조
정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정 유형이자 조정의 주기성을 결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rket" : String,
"SimpleScalingPolicyConfiguration" : SimpleScalingPolicyConfiguration (p. 3185)

YAML
Market: String
SimpleScalingPolicyConfiguration:
SimpleScalingPolicyConfiguration (p. 3185)

Properties
Market
인스턴스 그룹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스턴스 그룹에서는 그룹에 대해 지정된 시장 유형을 사용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N_DEMAND | SPO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mpleScalingPolicyConfiguration
트리거될 때 자동 조정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정 유형이자 조정의 주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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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SimpleScalingPolicyConfiguration (p. 318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InstanceGroupConfig ScalingConstraints
ScalingConstraints는 AutoScalingPolicy 속성 유형의 하위 속성입니다.
ScalingConstraints는 자동 조정 정책에 대한 EC2 인스턴스 상한 및 하한을 정의합니다. 자동 조정 규
칙에 의해 트리거된 자동 조정 활동에서 인스턴스 그룹은 이 제한 위로 증가하거나 아래로 감소하지 않습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Capacity" : Integer,
"MinCapacity" : Integer

YAML
MaxCapacity: Integer
MinCapacity: Integer

Properties
MaxCapacity
인스턴스 그룹 내 EC2 인스턴스의 상한으로, 조정 활동은 이 상한을 초과해 증가할 수 없습니다. 확장 활
동은 이 상한을 초과해 인스턴스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Capacity
인스턴스 그룹 내 EC2 인스턴스의 하한으로, 조정 활동은 이 상한을 초과해 줄어들 수 없습니다. 축소 활
동은 이 하한 미만으로 인스턴스를 종료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InstanceGroupConfig ScalingRule
ScalingRule은 AutoScalingPolicy 속성 유형의 하위 속성입니다. ScalingRule은 활동을 트리거하
는 CloudWatch 지표 경보, EC2 인스턴스가 추가 또는 제거되는 방법 및 조정 주기성을 비롯하여 조정 활동
에 대한 축소 또는 확장 규칙을 정의합니다. 인스턴스 그룹에 대한 자동 조정 정책은 한 개 이상의 자동 조정
규칙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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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 : ScalingAction (p. 3182),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Trigger" : ScalingTrigger (p. 3185)

YAML
Action:
ScalingAction (p. 3182)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Trigger:
ScalingTrigger (p. 3185)

Properties
Action
자동 조정 활동을 트리거하는 조건입니다.
Required: 예
Type: ScalingAction (p. 318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자동 조정 규칙에 대한 더 자세하고 친숙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자동 조정 규칙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규칙 이름은 조정 정책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igger
자동 조정 활동이 트리거되는 시점을 결정하는 CloudWatch 경보 정의입니다.
Required: 예
Type: ScalingTrigger (p. 318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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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MR::InstanceGroupConfig ScalingTrigger
ScalingTrigger는 ScalingRule 속성 유형의 하위 속성입니다. ScalingTrigger는 automatic scaling
활동을 트리거하는 조건을 결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oudWatchAlarmDefinition" : CloudWatchAlarmDefinition (p. 3176)

YAML
CloudWatchAlarmDefinition:
CloudWatchAlarmDefinition (p. 3176)

Properties
CloudWatchAlarmDefinition
CloudWatch 지표 경보의 정의입니다. 정의된 경보 조건이 기타 트리거 파라미터와 함께 충족되면 조정
활동이 시작됩니다.
Required: 예
Type: CloudWatchAlarmDefinition (p. 31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InstanceGroupConfig SimpleScalingPolicyConfiguration
SimpleScalingPolicyConfiguration은 ScalingAction 속성 유형의 하위 속성입니다.
SimpleScalingPolicyConfiguration은 automatic scaling이 인스턴스, 휴지 기간 및 CloudWatch 지표
경보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추가되는 EC2 인스턴스 수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justmentType" : String,
"CoolDown" : Integer,
"ScalingAdjustment" : Integer

YAML
AdjustmentType: String
CoolDown: Integer
ScalingAdjustment: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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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djustmentType
조정 활동이 트리거될 때 EC2 인스턴스가 추가되거나(ScalingAdjustment가 양수인 경우) 종료
되는(ScalingAdjustment가 음수인 경우) 방법입니다. CHANGE_IN_CAPACITY가 기본값입니다.
CHANGE_IN_CAPACITY는 ScalingAdjustment를 통한 EC2 인스턴스 수의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
며, 정수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PERCENT_CHANGE_IN_CAPACITY는 ScalingAdjustment로 지정된
백분율에 따른 인스턴스 수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며, 정수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은 클러
스터 용량의 20% 증가를 나타냅니다. EXACT_CAPACITY는 ScalingAdjustment로 지정된 EC2 인스
턴스 수를 통한 인스턴스 그룹의 조정 활동 결과를 나타내며, 양의 정수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HANGE_IN_CAPACITY | EXACT_CAPACITY | PERCENT_CHANGE_IN_CAPACIT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olDown
조정 활동이 완료된 후 추가 트리거 관련 조정 활동이 시작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초)입니다. 기본값
은 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alingAdjustment
지정된 AdjustmentType을 기반으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양입니다. 양수 값은 인스턴스
그룹의 EC2 인스턴스 수를 추가하고, 음수는 인스턴스를 제거합니다. AdjustmentType을
EXACT_CAPACITY로 설정하면 이 숫자는 반드시 양의 정수여야 합니다. AdjustmentType을
PERCENT_CHANGE_IN_CAPACITY로 설정할 경우 이 값은 정수로 백분율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
어, -20은 클러스터 용량이 20% 감소됨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InstanceGroupConfig VolumeSpecification
VolumeSpecification은 EbsBlockDeviceConfig 속성 유형의 하위 속성입니다.
VolumeSecification은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EBS 볼륨의 볼륨 유형, IOPS 및 크기(GiB)를 결정합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Iops" : Integer,
"SizeInGB" : Integer,
"VolumeTyp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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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Iops: Integer
SizeInGB: Integer
VolumeType: String

Properties
Iops
볼륨이 지원하는 초당 I/O 작업 수(IOPS)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zeInGB
기비바이트(GiB) 단위의 볼륨 크기입니다. 1-1,024 범위의 숫자입니다. 볼륨 유형이 EBS 최적화일 경우
최솟값은 10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Type
볼륨 유형입니다. 지원되는 볼륨 유형은 gp2, io1, standar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MR::SecurityConfiguration
SecurityConfiguration을 사용하여 데이터 암호화, Kerberos 인증(Amazon EMR 릴리스 버전 5.10.0
이상에서 제공), EMRFS를 위한 Amazon S3 권한 부여(EMR 릴리스 버전 5.10.0 이상에서 제공)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에서 어떤 수의 클러스터에든 보안 구성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안
구성 JSON 객체의 예는 Amazon EMR 관리 가이드에서 보안 구성 생성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MR::SecurityConfiguration",
"Properties" : {
"Name" : String,
"SecurityConfiguration" :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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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AWS::EMR::SecurityConfiguration
Properties:
Name: String
SecurityConfiguration: Json

Properties
Name
보안 구성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8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urityConfiguration
JSON 형식의 보안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보안 구성 이름(예:
mySecurityConfiguration)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EMR::Step
Step을 사용하여 마스터 노드에서만 실행되는 클러스터(작업 흐름) 단계를 지정합니다. 단계는 클러스터에
데이터 처리 작업을 제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MR::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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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
"ActionOnFailure" : String,
"HadoopJarStep" : HadoopJarStepConfig (p. 3190),
"JobFlowId" : String,
"Name" : String
}

YAML
Type: AWS::EMR::Step
Properties:
ActionOnFailure: String
HadoopJarStep:
HadoopJarStepConfig (p. 3190)
JobFlowId: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ActionOnFailure
클러스터 단계가 실패할 경우 수행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가능한 값은 CANCEL_AND_WAIT 및
CONTINUE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HadoopJarStep
HadoopJarStepConfig 속성 유형은 main 함수가 실행되는 JAR 파일이 포함된 작업 흐름 단계를 지
정합니다. main 함수는 클러스터가 마스터 노드에서 단계로 실행할 작업을 제출한 다음 후속 단계가 실
행되기 전에 해당 작업의 종료 또는 실패를 기다립니다.
Required: 예
Type: HadoopJarStepConfig (p. 319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JobFlowId
클러스터(작업 흐름)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클러스터 단계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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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단계의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EMR::Step HadoopJarStepConfig
기본 함수를 실행할 JAR 파일로 구성된 작업 흐름 단계입니다. main 함수가 Hadoop에서 실행하는 작업을
제출하고 작업이 완료 또는 실패되기까지 대기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gs" : [ String, ... ],
"Jar" : String,
"MainClass" : String,
"StepProperties" : [ KeyValue (p. 3191), ... ]

YAML
Args:
- String
Jar: String
MainClass: String
StepProperties:
- KeyValue (p. 3191)

Properties
Args
실행 시 JAR 파일의 main 함수로 전달되는 명령줄 인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Jar
단계 도중 JAR 파일 실행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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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028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inClass
지정된 Java 파일의 기본 클래스 이름입니다. 지정되지 않은 경우 JAR 파일이 매니페스트 파일의 기본
클래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8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epProperties
단계 실행 시 설정되는 Java 속성의 목록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사용하여 main 함수로 키-값 페어를 전
달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eyValue (p. 3191)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MR::Step KeyValue
KeyValue는 HadoopJarStepConfig 속성 유형의 하위 속성입니다. KeyValue는 단계에 파라미터를 전
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키-값 페어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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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8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ue
식별된 키의 값 부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8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MR::Studio
AWS::EMR::Studio 리소스는 Amazon EMR Studio를 지정합니다. EMR Studio는 Amazon EMR 클러스
터에서 실행되는 완전관리형 Jupyter 노트북을 위한 웹 기반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MR::Studio",
"Properties" : {
"AuthMode" : String,
"DefaultS3Location" : String,
"Description" : String,
"EngineSecurityGroupId" : String,
"Name" : String,
"ServiceRole" : String,
"SubnetIds" : [ String, ... ],
"Tags" : [ Tag, ... ],
"UserRole" : String,
"VpcId" : String,
"WorkspaceSecurityGroupId" : String
}

YAML
Type: AWS::EMR::Studio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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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Mode: String
DefaultS3Location: String
Description: String
EngineSecurityGroupId: String
Name: String
ServiceRole: String
SubnetIds:
- String
Tags:
- Tag
UserRole: String
VpcId: String
WorkspaceSecurityGroupId: String

Properties
AuthMode
Studio에서 사용자 인증에 Single Sign-On(SSO)을 사용할지 IAM을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Amazon EMR Studio는 현재 SSO 인증만 지원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AM | SSO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faultS3Location
EMR Studio Workspaces 및 노트북 파일을 백업할 Amazon S3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8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Amazon EMR Studio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gineSecurityGroupId
Amazon EMR Studio Engine 보안 그룹의 ID입니다. Engine 보안 그룹은 Workspace 보안 그룹의 인바
운드 네트워크 트래픽을 허용하며 VpcId로 지정된 동일한 VPC 안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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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Amazon EMR Studio를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Role
Amazon EMR Studio에서 수임할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서비스 역할은
Amazon EMR Studio와 다른 AWS 서비스의 상호 운용에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8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s
Amazon EMR Studio에 연결할 서브넷 ID 목록입니다. Studio는 최대 5개의 서브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서브넷은 VpcId로 지정된 VPC에 속해야 합니다. Studio 사용자는 지정된 서브넷에서 Workspace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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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Role
Studio에 로그인한 사용자 및 그룹이 수임할 IAM 사용자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세션
정책을 사용하면 이 IAM 역할에 연결된 권한의 범위를 각 사용자 또는 그룹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8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cId
Studio에 연결할 Amazon Virtual Private Cloud(Amazon VPC)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WorkspaceSecurityGroupId
Amazon EMR Studio에 연결된 Workspace 보안 그룹의 ID입니다. Workspace 보안 그룹은 Engine 보안
그룹의 리소스와 인터넷으로의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ID입니다. 예:
{ "Ref": "es-EXAMPLE12345678XXXXXXXXXXX" }
Ref는 Amazon EMR Studio의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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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Amazon EMR Studio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 arn:aws:elasticmapreduce:useast-1:653XXXXXXXXX:studio/es-EXAMPLE12345678XXXXXXXXXXX.
StudioId
Amazon EMR Studio의 ID입니다. 예: es-EXAMPLE12345678XXXXXXXXXXX.
Url
Amazon EMR Studio의 고유 액세스 URL입니다. 예: https://esEXAMPLE12345678XXXXXXXXXXX.emrstudio-prod.us-east-1.amazonaws.com.

AWS::EMR::StudioSessionMapping
AWS::EMR::StudioSessionMapping 리소스는 사용자 또는 그룹을 StudioId로 지정된 Amazon EMR
에 매핑하고, 해당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Studio 권한을 정의하는 세션 정책을 적용하는 Amazon EMR 리
소스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MR::StudioSessionMapping",
"Properties" : {
"IdentityName" : String,
"IdentityType" : String,
"SessionPolicyArn" : String,
"StudioId" : String
}

YAML
Type: AWS::EMR::StudioSessionMapping
Properties:
IdentityName: String
IdentityType: String
SessionPolicyArn: String
StudioId: String

Properties
IdentityName
사용자 또는 그룹의 이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Identity Center 자격 증명 스토어 API 참조에서
UserName 및 DisplayName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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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dentityType
Amazon EMR Studio에 매핑할 자격 증명이 사용자인지 그룹인지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ROUP | USER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ssionPolicyArn
사용자 또는 그룹에 적용할 세션 정책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세션 정책을 사용하면 여
러 IAM 사용자 역할을 사용할 필요 없이 Studio 사용자 권한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 관리 가이드에서 세션 정책을 사용하여 EMR Studio 사용자 역할 생성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udioId
사용자 또는 그룹을 매핑할 Amazon EMR Studio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r\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mazon EMR on EKS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EMRContainers::VirtualCluster (p. 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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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MRContainers::VirtualCluster
AWS::EMRContainers::VirtualCluster 리소스는 가상 클러스터를 지정합니다. 가상 클러스터는
EKS 기반 Amazon EMR의 관리형 엔터티입니다. 가상 클러스터를 생성, 설명, 나열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상 클러스터는 시스템의 추가 리소스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단일 가상 클러스터는 단일 Kubernetes 네임
스페이스에 매핑됩니다. 이 관계를 감안하면 Kubernetes 네임스페이스를 모형화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상 클러스터를 모형화하여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MRContainers::VirtualCluster",
"Properties" : {
"ContainerProvider" : ContainerProvider (p. 3201),
"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EMRContainers::VirtualCluster
Properties:
ContainerProvider:
ContainerProvider (p. 3201)
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ContainerProvider
가상 클러스터의 컨테이너 공급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ContainerProvider (p. 320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가상 클러스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_/#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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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가상 클러스터의 ID를 반환합니다.
Ref 함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 섹션을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 섹션을 참조하세요.
Arn
프로젝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예: arn:aws:emr-containers:useast-1:123456789012:/virtualclusters/ab4rp1abcs8xz47n3x0example)입니다.
Id
가상 클러스터의 ID입니다(예: ab4rp1abcs8xz47n3x0example).

예제
가상 클러스터를 지정합니다.
JSON
{

"Resources": {
"TestVirtualCluster": {
"Type": "AWS::EMRContainers::VirtualCluster",
"Properties": {
"Name": "VirtualClusterName",
"ContainerProvider": {
"Type": "EKS",
"Id": "EKSClusterName",
"Info": {
"EksInfo": {
"Namespace": "EKSNamespace"
}
}
},
"Tag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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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Key": "Key1",
"Value": "Value1"

},
"Outputs": {
"PrimaryId": {
"Value": null
}
}

YAML
Resources:
TestVirtualCluster:
Type: 'AWS::EMRContainers::VirtualCluster'
Properties:
Name: 'VirtualClusterName'
ContainerProvider:
Type: 'EKS'
Id: 'EKSClusterName'
Info:
EksInfo:
Namespace: 'EKSNamespace'
Tags:
- Key: Key1
Value: Value1
Outputs:
PrimaryId:
Value: !Ref TestVirtualCluster

AWS::EMRContainers::VirtualCluster ContainerInfo
작업 실행 또는 관리되는 엔드포인트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ksInfo" : EksInfo (p. 3202)

YAML
EksInfo:
EksInfo (p. 3202)

Properties
EksInfo
EKS의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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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EksInfo (p. 320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MRContainers::VirtualCluster ContainerProvider
컨테이너 공급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 : String,
"Info" : ContainerInfo (p. 3200),
"Type" : String

YAML
Id: String
Info:
ContainerInfo (p. 3200)
Type: String

Properties
Id
컨테이너 클러스터의 ID입니다.
최소: 1
최대: 100
패턴: ^[0-9A-Za-z][A-Za-z0-9\-_]*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fo
컨테이너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예
Type: ContainerInfo (p. 32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
컨테이너 공급자의 유형입니다. 현재 EKS가 유일하게 지원되는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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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K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EMRContainers::VirtualCluster EksInfo
EKS의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space" : String

YAML
Namespace: String

Properties
Namespace
EKS 클러스터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최소: 1
최대: 63
패턴: [a-z0-9]([-a-z0-9]*[a-z0-9])?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mazon OpenSearch Servic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Elasticsearch::Domain (p. 3202)

AWS::Elasticsearch::Domain
AWS::Elasticsearch::Domain 리소스는 Amazon Elasticsearch Service(Amazon ES)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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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Elasticsearch::Domain",
"Properties" : {
"AccessPolicies" : Json,
"AdvancedOptions" : {Key : Value, ...},
"AdvancedSecurityOptions" : AdvancedSecurityOptionsInput (p. 3212),
"CognitoOptions" : CognitoOptions (p. 3213),
"DomainEndpointOptions" : DomainEndpointOptions (p. 3215),
"DomainName" : String,
"EBSOptions" : EBSOptions (p. 3216),
"ElasticsearchClusterConfig" : ElasticsearchClusterConfig (p. 3217),
"ElasticsearchVersion" : String,
"EncryptionAtRestOptions" : EncryptionAtRestOptions (p. 3220),
"LogPublishingOptions" : {Key : Value, ...},
"NodeToNodeEncryptionOptions" : NodeToNodeEncryptionOptions (p. 3223),
"SnapshotOptions" : SnapshotOptions (p. 3223),
"Tags" : [ Tag, ... ],
"VPCOptions" : VPCOptions (p. 3224)
}

YAML
Type: AWS::Elasticsearch::Domain
Properties:
AccessPolicies: Json
AdvancedOptions:
Key : Value
AdvancedSecurityOptions:
AdvancedSecurityOptionsInput (p. 3212)
CognitoOptions:
CognitoOptions (p. 3213)
DomainEndpointOptions:
DomainEndpointOptions (p. 3215)
DomainName: String
EBSOptions:
EBSOptions (p. 3216)
ElasticsearchClusterConfig:
ElasticsearchClusterConfig (p. 3217)
ElasticsearchVersion: String
EncryptionAtRestOptions:
EncryptionAtRestOptions (p. 3220)
LogPublishingOptions:
Key : Value
NodeToNodeEncryptionOptions:
NodeToNodeEncryptionOptions (p. 3223)
SnapshotOptions:
SnapshotOptions (p. 3223)
Tags:
- Tag
VPCOptions:
VPCOptions (p. 3224)

Properties
AccessPolicies
Amazon ES 도메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와 사용자의 권한을 지정하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정책 문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액
세스 정책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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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dvancedOptions
Amazon ES 도메인에 대해 지정할 추가 옵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개발
자 안내서의 고급 옵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dvancedSecurityOptions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를 위한 옵션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dvancedSecurityOptionsInput (p. 32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gnitoOptions
Kibana에 대한 Amazon Cognito 인증을 사용하도록 Amazon ES를 구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gnitoOptions (p. 32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EndpointOptions
모든 트래픽에 HTTPS를 요구할지, 기본 엔드포인트가 아닌 사용자 지정 엔드포인트를 사용할지 여부와
같은 도메인 엔드포인트에 대한 추가 옵션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mainEndpointOptions (p. 321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Name
Amazon ES 도메인의 이름입니다. 유효한 값은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DomainName 데이터 형식을 참조하십시오.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고
유한 물리적 ID를 생성한 후 도메인 이름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형을 참조하십
시오.

Important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
의 또는 전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바꿔야 한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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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Options
Amazon ES 도메인에서 도메인 노드에 연결되는 Amazon Elastic Block Store(Amazon EBS) 볼륨의 구
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EBS 기반 스토리지 구성을 참
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EBSOptions (p. 32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lasticsearchClusterConfig
ElasticsearchClusterConfig는 Amazon Elasticsearch Service(Amazon ES) 도메인의 클러스터를 구성하
는 AWS::Elasticsearch::Domain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lasticsearchClusterConfig (p. 32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lasticsearchVersion
사용할 Elasticsearch의 버전(예: 2.3)입니다.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인 1.5를 사용합니다.
Amazon ES가 지원하는 버전에 대한 정보는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CreateElasticsearchDomain 작업에 대한 Elasticsearch-Version 파라미터를 참조하십시오.
UpgradeElasticsearchVersion 업데이트 정책을 true로 설정하면 중단 없이
ElasticsearchVersion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UpgradeElasticsearchVersion이
false로 지정되거나 지정되지 않은 경우 ElasticsearchVersion을 업데이트하면 대체가 발생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EncryptionAtRestOptions
유휴 시 도메인이 데이터를 암호화할지 여부와 암호화하는 경우 AWS Key Management Service 키를
사용할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cryptionAtRestOptions (p. 3220)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LogPublishingOptions
게시하려는 로그 유형에 따라 SEARCH_SLOW_LOGS, ES_APPLICATION_LOGS, INDEX_SLOW_LOGS,
AUDIT_LOGS 키가 하나 이상 있는 객체입니다. 각 키에는 유효한 LogPublishingOption 값이 필요
합니다. 전체 구문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LogPublishingOption (p. 3221)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deToNodeEncryptionOptions
노드 간 암호화의 활성화 여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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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NodeToNodeEncryptionOptions (p. 3223)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SnapshotOptions
(사용되지 않음) Amazon ES 도메인 인덱스에 대한 자동화된 스냅샷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napshotOptions (p. 32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Amazon ES 도메인에 연결할 임의의 태그 집합(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Options
Amazon ES 도메인의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VPC) 구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도메인에 대한 VPC 지원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VPCOptions (p. 32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입력하면 Ref는 해당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예: mystackelasticsea-abc1d2efg3h4.). Ref 함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십시오.

Fn::GetAtt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다
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입니다.
Arn
도메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예: arn:aws:es:us-west-2:123456789012:domain/
mystack-elasti-1ab2cdefghij)입니다. 이 반환되는 값은
AWS::Elasticsearch::Domain.DomainArn에 의해 반환되는 값과 동일합니다.
DomainArn
도메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예: arn:aws:es:us-west-2:123456789012:domain/
mystack-elasti-1ab2cdefghij)입니다. 이 반환되는 값은
AWS::Elasticsearch::Domain.Arn에 의해 반환되는 값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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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Endpoint
Elasticsearch API에 대한 요청에 사용되는 도메인별 엔드포인트입니다(예: search-mystackelasti-1ab2cdefghij-ab1c2deckoyb3hofw7wpqa3cm.us-west-1.es.amazonaws.com).

예제
두 데이터 노드와 세 마스터 노드를 포함하는 Amazon ES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데이터 노드 2개와 전용 프라이머리 노드 3개가 포함된 Elasticsearch 7.10을 실행하는
Amazon ES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도메인에는 40GiB의 스토리지가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로그, 느린 로그
검색 및 인덱스 느린 로그 에 대한 로그 게시가 가능합니다. 액세스 정책은 AWS account의 루트 사용자가 문
서 인덱싱 또는 인덱스 검색과 같은 도메인에 대한 모든 HTTP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JSON
"ElasticsearchDomain": {
"Type":"AWS::Elasticsearch::Domain",
"Properties": {
"DomainName": "test",
"ElasticsearchVersion": "7.10",
"ElasticsearchClusterConfig": {
"DedicatedMasterEnabled": true,
"InstanceCount": "2",
"ZoneAwarenessEnabled": true,
"InstanceType": "m3.medium.elasticsearch",
"DedicatedMasterType": "m3.medium.elasticsearch",
"DedicatedMasterCount": "3"
},
"EBSOptions":{
"EBSEnabled": true,
"Iops": "0",
"VolumeSize": "20",
"VolumeType": "gp2"
},
"AccessPolicies":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123456789012:user/es-user"
},
"Action":"es:*",
"Resource": "arn:aws:es:us-east-1:123456789012:domain/test/*"
}
]
},
"LogPublishingOptions": {
"ES_APPLICATION_LOGS": {
"CloudWatchLogsLogGroupArn": "arn:aws:logs:us-east-1:123456789012:log-group:/
aws/aes/domains/es-application-logs",
"Enabled": true
},
"SEARCH_SLOW_LOGS": {
"CloudWatchLogsLogGroupArn": "arn:aws:logs:us-east-1:123456789012:log-group:/
aws/aes/domains/es-slow-logs",
"Enabled": true
},
"INDEX_SLOW_LOGS": {
"CloudWatchLogsLogGroupArn": "arn:aws:logs:us-east-1:123456789012:log-group:/
aws/aes/domains/es-index-slow-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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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nabled": true

},
"AdvancedOptions": {
"rest.action.multi.allow_explicit_index": true
}

YAML
ElasticsearchDomain:
Type: AWS::Elasticsearch::Domain
Properties:
DomainName: 'test'
ElasticsearchVersion: '7.10'
ElasticsearchClusterConfig:
DedicatedMasterEnabled: true
InstanceCount: '2'
ZoneAwarenessEnabled: true
InstanceType: 'm3.medium.elasticsearch'
DedicatedMasterType: 'm3.medium.elasticsearch'
DedicatedMasterCount: '3'
EBSOptions:
EBSEnabled: true
Iops: '0'
VolumeSize: '20'
VolumeType: 'gp2'
AccessPolicies: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123456789012:user/es-user'
Action: 'es:*'
Resource: 'arn:aws:es:us-east-1:846973539254:domain/test/*'
LogPublishingOptions:
ES_APPLICATION_LOGS:
CloudWatchLogsLogGroupArn: 'arn:aws:logs:us-east-1:123456789012:log-group:/aws/
aes/domains/es-application-logs'
Enabled: true
SEARCH_SLOW_LOGS:
CloudWatchLogsLogGroupArn: 'arn:aws:logs:us-east-1:123456789012:log-group:/aws/
aes/domains/es-slow-logs'
Enabled: true
INDEX_SLOW_LOGS:
CloudWatchLogsLogGroupArn: 'arn:aws:logs:us-east-1:123456789012:log-group:/aws/
aes/domains/es-index-slow-logs'
Enabled: true
AdvancedOptions:
rest.action.multi.allow_explicit_index: true

VPC 옵션으로 도메인 생성
다음 예에서는 VPC 옵션으로 도메인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ElasticsearchDomain resource",
"Parame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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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Name": {
"Description": "User defined Elasticsearch Domain name",
"Type": "String"
},
"ElasticsearchVersion": {
"Description": "User defined Elasticsearch Version",
"Type": "String"
},
"InstanceType": {
"Type": "String"
},
"AvailabilityZone": {
"Type": "String"
},
"CidrBlock": {
"Type": "String"
},
"GroupDescription": {
"Type": "String"
},
"SGName": {
"Type": "String"
}

},
"Resources": {
"ElasticsearchDomain": {
"Type": "AWS::Elasticsearch::Domain",
"Properties": {
"DomainName": {
"Ref": "DomainName"
},
"ElasticsearchVersion": {
"Ref": "ElasticsearchVersion"
},
"ElasticsearchClusterConfig":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
"Ref": "InstanceType"
}
},
"EBSOptions": {
"EBSEnabled": true,
"Iops": "0",
"VolumeSize": "10",
"VolumeType": "standard"
},
"AccessPolicies":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Deny",
"Principal": {
"AWS": "*"
},
"Action": "es:*",
"Resource": "*"
}
]
},
"AdvancedOptions": {
"rest.action.multi.allow_explicit_index": true
},
"Tags": [
{
"Key": "foo",
"Valu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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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PCOptions": {
"SubnetIds": [
{
"Ref": "subnet"
}
],
"SecurityGroupIds": [
{
"Ref": "mySecurityGroup"
}
]
}

}
},
"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CidrBlock": "10.0.0.0/16"
}
},
"subnet":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VpcId": {
"Ref": "vpc"
},
"CidrBlock": {
"Ref": "CidrBlock"
},
"AvailabilityZone": {
"Ref": "AvailabilityZone"
}
}
},
"my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
"Ref": "GroupDescription"
},
"VpcId": {
"Ref": "vpc"
},
"GroupName": {
"Ref": "SGName"
},
"SecurityGroupIngress": [
{
"FromPort": 443,
"IpProtocol": "tcp",
"ToPort": 443,
"CidrIp": "0.0.0.0/0"
}
]
}
}

},
"Outputs": {
"DomainArn": {
"Value": {
"Fn::GetAtt": [
"ElasticsearchDomain",
"DomainA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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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DomainEndpoint": {
"Value": {
"Fn::GetAtt": [
"ElasticsearchDomain",
"DomainEndpoint"
]
}
},
"SecurityGroupId": {
"Value": {
"Ref": "mySecurityGroup"
}
},
"SubnetId": {
"Value": {
"Ref": "subnet"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ElasticsearchDomain resource
Parameters:
DomainName:
Description: User-defined Elasticsearch domain name
Type: String
ElasticsearchVersion:
Description: User-defined Elasticsearch version
Type: String
InstanceType:
Type: String
AvailabilityZone:
Type: String
CidrBlock:
Type: String
GroupDescription:
Type: String
SGName:
Type: String
Resources:
ElasticsearchDomain:
Type: 'AWS::Elasticsearch::Domain'
Properties:
DomainName:
Ref: DomainName
ElasticsearchVersion:
Ref: ElasticsearchVersion
ElasticsearchClusterConfig: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EBSOptions:
EBSEnabled: true
Iops: '0'
VolumeSize: '10'
VolumeType: 'standard'
AccessPolicies:
Version: '2012-10-17'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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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 Deny
Principal:
AWS: '*'
Action: 'es:*'
Resource: '*'
AdvancedOptions:
rest.action.multi.allow_explicit_index: true
Tags:
- Key: foo
Value: bar
VPCOptions:
SubnetIds:
- Ref: subnet
SecurityGroupIds:
- Ref: mySecurityGroup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subnet: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Ref: CidrBlock
AvailabilityZone:
Ref: AvailabilityZone
my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Ref: GroupDescription
VpcId:
Ref: vpc
GroupName:
Ref: SGName
SecurityGroupIngress:
- FromPort: 443
IpProtocol: tcp
ToPort: 443
CidrIp: 0.0.0.0/0
Outputs:
DomainArn:
Value:
'Fn::GetAtt':
- ElasticsearchDomain
- DomainArn
DomainEndpoint:
Value:
'Fn::GetAtt':
- ElasticsearchDomain
- DomainEndpoint
SecurityGroupId:
Value:
Ref: mySecurityGroup
SubnetId:
Value:
Ref: subnet

AWS::Elasticsearch::Domain AdvancedSecurityOptionsInput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를 위한 옵션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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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InternalUserDatabaseEnabled" : Boolean,
"MasterUserOptions" : MasterUserOptions (p. 3222)

YAML
Enabled: Boolean
InternalUserDatabaseEnabled: Boolean
MasterUserOptions:
MasterUserOptions (p. 3222)

Properties
Enabled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를 활성화하는 경우 True입니다. 유휴 시 데이터 암호화 및 노드 간 암호화도 사용
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ternalUserDatabaseEnabled
내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성화하는 경우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sterUserOptions
마스터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sterUserOptions (p. 322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search::Domain CognitoOptions
Kibana에서 Amazon Cognito 인증을 사용하도록 Amazon ES를 구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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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Enabled" : Boolean,
"IdentityPoolId" : String,
"RoleArn" : String,
"UserPoolId" : String

YAML
Enabled: Boolean
IdentityPoolId: String
RoleArn: String
UserPoolId: String

Properties
Enabled
Kibana에서 Amazon Cognito 인증을 활성화할 것인지, 아니면 비활성화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Kibana
에서 Amazon Cognito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entityPoolId
Amazon ES에서 Kibana 인증에 사용할 Amazon Cognito 자격 증명 풀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mazon ES에서 사용자 풀과 자격 증명 풀의 구성을 허용하는 AmazonESCognitoAccess 역할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PoolId
Amazon ES에서 Kibana 인증에 사용할 Amazon Cognito 사용자 풀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search::Domain ColdStorageOptions
콜드 스토리지에 대한 옵션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search Service용 콜드 스토리지 섹
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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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YAML
Enabled: Boolean

Properties
Enabled
도메인에서 콜드 스토리지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여부 콜드 스토리지를 활성화하려면 UltraWarm 스
토리지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search::Domain DomainEndpointOptions
모든 트래픽에 HTTPS를 요구할지 또는 기본 엔드포인트가 아닌 사용자 지정 엔드포인트를 사용할지 여부와
같은 도메인 엔드포인트에 대한 추가 옵션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ustomEndpoint" : String,
"CustomEndpointCertificateArn" : String,
"CustomEndpointEnabled" : Boolean,
"EnforceHTTPS" : Boolean,
"TLSSecurityPolicy" : String

YAML
CustomEndpoint: String
CustomEndpointCertificateArn: String
CustomEndpointEnabled: Boolean
EnforceHTTPS: Boolean
TLSSecurityPolicy: String

Properties
CustomEndpoint
사용자 지정 엔드포인트의 정규화된 UR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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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EndpointCertificateArn
도메인의 SSL/TLS 인증서에 대한 AWS Certificate Manager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EndpointEnabled
도메인에 대한 사용자 지정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True입니다.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CustomEndpoint 및 CustomEndpointCertificateArn에 대한 값도 제공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forceHTTPS
True로 설정하면 도메인에 대한 모든 트랙픽이 HTTPS를 통해 도착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LSSecurityPolicy
도메인에 대한 트래픽에 요구되는 최소 TLS 버전입니다. 유효한 값은 TLS 1.0(기본값) 또는 1.2입니다.
• Policy-Min-TLS-1-0-2019-07
• Policy-Min-TLS-1-2-2019-07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search::Domain EBSOptions
Amazon ES 도메인에서 도메인 노드에 연결되는 Amazon Elastic Block Store(Amazon EBS) 볼륨의 구성입
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EBS 기반 스토리지 구성을 참조하십시
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BSEnabled" : Boolean,
"Iops" : Integer,

API 버전 2010-05-15
321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OpenSearch Service

}

"VolumeSize" : Integer,
"VolumeType" : String

YAML
EBSEnabled: Boolean
Iops: Integer
VolumeSize: Integer
VolumeType: String

Properties
EBSEnabled
Amazon ES 도메인의 데이터 노드에 Amazon EBS 볼륨을 연결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ops
볼륨이 지원하는 초당 I/O 작업 수(IOPS)입니다. 이 속성은 Provisioned IOPS(SSD) EBS 볼륨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Size
각 데이터 노드의 EBS 볼륨 크기(GiB)를 지정합니다. EBS 볼륨의 최소 크기 및 최대 크기는 EBS 볼륨
유형과 볼륨이 연결된 인스턴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개
발자 안내서의 EBS 기반 스토리지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Type
표준, gp2 또는 io1처럼 Amazon ES 도메인에서 사용할 EBS 볼륨 유형입니다. 각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 볼륨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search::Domain ElasticsearchClusterConfig
Amazon ES 도메인에 대한 클러스터 구성입니다. 인스턴스 유형, 인스턴스 개수 등과 같은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ES 도메인 구성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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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ldStorageOptions" : ColdStorageOptions (p. 3214),
"DedicatedMasterCount" : Integer,
"DedicatedMasterEnabled" : Boolean,
"DedicatedMasterType" : String,
"InstanceCount" : Integer,
"InstanceType" : String,
"WarmCount" : Integer,
"WarmEnabled" : Boolean,
"WarmType" : String,
"ZoneAwarenessConfig" : ZoneAwarenessConfig (p. 3225),
"ZoneAwarenessEnabled" : Boolean

YAML
ColdStorageOptions:
ColdStorageOptions (p. 3214)
DedicatedMasterCount: Integer
DedicatedMasterEnabled: Boolean
DedicatedMasterType: String
InstanceCount: Integer
InstanceType: String
WarmCount: Integer
WarmEnabled: Boolean
WarmType: String
ZoneAwarenessConfig:
ZoneAwarenessConfig (p. 3225)
ZoneAwarenessEnabled: Boolean

Properties
ColdStorageOptions
도메인에 대한 콜드 스토리지 옵션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ldStorageOptions (p. 321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dicatedMasterCount
마스터 노드에 사용할 인스턴스 수입니다. 이 속성을 지정하면 DedicatedMasterEnabled 속성에 true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dicatedMasterEnabled
Amazon ES 도메인에 전용 마스터 노드를 사용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전용 마스터 노드는 클러스터
관리 작업을 수행하지만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거나 데이터 업로드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클러스터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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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전용 마스터 노드는 클러스터 관리 작업의 부하를 제거하여 검색 클러스터의 안정성을 향상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dicatedMasterType
m3.medium.elasticsearch와 같은 전용 마스터 노드를 호스팅하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구성입니
다. 이 속성을 지정한 경우 DedicatedMasterEnabled 속성에 true를 지정해야 합니다. 유효한 값은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지원되는 인스턴스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Count
Amazon ES 도메인에서 사용할 데이터 노드(인스턴스)의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Type
m3.medium.elasticsearch와 같은 데이터 노드의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은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지원되는 인스턴스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armCount
클러스터의 웜 노드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armEnabled
클러스터에 웜 스토리지를 사용할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armType
클러스터의 웜 노드에 대한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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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ZoneAwarenessConfig
영역 인식 구성 옵션을 지정합니다. ZoneAwarenessEnabled가 true인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ZoneAwarenessConfig (p. 32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ZoneAwarenessEnabled
Amazon ES 도메인에 대해 인식 영역을 활성화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영역 인식을 활성화하면
Amazon ES는 동일한 리전에 있는 두 개의 가용 영역(AZ) 간에 클러스터에 속한 노드 및 복제본 인덱스
샤드를 할당합니다. 클러스터에 복제본 인덱스 샤드가 없거나 클러스터가 단일 노드 클러스터인 경우
영역 인식을 활성화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다중
AZ 도메인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search::Domain EncryptionAtRestOptions
유휴 시 도메인이 데이터를 암호화할지 여부와 암호화하는 경우 AWS Key Management Service 키를 사용
할지 여부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KmsKeyId" : String

YAML
Enabled: Boolean
KmsKeyId: String

Properties
Enabled
유휴 시 암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true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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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KmsKeyId
KMS 키 ID입니다. 1a2a3a4-1a2a-3a4a-5a6a-1a2a3a4a5a6a 양식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CreateElasticsearchDomain.

AWS::Elasticsearch::Domain LogPublishingOption
Amazon ES 도메인에서 Elasticsearch 애플리케이션, 검색 슬로우 로그 또는 인덱스 슬로우 로그
를 Amazon CloudWatch에 게시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각 옵션은 게시하려는 로그 유형에 따라
SEARCH_SLOW_LOGS, ES_APPLICATION_LOGS, INDEX_SLOW_LOGS 또는 AUDIT_LOGS 이름의 객체여야
합니다. 전체 구문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슬로우 로그를 활성화하는 경우 Elasticsearch REST API를 사용하는 슬로우 로그의 모음을 계속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느린 로그에 대한 Elasticsearch 로깅 임계값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oudWatchLogsLogGroupArn" : String,
"Enabled" : Boolean

YAML
CloudWatchLogsLogGroupArn: String
Enabled: Boolean

Properties
CloudWatchLogsLogGroupArn
게시 대상인 CloudWatch 로그 그룹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true인 경우, CloudWatch에 로그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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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 fals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로그 구성 및 로그 게시 옵션

AWS::Elasticsearch::Domain MasterUserOptions
마스터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sterUserARN" : String,
"MasterUserName" : String,
"MasterUserPassword" : String

YAML
MasterUserARN: String
MasterUserName: String
MasterUserPassword: String

Properties
MasterUserARN
마스터 사용자의 ARN입니다. AdvancedSecurityOptions에서
InternalUserDatabaseEnabled가 false인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sterUserName
마스터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AdvancedSecurityOptions에서
InternalUserDatabaseEnabled가 true인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322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OpenSearch Service

MasterUserPassword
마스터 사용자의 암호입니다. AdvancedSecurityOptions에서
InternalUserDatabaseEnabled가 true인 경우에만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search::Domain NodeToNodeEncryptionOptions
노드 간 암호화의 활성화 여부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YAML
Enabled: Boolean

Properties
Enabled
노드 간 암호화의 활성화 여부를 부울로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AWS::Elasticsearch::Domain SnapshotOptions
(사용되지 않음) Elasticsearch 5.3 이상을 실행하는 도메인의 경우 Amazon ES가 시간별 자동 스냅샷을 생성
하므로 이 설정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전 버전의 Elasticsearch를 실행하는 도메인의 경우 Amazon ES는 매
일 자동화된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Amazon ES 도메인 인덱스에 대한 자동화된 스냅샷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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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matedSnapshotStartHour" : Integer

YAML
AutomatedSnapshotStartHour: Integer

Properties
AutomatedSnapshotStartHour
서비스가 Amazon ES 도메인의 인덱스에 대해 일일 자동 스냅샷을 생성하는 UTC 기준 시간입니다. 예
를 들어 0을 지정하면 Amazon ES는 자정과 오전 1시 사이에 매일 자동 스냅샷을 찍습니다. 0 ~ 23 범위
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lasticsearch::Domain VPCOptions
Amazon ES 도메인의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VPC) 구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도메인에 대한 VPC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Ids" : [ String, ... ]

YAML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Ids:
- String

Properties
SecurityGroupIds
도메인의 VPC 엔드포인트와 연결된 보안 그룹 ID의 목록입니다. 보안 그룹 ID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Amazon ES가 VPC의 기본 보안 그룹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VPC
의 보안 그룹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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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netIds
도메인이 사용하는 각 가용 영역에 대해 하나의 서브넷 ID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세 개의 가용 영역
도메인에 대해 세 개의 서브넷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VPC
및 서브넷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도메인에 대한 VPC 지
원을 참조하십시오.

AWS::Elasticsearch::Domain ZoneAwarenessConfig
영역 인식 구성 옵션을 지정합니다. ZoneAwarenessEnabled가 true인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vailabilityZoneCount" : Integer

YAML
AvailabilityZoneCount: Integer

Properties
AvailabilityZoneCount
여러 가용 영역(AZ)을 활성화한 경우 도메인에서 사용할 AZ 개수입니다.
유효 값은 2 및 3입니다. 기본값은 2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EventBridg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Events::ApiDestination (p. 3226)
• AWS::Events::Archive (p. 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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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Events::Connection (p. 3231)
• AWS::Events::EventBus (p. 3234)
• AWS::Events::EventBusPolicy (p. 3237)
• AWS::Events::Rule (p. 3243)

AWS::Events::ApiDestination
이벤트의 대상으로 구성된 HTTP 호출 엔드포인트인 API 대상을 만듭니다.
OAuth 인증과 함께 ApiDesinations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모범 사례가 권장됩니다.
• OAuth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Secrets Manager에 비밀을 생성합니다.
• CloudFormation 동적 참조 구문을 사용하여 AWS::Events::Connection에 대한 CloudFormation 템플
릿에서 이 비밀을 참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ecrets Manager 비밀을 참조하세요.
연결 리소스가 생성되면 EventBridge에 전달되고 “서비스 연결 비밀”을 사용하여 고객 계정에 저장되므로
실질적으로 2개의 비밀이 생성됩니다. 원래 비밀은 이벤트가 ApiDestination으로 전송될 때마다 액세스되
는 것이 아니라 CloudFormation 템플릿이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될 때만 액세스되므로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ApiDestination으로 전송되는 각 이벤트에는 EventBridge를 통해 고객 계정에 저장된 비밀이 사용되고 AWS
가 요금을 부담합니다.

Note
EventBridge를 통해 고객 계정에 저장된 비밀은 직접 업데이트할 수 없으며 CloudFormation 템플릿
이 업데이트될 때만 업데이트됩니다.
비밀을 사용하는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제는 예제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vents::ApiDestination",
"Properties" : {
"ConnectionArn" : String,
"Description" : String,
"HttpMethod" : String,
"InvocationEndpoint" : String,
"InvocationRateLimitPerSecond" : Integer,
"Name" : String
}

YAML
Type: AWS::Events::ApiDestination
Properties:
ConnectionArn: String
Description: String
HttpMethod: String
InvocationEndpoint: String
InvocationRateLimitPerSecond: Integer
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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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onnectionArn
API 대상에 사용할 연결의 ARN입니다. 대상 엔드포인트는 연결에 지정된 권한 부여 유형을 지원해야 합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600
Pattern: ^arn:aws([a-z]|\-)*:events:([a-z]|\d|\-)*:([0-9]{12})?:connection\/
[\.\-_A-Za-z0-9]+\/[\-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생성할 API 대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Method
HTTP 호출 엔드포인트에 대한 요청에 사용할 메서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ELETE | GET | HEAD | OPTIONS | PATCH | POST | PU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vocationEndpoint
API 대상의 HTTP 호출 엔드포인트에 대한 URL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0-9A-Fa-f]{2}|[-()_.!~*';/?:@\x26=+$,A-Za-z0-9])+)([).!';/?:,])?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vocationRateLimitPerSecond
HTTP 호출 엔드포인트로 보낼 초당 최대 요청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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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생성할 API 대상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_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요청에서 생성된 API 대상의 이름
을 반환합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요청에서 생성된 API 대상의 ARN입니다.

AWS::Events::Archive
지정된 설정으로 이벤트 아카이브를 생성합니다. 아카이브를 생성할 때 수신 이벤트는 아카이브로 즉시 전송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적용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십시오. 아카이브로 전송되는 이벤트를 필터
링하는 패턴을 지정하지 않으면 재생된 이벤트를 제외한 모든 이벤트가 아카이브로 전송됩니다. 재생된 이벤
트는 아카이브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vents::Archive",
"Properties" : {
"Archive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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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 String,
"EventPattern" : Json,
"RetentionDays" : Integer,
"SourceArn" : String

YAML
Type: AWS::Events::Archive
Properties:
ArchiveName: String
Description: String
EventPattern: Json
RetentionDays: Integer
SourceArn: String

Properties
ArchiveName
생성할 아카이브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48
Pattern: [\.\-_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아카이브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Pattern
아카이브로 전송된 이벤트를 필터링하는 데 사용할 이벤트 패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entionDays
이벤트를 보존할 기간(일)입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0으로 설정하면 이벤트가 무기한 보존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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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Arn
아카이브로 이벤트를 보내는 이벤트 버스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6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아카이브 이름을 반환합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chiveName
아카이브 이름입니다.
Arn
생성된 아카이브의 ARN입니다.

예제
아카이브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기본 이벤트 버스에서 전송되는 모든 EC2 이벤트를 10일간 보존하는 아카이브를 생성합니
다.

JSON
{

"SampleArchive":
"Type" : "AWS::Events::Archive",
"Properties" : {
"ArchiveName" : "MyArchive",
"Description" : "Archive for all EC2 events",
"EventPattern" : {
"source": [
"aws.e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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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RetentionDays" : "10",
"SourceArn" : "arn:aws:events:us-west-2:123456789012:event-bus/default"

YAML
SampleArchive:
Type: 'AWS::Events::Archive'
Properties:
ArchiveName: MyArchive
Description: Archive for all EC2 events
EventPattern:
source:
- "aws.ec2"
RetentionDays: 10
SourceArn: 'arn:aws:events:us-west-2:123456789012:event-bus/default'

AWS::Events::Connection
연결을 생성합니다. 연결은 API 대상 HTTP 엔드포인트의 인증에 사용할 권한 부여 유형과 자격 증명을 정의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vents::Connection",
"Properties" : {
"AuthorizationType" : String,
"AuthParameters" : Json,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

YAML
Type: AWS::Events::Connection
Properties:
AuthorizationType: String
AuthParameters: Json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AuthorizationType
연결에 사용할 권한 부여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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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API_KEY | BASIC | OAUTH_CLIENT_CREDENTIAL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Parameters
엔드포인트로 권한을 부여하는 데 사용할 권한 부여 파라미터가 포함된
CreateConnectionAuthRequestParameters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생성할 연결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생성할 연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_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요청에서 생성된 연결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요청에서 생성된 연결의 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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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Arn
연결을 위해 생성된 비밀의 ARN입니다.

예제
ApiKey 권한 부여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연결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ApiKey 권한 부여를 사용하여 pagerduty-connection이라는 연결을 생성하고 Secrets
Manager의 비밀을 저장합니다.

JSON
{

"PagerDutyConection":
"Type" : "AWS::Events::Connection",
"Properties" : {
"Name" : "pagerduty-connection",
"AuthorizationType" : "API_KEY",
"AuthParameters" : {
"ApiKeyAuthParameters" : {
"ApiKeyName" : "Authorization",
"ApiKeyValue" : "{{resolve:secretsmanager:arn:aws:secretsmanager:uswest-2:123456789012:secret:pagerdutyApiToken-S9SoDa}}"},
"AdditionalParameters" : {
"BodyParameters" : {
"routing_key" : "my-pagerduty-integration-key",
},
},
},
}
}

YAML
PagerDutyConection:
Type: AWS::Events::Connection
Properties:
Name: 'pagerduty-connection'
AuthorizationType: API_KEY
AuthParameters:
ApiKeyAuthParameters:
ApiKeyName: Authorization
ApiKeyValue: '{{resolve:secretsmanager:arn:aws:secretsmanager:uswest-2:123456789012:secret:pagerdutyApiToken-S9SoDa}}'
AdditionalParameters:
BodyParameters:
routing_key: 'my-pagerduty-integration-key'

OAuth 권한 부여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연결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OAuth 권한 부여를 사용하여 auth0-connection이라는 연결을 생성하고 Secrets Manager의
비밀을 저장합니다.

JSON
{

"Auth0Conection":
"Type" : "AWS::Events::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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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
"Name" : "auth0-connection",
"AuthorizationType" : "OAUTH",
"AuthParameters" : {
"OAuthParameters: {
"ClientParameters" : {
"ClientId": "{{resolve:secretsmanager:arn:aws:secretsmanager:uswest-2:123456789012:secret:auth0ClientId}}",
"ClientSecret": "{{resolve:secretsmanager:arn:aws:secretsmanager:uswest-2:123456789012:secret:auth0ClientSecret}}",
},
"AuthorizationEndpoint" : "https://yourUserName.us.auth0.com/oauth/token",
"HttpMethod" : "POST",
"AdditionalParameters" : {
"BodyParameters: {
"audience" : "my-auth0-identifier",
},
},
},
},
}
}

YAML
Auth0Conection:
Type: AWS::Events::Connection
Properties:
Name: 'auth0-connection'
AuthorizationType: OAUTH
AuthParameters:
OAuthParameters:
ClientParameters:
ClientId: '{{resolve:secretsmanager:arn:aws:secretsmanager:uswest-2:123456789012:secret:auth0ClientId}}'
ClientSecret: '{{resolve:secretsmanager:arn:aws:secretsmanager:uswest-2:123456789012:secret:auth0ClientSecret}}'
AuthorizationEndpoint: 'https://yourUserName.us.auth0.com/oauth/token'
HttpMethod: POST
AdditionalParameters:
BodyParameters:
audience: 'my-auth0-identifier'
#Note: This AdditionalParameters field is a child of OAuthParameters entry, meaning
it's only sent with the token exchange

AWS::Events::EventBus
계정 내에 새로운 이벤트 버스를 생성합니다. 이는 사용자 지정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서 이벤트를 수신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이벤트 버스이거나 파트너 이벤트 소스와 일치할 수 있는 파트너 이벤트
버스일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vents::EventBus",
"Properties" : {
"EventSource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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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 String

YAML
Type: AWS::Events::EventBus
Properties:
EventSourceName: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EventSourceName
파트너 이벤트 버스를 생성하는 경우, 새 이벤트 버스 일치에 사용할 파트너 이벤트 소스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ws\.partner(/[\.\-_A-Za-z0-9]+){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새 이벤트 버스의 이름입니다.
이벤트 버스 이름에는 /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default라는 이름은 계정의 기본 이벤트 버스에 이
미 사용되었으므로 사용자 지정 이벤트 버스에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 이벤트 버스인 경우 이 이름은 이 이벤트 버스가 일치되는 파트너 이벤트 소스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_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새 이벤트 버스의 이름입니다.

Fn::GetAtt
사용할 작업 정의의 ARN입니다. 작업 개정이 제공되지 않으면 리소스 생성 시 최신 개정본이 기본값으로 사
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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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
이벤트 버스의 ARN입니다(예: arn:aws:events:us-east-2:123456789012:event-bus/
aws.partner/PartnerName/acct1/repo1).
Name
이벤트 버스의 이름입니다(예: PartnerName/acct1/repo1).
Policy
JSON 형식의 이벤트 버스 정책입니다.

예제
파트너 이벤트 버스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aws.partner/PartnerName/acct1/repo1이라는 파트너 이벤트 버스를 생성합니다.

JSON
"SamplePartnerEventBus": {
"Type": "AWS::Events::EventBus",
"Properties": {
"EventSourceName": "aws.partner/PartnerName/acct1/repo1",
"Name": "aws.partner/PartnerName/acct1/repo1"
}
}

YAML
SamplePartnerEventBus:
Type: AWS::Events::EventBus
Properties:
EventSourceName: "aws.partner/PartnerName/acct1/repo1"
Name: "aws.partner/PartnerName/acct1/repo1"

사용자 지정 이벤트 버스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MyCustomEventBus라는 사용자 지정 이벤트 버스를 생성합니다.

JSON
"SampleCustomEventBus": {
"Type": "AWS::Events::EventBus",
"Properties": {
"Name": "MyCustomEventBus"
}
}

YAML
SampleCustomEventBus:
Type: AWS::Events::EventBus
Properties:
Name: "MyCustomEvent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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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vents::EventBusPolicy
PutPermission을 실행하면 지정된 AWS 계정 또는 AWS 조직에서 이벤트를 지정된 이벤트 버스에 넣을
수 있습니다. 계정의 Amazon EventBridge(CloudWatch Events) 규칙은 계정의 이벤트 버스에 도착하는 이러
한 이벤트에 의해 트리거됩니다.
다른 계정에서 사용자 계정으로 이벤트를 보내려면 이 외부 계정에 계정의 이벤트 버스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EventBridge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AWS 계정에서 이벤트를 이벤트 버스에 넣을 수 있도록 하려면 각 계정에 대해 PutPermission을
한 번 실행합니다. 또는 모든 계정이 동일한 AWS 조직의 멤버인 경우 PutPermission을 실행할 때
Principal을 “*”로 지정하고 Condition에서 AWS 조직 ID를 지정하여 해당 조직의 모든 계정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조직을 사용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이 조직의 계정은 PutTarget을 사용하여 계정의 이벤트 버스를 대
상으로 추가할 때 적절한 권한이 포함된 RoleArn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ventBridge
사용 설명서에서 AWS 계정 간 이벤트 전송 및 수신을 참조하세요.
이벤트 버스의 권한 정책은 10KB 크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vents::EventBusPolicy",
"Properties" : {
"Action" : String,
"Condition" : Condition (p. 3242),
"EventBusName" : String,
"Principal" : String,
"Statement" : Json,
"StatementId" : String
}

YAML
Type: AWS::Events::EventBusPolicy
Properties:
Action: String
Condition:
Condition (p. 3242)
EventBusName: String
Principal: String
Statement: Json
StatementId: String

Properties
Action
다른 계정의 수행을 활성화하는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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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64
Pattern: events:[a-zA-Z]+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dition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특정 조건(예: AWS 조직의 멤버)을 충족하는 계정으로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AWS Organization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Organizations 사용 설명서에서 AWS
Organizations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세요.
AWS 조직 ID를 사용하여 Condition을 지정하고 Principal의 값으로 ‘*’를 지정하는 경우 이름이 지
정된 조직의 모든 계정에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Condition는 Type, Key 및 Value 필드를 포함해야 하는 JSON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dition (p. 324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BusName
규칙에 연결된 이벤트 버스의 이름입니다. 이를 생략하면 기본 이벤트 버스가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_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ncipal
기본 이벤트 버스로의 이벤트 추가를 허용하는 12자리 AWS 계정 ID입니다. ‘*’를 지정하여 계정이 기본
이벤트 버스에 이벤트를 게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Condition을 지정하지 않고 ‘*’를 지정하면 원하지 않는 이벤트와 일치할 수 있는 규칙의 생성을 피하
게 됩니다. 더욱 안전한 규칙을 생성하려면 이벤트를 수신할 특정 계정 ID가 입력되는 account 필드가
각 규칙의 모든 패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정 필드가 있는 규칙은 다른 계정에서 보낸 이벤트와 일치
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
Pattern: (\d{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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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권한 정책 문을 설명하는 JSON 문자열입니다. StatementId, Action, Principal, 또는 Condition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대신 요청에 Policy 파라미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mentId
권한을 부여하는 외부 계정에 대한 식별자 문자열입니다. 나중에 이 외부 계정에 대한 사용 권한을 취소
하려면 RemovePermission을 실행할 때 StatementId를 지정합니다.

Note
각 StatementId는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이벤트 버스 정책 ID(예:
EventBusPolicy-1aBCdeFGh2J3)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하나의 계정에 권한 부여
다음 예제에서는 계정 ID가 111122223333인 하나의 AWS 계정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JSON
"SampleEventBusPolicy": {
"Type": "AWS::Events::EventBusPolicy",
"Properties": {
"StatementId": "MyStatement",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 "arn:aws:iam::111122223333:root"},
"Action": "events:PutEvents",
"Resource": "arn:aws:events:us-east-1:111122223333:event-bus/defaul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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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SampleEventBusPolicy:
Type: AWS::Events::EventBusPolicy
Properties:
StatementId: "MyStatement"
Statement: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111122223333:root"
Action: "events:PutEvents"
Resource: "arn:aws:events:us-east-1:111122223333:event-bus/default"

조직에 권한 부여
다음 예제에서는 조직 ID가 o-1234567890인 조직의 모든 AWS 계정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JSON
"SampleEventBusPolicy": {
"Type": "AWS::Events::EventBusPolicy",
"Properties": {
"StatementId": "MyStatement",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 "*",
"Action": "events:PutEvents",
"Resource": "arn:aws:events:us-east-1:111122223333:event-bus/default",
"Condition": {
"StringEquals": {"aws:PrincipalOrgID": "o-1234567890"}
}
}
}
}

YAML
SampleEventBusPolicy:
Type: AWS::Events::EventBusPolicy
Properties:
StatementId: "MyStatement"
Statement:
Effect: "Allow"
Principal: "*"
Action: "events:PutEvents"
Resource: "arn:aws:events:us-east-1:111122223333:event-bus/default"
Condition:
StringEquals:
"aws:PrincipalOrgID": "o-1234567890"

여러 보안 주체 및 작업을 사용하는 거부 정책
다음 예에서는 여러 보안 주체 및 작업을 사용하는 거부 정책 문을 보여줍니다.

JSON
"SampleDenyEventBusPolicy": {
"Type": "AWS::Events::EventBusPolicy",
"Properties": {
"StatementId": "MyDenyStatement",
"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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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Deny",
"Principal" :
{"AWS" : ["arn:aws:iam::111122223333:user/alice",
"arn:aws:iam::111122223333:user/bob"]},
"Action": [
"events:PutEvents",
"events:PutRule"
],
"Resource": "arn:aws:events:us-east-1:111122223333:event-bus/default"
}
}

}

YAML
SampleDenyEventBusPolicy:
Type: AWS::Events::EventBusPolicy
Properties:
StatementId: "MyDenyStatement"
Statement:
Effect: "Deny"
Principal:
AWS:
- "arn:aws:iam::111122223333:user/alice"
- "arn:aws:iam::111122223333:user/bob"
Action:
- "events:PutEvents"
- "events:PutRule"
Resource: "arn:aws:events:us-east-1:111122223333:event-bus/default"

사용자 지정 이벤트 버스를 사용하여 조직에 권한 부여
다음 예제에서는 조직 ID가 o-1234567890인 조직의 모든 AWS 계정에 사용자 지정 이벤트 버스를 사용하
여 권한을 부여합니다.

JSON
"SampleCustomEventBus": {
"Type": "AWS::Events::EventBus",
"Properties": {
"Name": "MyCustomEventBus"
}
},
"SampleCustomEventBusPolicy": {
"Type": "AWS::Events::EventBusPolicy",
"Properties": {
"EventBusName": {
"Ref": "SampleCustomEventBus"
},
"StatementId": "MyCustomEventBusStatement",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 "*",
"Action": "events:PutEvents",
"Resource": {
"Fn::GetAtt": [
"SampleCustomEventBus",
"Arn"
]
},
"Condition": {
"StringEquals": {"aws:PrincipalOrgID": "o-1234567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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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SampleCustomEventBus:
Type: AWS::Events::EventBus
Properties:
Name: "MyCustomEventBus"
SampleCustomEventBusPolicy:
Type: AWS::Events::EventBusPolicy
Properties:
EventBusName:
Ref: "SampleCustomEventBus"
StatementId: "MyCustomEventBusStatement"
Statement:
Effect: "Allow"
Principal: "*"
Action: "events:PutEvents"
Resource: !GetAtt "SampleCustomEventBus.Arn"
Condition:
StringEquals:
"aws:PrincipalOrgID": "o-1234567890"

AWS::Events::EventBusPolicy Condition
조건을 충족하는 계정에만 부여할 이벤트 버스 사용 권한을 제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JSON 문자열입니
다. 현재 유일하게 지원되는 조건은 특정 AWS 조직의 멤버십입니다. 문자열에는 Type, Key 및 Value 필드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WS 필드는 Value 조직의 ID를 지정합니다. 다음은 Condition 값의 예입니다.
'{"Type" : "StringEquals", "Key": "aws:PrincipalOrgID", "Value":
"o-1234567890"}'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Type"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Typ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조건에 대한 키를 지정합니다. 현재, aws:PrincipalOrgID 키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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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조건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값은 StringEquals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키의 값을 지정합니다. 현재, 이 값은 조직의 ID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vents::Rule
지정된 규칙을 생성 또는 업데이트합니다. 규칙이 기본적으로, 또는 상태 값에 따라 활성화됩니다.
DisableRule을 사용하여 규칙을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일 규칙은 단일 이벤트 버스의 이벤트를 감시합니다. AWS 서비스에서 생성된 이벤트는 계정의 기본 이벤
트 버스로 이동합니다. SaaS 파트너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이벤트는 일치하는 파트너 이벤
트 버스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지정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벤트를 기본 이벤트 버스로 이
동할지 아니면 사용자가 생성한 사용자 지정 이벤트 버스로 이동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CreateEventBus를 참조하세요.
기존 규칙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규칙이 이 PutRule 명령에 지정한 것으로 대체됩니다. PutRule에서 인수
를 생략한 경우, 그러한 인수의 이전 값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null 값으로 대체됩니다.
규칙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수신 이벤트가 새 규칙 또는 업데이트된 규칙과 즉시 일치하기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적용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십시오.
규칙에는 최소한 EventPattern 또는 ScheduleExpression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ventPatterns가 포함된 규
칙은 일치하는 이벤트가 관찰되면 트리거됩니다. ScheduleExpressions가 포함된 규칙은 지정된 일정을 기
반으로 자체 트리거됩니다. 규칙은 EventPattern 및 ScheduleExpression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칙은 일치하는 이벤트뿐만 아니라 일정에 따라서도 트리거됩니다.
대부분의 AWS 서비스는 : 또는 /를 Amazon 리소스 이름(ARN)에서 동일한 문자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EventBridge는 이벤트 패턴 및 규칙에서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벤트 패턴을 만들 때 일치시키려
는 이벤트에서 ARN 구문이 일치하도록 정확한 ARN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EventBridge에서는 무한 루프, 즉 반복 실행되는 규칙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이 S3 버킷에서
ACL이 바뀐 것을 감지할 경우 소프트웨어를 트리거하여 ACL을 원하는 상태로 변경합니다. 이때 규칙이 부
주의하게 작성되면 ACL에 대한 변경이 이어져 규칙을 다시 실행하면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트리거된 작업이 동일한 규칙을 다시 실행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
어 ACL이 변경 이후가 아니고 잘못된 상태일 때만 규칙이 실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무한 루프는 예상보다 높은 요금을 빠르게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이 지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
를 알려줄 수 있는 예산 관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을 통해 비용 관리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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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vents::Rule",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EventBusName" : String,
"EventPattern" : Json,
"Name" : String,
"RoleArn" : String,
"ScheduleExpression" : String,
"State" : String,
"Targets" : [ Target (p. 3270), ... ]
}

YAML
Type: AWS::Events::Rule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EventBusName: String
EventPattern: Json
Name: String
RoleArn: String
ScheduleExpression: String
State: String
Targets:
- Target (p. 3270)

Properties
Description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BusName
규칙에 연결된 이벤트 버스의 이름 또는 ARN입니다. 이를 생략하면 기본 이벤트 버스가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_A-Za-z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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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EventPattern
규칙의 이벤트 패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ventBridge 사용 설명서에서 이벤트 및 이벤트 패
턴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조건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규칙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_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Arn
대상 호출에 사용되는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다른 계정의 이벤트 버스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해당 계정이 계정 ID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조직을 통
해 계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이 파라미터의 여기 대신 Target 구조에서 적절한 권한을 가진
RoleArn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6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Expression
예약 표현식입니다. 예: "cron(0 20 * * ? *)", "rate(5 minutes)". 자세한 내용은 일정에 따라 실행되는
Amazon EventBridge 규칙 생성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
규칙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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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s
지정된 규칙에 지정된 대상을 추가하거나 이미 규칙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을 업데이트합니다.
대상은 규칙이 트리거될 때 호출되는 리소스입니다.
다음을 Events에 대한 대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API 대상
• Amazon API Gateway REST API 엔드포인트
• API 게이트웨이
• AWS Batch 작업 대기열
• CloudWatch Logs 그룹
• CodeBuild 프로젝트
• CodePipeline
• Amazon EC2 CreateSnapshot API 호출
• EC2 이미지 빌더
• Amazon EC2 RebootInstances API 호출
• Amazon EC2 StopInstances API 호출
• Amazon EC2 TerminateInstances API 호출
• Amazon ECS 태스크
• 다른 AWS 계정 또는 리전의 이벤트 버스.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us-east-1, 미국 서부(오레곤) us-west-2 또는 EU(아일랜드) eu-west-1 리전
에서 이벤트 버스를 규칙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irehose 전송 스트림(Kinesis Data Firehose)
• Inspector 평가 템플릿(Amazon Inspector)
• Kinesis 스트림(Kinesis 데이터 스트림)
• AWS Lambda 함수
• Redshift 클러스터(데이터 API 문 실행)
• Amazon SNS 주제
• Amazon SQS 대기열(FIFO 대기열 포함)
• SSM Automation
• SSM OpsItem
• SSM Run Command
• Step Functions 상태 시스템
기본 제공 대상을 통한 규칙 생성은 AWS Management Console에서만 지원됩니다. 기본 제공 대상은
EC2 CreateSnapshot API call, EC2 RebootInstances API call, EC2 StopInstances
API call 및 EC2 TerminateInstances API call입니다.
일부 대상 유형의 경우 PutTargets는 대상별 파라미터를 제공합니다. 대상이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인
경우 KinesisParameters 인수를 사용하여 이벤트가 이동하는 샤드를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
다. 하나의 규칙으로 여러 EC2 인스턴스에서 명령을 호출하려면 RunCommandParameters 필드를 사
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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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는 리소스에 대해 API 호출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Amazon EventBridge에 적절한 권한이 필
요합니다. AWS Lambda 및 Amazon SNS 리소스의 경우 EventBridge는 리소스 기반 정책을 사용합니
다. EC2 인스턴스, Kinesis 데이터 스트림, AWS Step Functions 상태 머신 및 API Gateway REST API
의 경우 EventBridge는 PutTargets의 RoleARN 인수에 지정된 IAM 역할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Amazon EventBridge 사용 설명서에서 인증 및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세요.
다른 AWS 계정이 동일한 리전에 있고 사용자에게 권한이 부여된 경우(PutPermission 사용) 이벤트
를 이 계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의 이벤트 버스를 계정의 규칙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일치하
는 이벤트를 다른 계정으로 보내려면 PutTargets를 실행할 때 해당 계정의 이벤트 버스를 Arn 값으로
지정합니다.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이벤트를 보내는 경우 전송된 각 이벤트에 대한 요금이 계정에 청
구됩니다. 다른 계정으로 전송되는 각 이벤트 요금은 사용자 지정 이벤트로 청구됩니다. 이벤트를 수신
하는 계정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ventBridge 요금을 참조하세요.

Note
대상이 다른 AWS 계정의 이벤트 버스인 경우 PutTarget에서 Input, InputPath 및
InputTransformer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계정의 이벤트 버스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해당 계정이 계정 ID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조직을 통해
계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Target 구조에 적절한 권한을 가진 RoleArn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Amazon EventBridge 사용 설명서에서 AWS 계정 간 이벤트 전송 및 수신을 참조하세요.
교차 계정 이벤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utPermission을 참조하세요.
Input, InputPath 및 InputTransformer는 대상의 상호 배타적이고 선택적인 파라미터입니다. 일치하는 이
벤트로 인해 규칙이 트리거되는 경우:
• 대상에 다음 인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전체 이벤트가 JSON 형식으로 대상에 전달됩니다(대상이
Amazon EC2 Run Command 또는 Amazon ECS 태스크가 아닌 경우 이벤트에서 아무 것도 대상에
전달되지 않음).
• Input이 유효한 JSON 형식으로 지정된 경우 일치하는 이벤트는 이 상수로 재정의됩니다.
• InputPath가 JSONPath 형식으로 지정된 경우(예: $.detail) 경로에 지정된 이벤트의 일부만 대상에
전달됩니다(예: 이벤트의 세부 부분만 전달됨).
• InputTranformers가 지정된 경우 하나 이상의 지정된 JSONPath가 이벤트에서 추출되어 대상에 대한
입력으로 지정된 템플릿의 값으로 사용됩니다.
InputPath 또는 InputTransformer를 지정할 때 대괄호 표기법이 아닌 JSON 점 표기법을 사용해
야 합니다.
규칙에 대상을 추가하고 연결된 규칙이 곧 트리거될 때 새 대상 또는 업데이트된 대상이 즉시 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적용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십시오.
동시에 너무 많은 요청이 제출되면 이 작업이 부분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응답에서
FailedEntryCount는 0이 아니고 FailedEntries의 각 항목에 실패한 대상의 ID와 오류 코드가 표
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rget (p. 327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이벤트 규칙 ID(예: mystackScheduledRule-ABCDEFGHIJ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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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Arn
규칙의 ARN(예: arn:aws:events:us-east-2:123456789012:rule/example)입니다.

예제
대상에 대한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을 포함하는 규칙 생성
다음 예에서는 모든 EC2 이벤트를 SQS 대기열로 보내고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과 규칙 대상에 대한 재시도
정책 설정을 포함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JSON
{

}

"MyNewEventsRule": {
"Type": "AWS::Events::Rule",
"Properties": {
"Description": "Test Events Rule",
"Name": "mynewabc",
"EventPattern": {
"source": [
"aws.ec2"
]
},
"State": "ENABLED",
"Targets": [
{
"Arn": "arn:aws:sqs:us-west-2:081035103721:demoSQS",
"Id": "Id1234",
"RetryPolicy": {
"MaximumRetryAttempts": 4,
"MaximumEventAgeInSeconds": 400
},
"DeadLetterConfig": {
"Arn": "arn:aws:sqs:us-west-2:081035103721:demoDLQ"
}
}
]
}
}

YAML
MyNewEventsRule:
Type: 'AWS::Events::Rule'
Properties:
Description: Test Events Rule
Name: mynewabc
EventPattern:
source:
- aws.ec2
State: ENABLED
Targets:
- Arn: 'arn:aws:sqs:us-west-2:081035103721:demoS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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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d1234
RetryPolicy:
MaximumRetryAttempts: 4
MaximumEventAgeInSeconds: 400
DeadLetterConfig:
Arn: 'arn:aws:sqs:us-west-2:081035103721:demoDLQ'

정기적으로 Lambda 함수 호출
다음 예에서는 10분마다 지정된 Lambda 함수를 호출하는 규칙을 생성합니다.
PermissionForEventsToInvokeLambda 리소스는 연결된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EventBridge 권한을 부
여합니다.

JSON
"ScheduledRule": {
"Type": "AWS::Events::Rule",
"Properties": {
"Description": "ScheduledRule",
"ScheduleExpression": "rate(10 minutes)",
"State": "ENABLED",
"Targets": [{
"Arn": { "Fn::GetAtt": ["LambdaFunction", "Arn"] },
"Id": "TargetFunctionV1"
}]
}
},
"PermissionForEventsToInvokeLambda": {
"Type": "AWS::Lambda::Permission",
"Properties": {
"FunctionName": { "Ref": "LambdaFunction" },
"Action": "lambda:InvokeFunction",
"Principal": "events.amazonaws.com",
"SourceArn": { "Fn::GetAtt": ["ScheduledRule", "Arn"] }
}
}

YAML
ScheduledRule:
Type: AWS::Events::Rule
Properties:
Description: "ScheduledRule"
ScheduleExpression: "rate(10 minutes)"
State: "ENABLED"
Targets:
Arn:
Fn::GetAtt:
- "LambdaFunction"
- "Arn"
Id: "TargetFunctionV1"
PermissionForEventsToInvokeLambda:
Type: AWS::Lambda::Permission
Properties:
FunctionName: !Ref "LambdaFunction"
Action: "lambda:InvokeFunction"
Principal: "events.amazonaws.com"
SourceArn:
Fn::GetAtt:
- "ScheduledRule"
- "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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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에 응답하여 Lambda 함수 호출
다음 예제에서는 EC2 인스턴스가 중지(stopping)로 변경될 때 지정된 Lambda 함수를 호출하는 규칙을 생성
합니다.

JSON
"EventRule": {
"Type": "AWS::Events::Rule",
"Properties": {
"Description": "EventRule",
"EventPattern": {
"source": [
"aws.ec2"
],
"detail-type": [
"EC2 Instance State-change Notification"
],
"detail": {
"state": [
"stopping"
]
}
},
"State": "ENABLED",
"Targets": [{
"Arn": { "Fn::GetAtt": ["LambdaFunction", "Arn"] },
"Id": "TargetFunctionV1"
}]
}
},
"PermissionForEventsToInvokeLambda": {
"Type": "AWS::Lambda::Permission",
"Properties": {
"FunctionName": { "Ref": "LambdaFunction" },
"Action": "lambda:InvokeFunction",
"Principal": "events.amazonaws.com",
"SourceArn": { "Fn::GetAtt": ["EventRule", "Arn"] }
}
}

YAML
EventRule:
Type: AWS::Events::Rule
Properties:
Description: "EventRule"
EventPattern:
source:
- "aws.ec2"
detail-type:
- "EC2 Instance State-change Notification"
detail:
state:
- "stopping"
State: "ENABLED"
Targets:
Arn:
Fn::GetAtt:
- "LambdaFunction"
- "Arn"
Id: "TargetFunction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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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ssionForEventsToInvokeLambda:
Type: AWS::Lambda::Permission
Properties:
FunctionName:
Ref: "LambdaFunction"
Action: "lambda:InvokeFunction"
Principal: "events.amazonaws.com"
SourceArn:
Fn::GetAtt:
- "EventRule"
- "Arn"

로그 항목에 응답하여 주제 알림
다음 예제에서는 AWS CloudTrail 로그 항목에 루트 사용자의 호출이 포함될 경우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주제를 알리는 규칙을 생성합니다. EventTopicPolicy 리소스는 Amazon SNS 주제
를 알리기 위한 Amazon EventBridge 권한을 부여합니다.

JSON
"OpsEventRule": {
"Type": "AWS::Events::Rule",
"Properties": {
"Description": "EventRule",
"EventPattern": {
"detail-type": [ "AWS API Call via CloudTrail" ],
"detail": {
"userIdentity": {
"type": [ "Root" ]
}
}
},
"State": "ENABLED",
"Targets": [
{
"Arn": { "Ref": "MySNSTopic" },
"Id": "OpsTopic"
}
]
}
}
"EventTopicPolicy": {
"Type": "AWS::SNS::TopicPolicy",
"Properties": {
"PolicyDocument": {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events.amazonaws.com" },
"Action": "sns:Publish",
"Resource": "*"
}
]
},
"Topics": [ { "Ref": "MySNSTopic" } ]
}
}

YAML
OpsEventRule:
Type: AWS::Events::Rul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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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EventRule"
EventPattern:
detail-type:
- "AWS API Call via CloudTrail"
detail:
userIdentity:
type:
- "Root"
State: "ENABLED"
Targets:
Arn:
Ref: "MySNSTopic"
Id: "OpsTopic"
EventTopicPolicy:
Type: 'AWS::SNS::TopicPolicy'
Properties:
PolicyDocument: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events.amazonaws.com
Action: 'sns:Publish'
Resource: '*'
Topics:
- !Ref MySNSTopic

AWS::Events::Rule AwsVpcConfiguration
이 구조는 작업에 대한 VPC 서브넷 및 보안 그룹과 퍼블릭 IP 주소의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구조는
awsvpc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는 ECS 작업에 대해서만 관련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ssignPublicIp" : String,
"SecurityGroups" : [ String, ... ],
"Subnets" : [ String, ... ]

YAML
AssignPublicIp: String
SecurityGroups:
- String
Subnets:
- String

Properties
AssignPublicIp
작업의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퍼블릭 IP 주소를 수신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EcsParameters의 LaunchType이 FARGATE로 설정된 경우에만 ENABLED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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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s
작업과 연결된 보안 그룹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보안 그룹은 모두 동일한 VPC에 있어야 합니다. 최대 5
개의 보안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 그룹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VPC에 대해 기본 설정된 보안
그룹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s
작업과 연결된 서브넷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서브넷은 모두 동일한 VPC에 있어야 합니다. 최대 16개의
서브넷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vents::Rule BatchArrayProperties
제출된 작업의 배열 속성(예: 배열의 크기) 입니다. 배열 크기는 2와 10,000 사이일 수 있습니다. 작업에 배열
속성을 지정하면 배열 작업이 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대상이 AWS Batch 작업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ize" : Integer

YAML
Size: Integer

Properties
Size
배열 배치 작업인 경우 배열의 크기입니다. 유효한 값은 2와 10,000 사이의 정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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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vents::Rule BatchParameters
대상이 AWS Batch 작업인 경우 사용할 사용자 지정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rayProperties" : BatchArrayProperties (p. 3253),
"JobDefinition" : String,
"JobName" : String,
"RetryStrategy" : BatchRetryStrategy (p. 3255)

YAML
ArrayProperties:
BatchArrayProperties (p. 3253)
JobDefinition: String
JobName: String
RetryStrategy:
BatchRetryStrategy (p. 3255)

Properties
ArrayProperties
제출된 작업의 배열 속성(예: 배열의 크기) 입니다. 배열 크기는 2와 10,000 사이일 수 있습니다. 작업에
배열 속성을 지정하면 배열 작업이 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대상이 AWS Batch 작업인 경우에만 사용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atchArrayProperties (p. 32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obDefinition
이벤트 대상이 AWS Batch 작업인 경우 사용할 작업 정의의 ARN 또는 이름입니다. 이 작업 정의가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obName
대상이 AWS Batch 작업인 경우 이 작업 실행에 사용할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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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yStrategy
대상이 AWS Batch 작업인 경우 실패한 작업에 사용할 재시도 전략입니다. 재시도 전략은 실패한 작업
실행을 다시 시도하는 횟수입니다. 유효 값은 1–10입니다. 여기에서 재시도 전략을 지정하면 작업 정의
에 정의된 재시도 전략이 재정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atchRetryStrategy (p. 3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vents::Rule BatchRetryStrategy
대상이 AWS Batch 작업인 경우 실패한 작업에 사용할 재시도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재시도 전략을 지정하
면 작업 정의에 정의된 재시도 전략이 재정의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empts" : Integer

YAML
Attempts: Integer

Properties
Attempts
작업이 실패할 경우 재시도를 시도할 횟수입니다. 유효 값은 1–1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vents::Rule DeadLetterConfig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 구성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는 DeadLetterConfig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r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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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Arn: String

Properties
Arn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의 대상으로 지정된 SQS 대기열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6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vents::Rule EcsParameters
대상이 Amazon ECS 작업일 경우 사용할 사용자 지정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roup" : String,
"LaunchType" : String,
"NetworkConfiguration" : NetworkConfiguration (p. 3264),
"PlatformVersion" : String,
"TaskCount" : Integer,
"TaskDefinitionArn" : String

YAML
Group: String
LaunchType: String
NetworkConfiguration:
NetworkConfiguration (p. 3264)
PlatformVersion: String
TaskCount: Integer
TaskDefinitionArn: String

Properties
Group
작업의 ECS 작업 그룹을 지정합니다. 최대 길이는 255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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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unchType
작업이 실행되는 시작 유형을 지정합니다. 여기서 지정하는 시작 유형은 대상 작업의 시작 유형(호환성)
중 하나와 일치해야 합니다. FARGATE 값은 Amazon ECS용 AWS Fargate를 지원하는 리전에서만 지
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Amazon ECS의 AWS
Fargate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C2 | EXTERNAL | FARGAT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Configuration
Amazon ECS 태스크에 awsvpc 네트워크 모드가 사용되는 경우 이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 구조는 작
업과 연결된 VPC 서브넷 및 보안 그룹과 퍼블릭 IP 주소의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LaunchType이
FARGATE인 경우 이 구조는 필수입니다. Fargate 작업에 awsvpc 모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상 ECS 작업이 awsvpc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 NetworkConfiguration을 지정할 경
우 작업이 실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etworkConfiguration (p. 32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latformVersion
작업의 플랫폼 버전을 지정합니다. 플랫폼 버전의 숫자 부분만 지정합니다(예: 1.1.0).
이 구조는 LaunchType이 FARGATE인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유효한 플랫폼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Fargate 플랫폼 버전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skCount
TaskDefinition를 기반으로 생성할 작업 수입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skDefinitionArn
이벤트 대상이 Amazon ECS 작업일 경우 사용할 작업 정의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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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6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ECS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JSON
{

}

"LaunchType": "FARGATE",
"NetworkConfiguration": {
"AwsVpcConfiguration": {
"AssignPublicIp": "DISABLED",
"SecurityGroups": [
{
"Fn: : GetAtt": [
"ScheduledFargateTaskScheduledTaskDefSecurityGroupE075BC19",
"GroupId"
]
}
],
"Subnets": [
{
"Ref": "VpcPrivateSubnet1Subnet536B997A"
}
]
}
},
"TaskCount": 2,
"TaskDefinitionArn": {
"Ref": "ScheduledFargateTaskScheduledTaskDef521FA675"
},
"enableECSManagedTags": true,
"placementConstraints": [
{
"expression": "attribute:ecs.instance-type == t2.small",
"type": "memberOf"
}
],
"placementStrategy": [
{
"field": "instanceId",
"type ": "binpack"
}
],
"propagateTags": "TASK_DEFINITION",
"referenceId": "idopsks",
"startedBy": "surearu",
"tags": [
{
"key": "maintask",
"value ": "taskval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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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LaunchType: "FARGATE"
NetworkConfiguration:
AwsVpcConfiguration:
AssignPublicIp: "DISABLED"
SecurityGroups:
Fn: : GetAtt:
"ScheduledFargateTaskScheduledTaskDefSecurityGroupE075BC19",
"GroupId"
Subnets:
Ref:
"VpcPrivateSubnet1Subnet536B997A"
TaskCount: 2
TaskDefinitionArn:
Ref:
"ScheduledFargateTaskScheduledTaskDef521FA675"
enableECSManagedTags: true
placementConstraints:
expression:
"attribute:ecs.instance-type == t2.small"
type:
"memberOf"
placementStrategy:
field:
"instanceId"
type:
"binpack"
propagateTags:
"TASK_DEFINITION"
referenceId:
"idopsks"
startedBy:
"surearu"
tags:
key:
"maintask"
value:
"taskvalue"

AWS::Events::Rule HttpParameters
대상이 API Gateway REST API 또는 EventBridge ApiDestinations인 경우 사용할 사용자 지정 파라미터입니
다. 후자의 경우 이러한 파라미터는 연결에 지정된 모든 InvocationParameters와 병합되며 연결의 모든 값이
우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eaderParameters" : {Key : Value, ...},
"PathParameterValues" : [ String, ... ],
"QueryStringParameters" : {Key : Value, ...}

YAML
Header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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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 Value
PathParameterValues:
- String
QueryStringParameters:
Key : Value

Properties
HeaderParameters
API Gateway REST API 또는 EventBridge ApiDestination을 호출하는 요청의 일부로 전송해야 하는 헤
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hParameterValues
API Gateway REST API 또는 EventBridge ApiDestination 경로 와일드카드(‘*’)를 채우는 데 사용할 경로
파라미터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StringParameters
API Gateway REST API 또는 EventBridge ApiDestination을 호출하는 요청의 일부로 전송해야 하는 쿼
리 문자열 키/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vents::Rule InputTransformer
이벤트에서 추출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조각을 기반으로 대상에 사용자 지정 입력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파
라미터를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putPathsMap" : {Key : Value, ...},
"InputTemplate" : String

YAML
InputPaths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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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 Value
InputTemplate: String

Properties
InputPathsMap
이벤트에서 추출할 JSON 경로의 맵입니다. 그런 다음 InputTemplate의 템플릿에 이를 삽입하여 대
상으로 전송하려는 출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InputPathsMap은 키-값 페어 배열이며 각 값은 유효한 JSON 경로입니다. 최대 100개의 키-값 페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괄호 표기법이 아닌 JSON 점 표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키는 ‘AWS’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Template
InputPathsMap에서 키 값으로 채워질 자리 표시자를 지정하여 대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사
용자 정의하는 입력 템플릿입니다. 각 InputPathsMaps 값을 각괄호로 묶으십시오(<value>).
InputTemplate은 유효한 JSON이어야 합니다.
InputTemplate이 JSON 객체일 경우(중괄호로 묶음) 다음 제한이 적용됩니다.
• 자리 표시자는 객체 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예제는 InputPathsMap 및 InputTemplate을 사용한 구문을 보여줍니다.
"InputTransformer":
{
"InputPathsMap": {"instance": "$.detail.instance","status":
"$.detail.status"},
"InputTemplate": "<instance> is in state <status>"
}
InputTemplate에서 JSON 문자열에 따옴표를 포함시키려면 다음 예와 같이 각 따옴표를 슬래시로 이
스케이프 처리해야 합니다.
"InputTransformer":
{
"InputPathsMap": {"instance": "$.detail.instance","status":
"$.detail.status"},
"InputTemplate": "<instance> is in state \"<status>\""
}
다음 예제와 같이 InputTemplate은 따옴표 안 또는 밖에 변수가 있는 유효한 JSON일 수 있습니다.
"InputTransform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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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PathsMap": {"instance": "$.detail.instance","status":
"$.detail.status"},
"InputTemplate": '{"myInstance": <instance>,"myStatus": "<instance> is in
state \"<status>\""}'
}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81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입력을 문자열로 변환
다음 예제에서는instance 및 state을(를) 사용하여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JSON
"InputTransformer": {
"InputPathsMap": {
"instance": "$.detail.instance-id",
"state": "$.detail.state"
},
"InputTemplate": "\"instance <instance> is in <state>\"\n
}

}\n"

YAML
InputTransformer:
InputPathsMap:
"instance" : "$.detail.instance-id"
"state" : "$.detail.state"
InputTemplate: |
"instance <instance> is in <state>"

입력을 JSON으로 변환
다음 예제에서는 instance 및 state을(를) 사용하여 문자열과 변수가 포함된 JSON을 출력합니다.

JSON
"InputTransformer": {
"InputPathsMap": {
"instance": "$.detail.instance-id",
"state": "$.detail.state"
},
"InputTemplate": "{\n
\"instance\" : <instance>,\n
\"state\" : <state>,\n
\"instanceStatus\": \"instance \\\"<instance>\\\" is in <state>\"\n}\n"
}

API 버전 2010-05-15
326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ventBridge

YAML
InputTransformer:
InputPathsMap:
"instance" : "$.detail.instance-id"
"state" : "$.detail.state"
InputTemplate: |
{
"instance" : <instance>,
"state" : <state>,
"instanceStatus": "instance \"<instance>\" is in <state>"
}

입력값 변환 및 변수 대체
다음 예제에서는 가변 RootDomainName을(를) 정의합니다. 그런 다음 instance 및 state을(를) 사용하고
domain에 대한 RootDomainName을(를)를 대체하고 JSON을 출력합니다.

JSON
"Parameters": {
"RootDomainName": {
"Description": "Domain name to use",
"Type": "String",
"Default": "testdomain.com"
}
},

JSON
"InputTransformer": {
"InputPathsMap": {
"instance": "$.detail.instance-id",
"state": "$.detail.state"
},
"InputTemplate": {
"Fn::Sub": [
"{\n
\"domain\": \"${Domain}\",\n
\"instance\" : <instance>,\n
\"state
\" : <state>,\n
\"instanceStatus\": \"instance \\\"<instance>\\\" is in <state>\"\n} ( Domain: !Ref RootDomainName )\n"
]
}
}

YAML
Parameters:
RootDomainName:
Description: Domain name to use
Type: String
Default: testdomain.com

YAML
InputTransformer:
InputPathsMap:
"instance" : "$.detail.instance-id"
"state" : "$.detail.state"
InputTemplate: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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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omain": "${Domain}",
"instance" : <instance>,
"state" : <state>,
"instanceStatus": "instance \"<instance>\" is in <state>"
} - ( Domain: !Ref RootDomainName )

AWS::Events::Rule KinesisParameters
이 객체를 사용하면 이벤트에서 추출할 JSON 경로를 지정하고 Amazon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의 파티션 키
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벤트가 이동할 샤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기
본적으로 eventId가 파티션 키로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rtitionKeyPath" : String

YAML
PartitionKeyPath: String

Properties
PartitionKeyPath
이벤트에서 추출하여 파티션 키로 사용할 JSON 경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Streams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Kinesis Streams 주요 개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vents::Rule NetworkConfiguration
이 구조는 ECS 작업의 네트워크 구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wsVpcConfiguration" : AwsVpcConfiguration (p. 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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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wsVpcConfiguration:
AwsVpcConfiguration (p. 3252)

Properties
AwsVpcConfiguration
이 구조를 사용하여 작업과 연결된 VPC 서브넷 및 보안 그룹과 퍼블릭 IP 주소의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
다. 이 구조는 awsvpc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는 ECS 작업에 대해서만 관련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wsVpcConfiguration (p. 325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vents::Rule RedshiftDataParameters
이 파라미터는 대상이 EventBridge 이벤트를 기반으로 Amazon Redshift Data API ExecuteStatement를 호
출하기 위해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일 때 사용되는 사용자 지정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base" : String,
"DbUser" : String,
"SecretManagerArn" : String,
"Sql" : String,
"StatementName" : String,
"WithEvent" : Boolean

YAML
Database: String
DbUser: String
SecretManagerArn: String
Sql: String
StatementName: String
WithEvent: Boolean

Properties
Database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임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인증할 때 필요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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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bUse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름. 임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인증할 때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ManagerArn
DB 클러스터에 대한 액세스를 활성화하는 보안 암호의 이름 또는 ARN. AWS Secrets Manager를 사용
하여 인증할 때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600
Pattern: (^arn:aws([a-z]|\-)*:secretsmanager:[a-z0-9-.]+:.*)|(\$(\.
[\w_-]+(\[(\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ql
실행할 SQL 문 텍스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mentName
SQL 문의 이름입니다. 쿼리를 식별할 수 있도록 SQL 문을 생성할 때 SQL 문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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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Event
SQL 문이 실행된 후 이벤트를 EventBridge로 다시 보낼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vents::Rule RetryPolicy
재시도 정책 설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RetryPolicy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imumEventAgeInSeconds" : Integer,
"MaximumRetryAttempts" : Integer

YAML
MaximumEventAgeInSeconds: Integer
MaximumRetryAttempts: Integer

Properties
MaximumEventAgeInSeconds
재시도를 계속하는 최대 시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60
Maximum: 864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imumRetryAttempts
요청이 실패하기 전까지 계속할 최대 재시도 횟수입니다. 재시도는 최대 시도 횟수 또는
MaximumEventAgeInSeconds의 지속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18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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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vents::Rule RunCommandParameters
이 파라미터는 명령을 전송할 EC2 인스턴스를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조건(InstanceIds 또는 태그)을 포함합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unCommandTargets" : [ RunCommandTarget (p. 3268), ... ]

YAML
RunCommandTargets:
- RunCommandTarget (p. 3268)

Properties
RunCommandTargets
현재, 단 한 개의 RunCommandTarget 블록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록은 InstanceIds 배열 또는 태
그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RunCommandTarget (p. 3268)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vents::Rule RunCommandTarget
명령으로 전송되는 EC2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로서, 키-값 페어로 지정됩니다. 각 RunCommandTarget 블록
에는 하나의 키만 포함될 수 있지만 이 키는 여러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s" : [ String, ... ]

YAML
Key: String
Value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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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Key
tag: tag-key 또는 InstanceIds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p{L}\p{Z}\p{N}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Key가 tag: tag-key일 경우, Values는 태그 값 목록입니다. Key가 InstanceIds일 경우, Values는
Amazon EC2 인스턴스 ID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vents::Rule SqsParameters
이 구조는 대상이 SQS FIFO 대기열인 경우 사용할 사용자 지정 파라미터를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essageGroupId" : String

YAML
MessageGroupId: String

Properties
MessageGroupId
대상으로 사용할 FIFO 메시지 그룹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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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vents::Rule Target
대상은 규칙이 트리거될 때 호출될 리소스입니다.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 및 리소스의 전체 목록은
PutTargets를 참조하세요.
다른 계정의 이벤트 버스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해당 계정이 계정 ID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조직을 통해 계정
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Target 구조에 적절한 권한을 가진 RoleArn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Amazon EventBridge 사용 설명서에서 AWS 계정 간 이벤트 전송 및 수신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BatchParameters" : BatchParameters (p. 3254),
"DeadLetterConfig" : DeadLetterConfig (p. 3255),
"EcsParameters" : EcsParameters (p. 3256),
"HttpParameters" : HttpParameters (p. 3259),
"Id" : String,
"Input" : String,
"InputPath" : String,
"InputTransformer" : InputTransformer (p. 3260),
"KinesisParameters" : KinesisParameters (p. 3264),
"RedshiftDataParameters" : RedshiftDataParameters (p. 3265),
"RetryPolicy" : RetryPolicy (p. 3267),
"RoleArn" : String,
"RunCommandParameters" : RunCommandParameters (p. 3268),
"SqsParameters" : SqsParameters (p. 3269)

YAML
Arn: String
BatchParameters:
BatchParameters (p. 3254)
DeadLetterConfig:
DeadLetterConfig (p. 3255)
EcsParameters:
EcsParameters (p. 3256)
HttpParameters:
HttpParameters (p. 3259)
Id: String
Input: String
InputPath: String
InputTransformer:
InputTransformer (p. 3260)
KinesisParameters:
KinesisParameters (p. 3264)
RedshiftDataParameters:
RedshiftDataParameters (p. 3265)
RetryPolicy:
RetryPolicy (p. 3267)
RoleArn: String
RunCommandParameters:
RunCommandParameters (p. 3268)
Sqs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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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sParameters (p. 3269)

Properties
Arn
대상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6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atchParameters
이벤트 대상이 AWS Batch 작업인 경우, 여기에는 작업 정의, 작업 이름 및 기타 파라미터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tch 사용 설명서에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BatchParameters (p. 325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adLetterConfig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 이벤트를 보낼 대상 대기열을 정의하는 DeadLetterConfig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adLetterConfig (p. 3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csParameters
이벤트 대상이 Amazon ECS 작업일 경우, Amazon ECS 작업 정의 및 사용할 작업 수를 포함합니다.
Amazon ECS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Container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작업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EcsParameters (p. 3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Parameters
대상이 API Gateway REST 엔드포인트 또는 EventBridge ApiDestination일 때 사용할 HTTP 파라미터
가 포함됩니다.
API Gateway REST API 또는 EventBridge ApiDestination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 파라미터
를 사용하여 대상 호출 요청의 일부로 헤더, 경로 파라미터, 쿼리 문자열 키/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piDestinations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Connection에도 이러한 값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충돌하는 키가
있는 경우 Connection의 값이 우선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Parameters (p. 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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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
대상의 ID입니다. 기억하기 쉬운 공유한 문자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_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
대상으로 전달되는 유효한 JSON 텍스트입니다. 이 경우 이벤트 자체에서는 대상으로 아무것도 전달되
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JavaScript Object Notation(JSON) 데이터 교환 형식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81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Path
대상에 전달할 때 일치하는 이벤트의 일부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JSONPath의 값입니다. 대괄호 표기
법이 아닌 JSON 점 표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JSON 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SONPath를 참조하
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Transformer
특정 이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에 사용자 지정 입력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설정입니다. 이벤트에
서 하나 이상의 키-값 페어를 추출한 후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상에 사용자 지정 입력을 전송할 수 있
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Transformer (p. 32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inesisParameters
대상이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인 경우 샤드 할당을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파라미터입
니다. 이 파라미터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eventId가 파티션 키로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inesisParameters (p. 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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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dshiftDataParameters
대상이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일 때 사용할 Amazon Redshift 데이터 API 파라미터가 포함됩니다.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여 EventBridge 이벤트를 기반
으로 Amazon Redshift Data API ExecuteStatement를 호출하는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dshiftDataParameters (p. 326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ryPolicy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에 사용할 재시도 정책 구성이 포함된 RetryPolicy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tryPolicy (p. 326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규칙이 트리거될 때 이 대상에 사용할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한 규칙이 여러 대
상을 트리거하는 경우 각 대상에 대해 다른 IAM 역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6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nCommandParameters
Amazon EC2 Run Command를 호출하는 규칙을 사용할 경우 사용되는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unCommandParameters (p. 32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qsParameters
대상이 FIFO 대기열인 경우 사용할 메시지 그룹 ID를 포함합니다.
대상으로 SQS FIFO 대기열을 지정한 경우 대기열의 콘텐츠 기반 중복 제거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qsParameters (p. 326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EventBridge 스키마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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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EventSchemas::Discoverer (p. 3274)
• AWS::EventSchemas::Registry (p. 3276)
• AWS::EventSchemas::RegistryPolicy (p. 3279)
• AWS::EventSchemas::Schema (p. 3281)

AWS::EventSchemas::Discoverer
AWS::EventSchemas::Discoverer 리소스를 사용하여 이벤트 버스에 연결되는 검색자를 지정합니다.
검색자를 사용하면 Amazon EventBridge Schema Registry가 이벤트 버스의 이벤트를 기반으로 스키마를 자
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ventSchemas::Discoverer",
"Properties" : {
"CrossAccount" : Boolean,
"Description" : String,
"SourceArn" : String,
"Tags" : [ TagsEntry (p. 3276), ... ]
}

YAML
Type: AWS::EventSchemas::Discoverer
Properties:
CrossAccount: Boolean
Description: String
SourceArn: String
Tags:
- TagsEntry (p. 3276)

Properties
CrossAccount
다른 계정에서 이벤트 버스로 전송된 이벤트 스키마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검색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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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Arn
이벤트 버스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리소스와 연결된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sEntry (p. 327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제공하면 Ref는 검색자의 ARN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rossAccount
다른 계정의 이벤트 스키마가 검색되었는지 여부를 정의합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DiscovererArn
검색자의 ARN입니다.
DiscovererId
검색자의 ID입니다.

예제
기본 이벤트 버스에서 이벤트에 대한 스키마 생성
YAML
Resources:
MyDiscoverer:
Type: AWS::EventSchemas::Discoverer
Properties:
SourceArn: 'arn:aws:events:us-west-2:012345678910:event-bus/default'
Description: 'discover all custom schemas'

API 버전 2010-05-15
327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EventBridge 스키마

AWS::EventSchemas::Discoverer TagsEntry
검색자와 연결할 태그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키-값 페어의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키-값 페어의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ventSchemas::Registry
AWS::EventSchemas::Registry를 사용하여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지정합니다. 스키마 레지스트리는 스
키마의 컨테이너입니다. 레지스트리는 스키마가 논리적 그룹에 있도록 스키마를 수집하고 구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ventSchemas::Registry",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RegistryName" : String,
"Tags" : [ TagsEntry (p. 3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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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Type: AWS::EventSchemas::Registry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RegistryName: String
Tags:
- TagsEntry (p. 3278)

Properties
Description
생성할 레지스트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stryName
스키마 레지스트리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레지스트리와 연결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sEntry (p. 327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제공하면 Ref는 스키마의 ARN을 반환합니다. 예:
{ "Ref": "MyRegistry" }
다음과 비슷한 값을 반환합니다.
arn:aws:schemas:us-east-1:012345678901:registry/MyRegistry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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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RegistryArn
레지스트리의 ARN입니다.
RegistryName
레지스트리의 이름입니다.

예제
AWS Step Functions에서 내보낸 이벤트에 대한 스키마 레지스트리 생성
YAML
Resources:
StatesSchemasRegistry:
Type: AWS::EventSchemas::Registry
Properties:
RegistryName: 'aws.states'
Description: 'Contains the schemas of events emitted by AWS Step Functions'

AWS::EventSchemas::Registry TagsEntry
스키마 레지스트리와 연결할 태그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키-값 페어의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키-값 페어의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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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EventSchemas::RegistryPolicy
AWS::EventSchemas::RegistryPolicy 리소스를 사용하여 EventBridge 스키마 레지스트리에 대한 리
소스 기반 정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EventSchemas::RegistryPolicy",
"Properties" : {
"Policy" : Json,
"RegistryName" : String,
"RevisionId" : String
}

YAML
Type: AWS::EventSchemas::RegistryPolicy
Properties:
Policy: Json
RegistryName: String
RevisionId: String

Properties
Policy
리소스 기반 정책입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stryName
레지스트리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visionId
정책의 개정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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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입력하면 레지스트리의 이름을 Ref합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Id
정책의 ID입니다.

예제
YAML
Resources:
RegistryPolicy:
Type: AWS::EventSchemas::RegistryPolicy
Properties:
RegistryName: registryName
Policy:
Version: 2012-10-17
Statement:
Sid: 1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012345678901:user/TestAccountForRegistryPolicy
Action:
- schemas:DescribeRegistry
- schemas:CreateSchema
Resource: registryArn

YAML
Resources:
RegistryPolicy:
Type: 'AWS::EventSchemas::RegistryPolicy'
Properties:
RegistryName: 'MyRegistry'
Policy:
Version: '2012-10-17'
Statement:
- Sid: 'Test'
Effect: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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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 'schemas:*'
Principal:
AWS:
- '109876543210'
Resource:
- 'arn:aws:schemas:us-east-1:012345678901:registry/MyRegistry'
- 'arn:aws:schemas:us-east-1:012345678901:schema/MyRegistry*'

JSON
{

}

"Resources": {
"RegistryPolicy": {
"Type": "AWS::EventSchemas::RegistryPolicy",
"Properties": {
"RegistryName": "MyRegistry",
"Policy":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Test",
"Effect": "Allow",
"Action": [
"schemas:*"
],
"Principal": {
"AWS": [
"109876543210"
]
},
"Resource": [
"arn:aws:schemas:us-east-1:012345678901:registry/MyRegistry",
"arn:aws:schemas:us-east-1:012345678901:schema/MyRegistry*"
]
}
]
}
}
}
}

AWS::EventSchemas::Schema
AWS::EventSchemas::Schema 리소스를 사용하여 이벤트 스키마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EventSchemas::Schema",
"Properties" : {
"Content" : String,
"Description" : String,
"RegistryName" : String,
"SchemaName" : String,
"Tags" : [ TagsEntry (p. 3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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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 String

YAML
Type: AWS::EventSchemas::Schema
Properties:
Content: String
Description: String
RegistryName: String
SchemaName: String
Tags:
- TagsEntry (p. 3284)
Type: String

Properties
Content
스키마 정의의 소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스키마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stryName
스키마 레지스트리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chemaName
스키마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스키마와 연관되는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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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agsEntry (p. 328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스키마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제공하면 Ref는 스키마의 ARN을 반환합니다. 예:
{ "Ref": "MySchema" }
다음과 비슷한 값을 반환합니다.
arn:aws:schemas:us-east-1:012345678901:schema/MyRegistry/MySchema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SchemaArn
스키마의 ARN입니다.
SchemaName
스키마의 이름입니다.
SchemaVersion
스키마의 버전 번호입니다.

예제
YAML
Resources:
ExecutionStatusChangeSchema:
Type: AWS::EventSchemas::Schema
Properties
RegistryName: 'aws.events'
SchemaName: ExecutionStatusChange
Description: 'event emitted when the status of a state machine executio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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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penApi3
Content: >
{
"openapi": "3.0.0",
"info": {
"version": "1.0.0",
"title": "StepFunctionsExecutionStatusChange"
},
"paths":{}
"components": {
"schemas": {
"StepFunctionsExecutionStatusChange": {
"type": "object",
"required": [ "output", "input", "executionArn", "name", "stateMachineArn",
"startDate", "stopDate", "status" ],
"properties": {
"output": {"type": "string","nullable": true},
"input": {"type": "string"},
"executionArn": {"type": "string"},
"name": {"type": "string"},
"stateMachineArn": {"type": "string"},
"startDate": {"type": "integer","format": "int64"},
"stopDate": {"type": "integer","format": "int64","nullable": true},
"status": {"type": "string","enum": [ "FAILED", "RUNNING", "SUCCEEDED",
"ABORTED" ]}
}
}
}
}
}

AWS::EventSchemas::Schema TagsEntry
스키마와 연결할 태그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키-값 페어의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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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키-값 페어의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FinSpace 스키마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FinSpace::Environment (p. 3285)

AWS::FinSpace::Environment
AWS::FinSpace::Environment 리소스는 Amazon FinSpace 환경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FinSpace::Environment",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FederationMode" : String,
"FederationParameters" : FederationParameters (p. 3288),
"KmsKeyId" : String,
"Name" : String
}

YAML
Type: AWS::FinSpace::Environment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FederationMode: String
FederationParameters:
FederationParameters (p. 3288)
KmsKeyId: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FinSpace 환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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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0
Pattern: ^[a-zA-Z0-9. ]{1,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ederationMode
환경에 대한 인증 모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EDERATED | LOCA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ederationParameters
인증 모드가 FEDERATED일 때의 구성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ederationParameters (p. 328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KeyId
FinSpace 환경에서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KMS 키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0
Pattern: ^[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FinSpace 환경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a-zA-Z0-9]+[a-zA-Z0-9-]*[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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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 "Ref": "myEnvironment" }
Amazon FinSpace 환경 그룹 myEnvironment의 경우, Ref은(는) 환경 이름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wsAccountId
FinSpace 환경이 생성되는 AWS account의 ID입니다.
DedicatedServiceAccountId
FinSpace 환경과 연결된 전용 서비스 계정의 AWS account ID입니다.
EnvironmentArn
FinSpace 환경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EnvironmentId
FinSpace 환경의 식별자입니다.
EnvironmentUrl
FinSpace 환경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로그인 URL입니다.
SageMakerStudioDomainUrl
웹 애플리케이션의 통합 Habanero 노트북 환경의 URL입니다.
Status
FinSpace 환경의 현재 생성 상태입니다.

예제
환경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새 FinSpace 환경을 생성합니다.

YAML
Resources:
FinSpaceEnvironment:
Type: 'AWS::FinSpace::Environment'
Properties:
Name: My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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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KeyId: arn:aws:kms:useast-1:123456789012:key/44efed01-30d0-4b39-80e7-165d5ed34524
FederationMode: LOCAL

JSON
{

"Resources": {
"FinSpaceEnvironment": {
"Type": "AWS::FinSpace::Environment",
"Properties": {
"Name": "MyEnvironment",
"KmsKeyId": "arn:aws:kms:useast-1:123456789012:key/44efed01-30d0-4b39-80e7-165d5ed34524",
"FederationMode": "LOCAL"
}
}
}
}

AWS::FinSpace::Environment FederationParameters
인증 모드가 FEDERATED일 때의 구성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plicationCallBackURL" : String,
"AttributeMap" : Json,
"FederationProviderName" : String,
"FederationURN" : String,
"SamlMetadataDocument" : String,
"SamlMetadataURL" : String

YAML
ApplicationCallBackURL: String
AttributeMap: Json
FederationProviderName: String
FederationURN: String
SamlMetadataDocument: String
SamlMetadataURL: String

Properties
ApplicationCallBackURL
SAML 2.0 호환 자격 증명 공급자 구성(IdP)에 입력해야 하는 리디렉션 또는 로그인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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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1000
Pattern: ^https?://[-a-zA-Z0-9+&@#/%?=~_|!:,.;]*[-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ttributeMap
SAML 속성 이름 및 값입니다. 이름은 항상 Email이어야 하고 값은 사용자 이메일이 설정된 속성 정
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은 Email이고 값은 http://schemas.xmlsoap.org/
ws/2005/05/identity/claims/emailaddress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AML 2.0 호환
자격 증명 공급자(IdP)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ederationProviderName
자격 증명 공급자(IdP)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
Pattern: [^_\p{Z}][\p{L}\p{M}\p{S}\p{N}\p{P}][^_\p{Z}]+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ederationURN
Uniform Resource Name(URN)입니다. 서비스 공급자 URN 또는 대상 URI 또는 서비스 공급자 엔터티
ID라고도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mlMetadataDocument
자격 증명 공급자(IdP)의 SAML 2.0 메타데이터 문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000
Maximum: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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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mlMetadataURL
SAML 2.0을 준수하는 자격 증명 공급자(IdP)의 메타데이터 URL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0
Pattern: ^https?://[-a-zA-Z0-9+&@#/%?=~_|!:,.;]*[-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Fault Injection Simulato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FIS::ExperimentTemplate (p. 3290)

AWS::FIS::ExperimentTemplate
실험 템플릿을 지정합니다.
실험 템플릿에는 다음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 대상: 대상은 AWS 환경의 특정 리소스이거나 사용자가 지정한 기준과 일치하는 하나 이상의 리소스(예:
특정 태그가 있는 리소스)일 수 있습니다.
• 작업: 대상에서 수행할 작업입니다. 여러 작업, 각 작업의 지속 시간, 실험 중 각 작업을 시작할 시점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 중지 조건: 실험이 실행되는 동안 중지 조건이 트리거되면 실험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중지 조건을
CloudWatch 경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Fault Injection Simulator 사용 설명서에서 실험 템플릿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FIS::ExperimentTemplate",
"Properties" : {
"Actions" : {Key : Value, ...},
"Description" : String,
"RoleArn" : String,
"StopConditions" : [ ExperimentTemplateStopCondition (p. 3294), ... ],
"Tags" : {Key : Value, ...},
"Targets" : {Key : Val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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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AWS::FIS::ExperimentTemplate
Properties:
Actions:
Key : Value
Description: String
RoleArn: String
StopConditions:
- ExperimentTemplateStopCondition (p. 3294)
Tags:
Key : Value
Targets:
Key : Value

Properties
Actions
실험의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xperimentTemplateAction (p. 3292)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실험 템플릿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사용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AWS FIS 서비스에 부여하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opConditions
중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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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ExperimentTemplateStopCondition (p. 329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실험 템플릿에 적용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rgets
실험의 대상입니다.
Required: 예
Type: ExperimentTemplateTarget (p. 3295)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실험 템플릿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Id
실험 템플릿의 ID입니다.

AWS::FIS::ExperimentTemplate ExperimentTemplateAction
실험 템플릿의 작업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Fault Injection Simulator 사용 설명서에서 작업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ction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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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 String,
"Parameters" : {Key : Value, ...},
"StartAfter" : [ String, ... ],
"Targets" : {Key : Value, ...}

YAML
ActionId: String
Description: String
Parameters:
Key : Value
StartAfter:
- String
Targets:
Key : Value

Properties
ActionId
작업 ID입니다. 작업 ID의 형식은 aws:service-name:action-type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작업의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해당하는 경우 작업의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rtAfter
현재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작업의 이름입니다. 실험을 시작할 때 작업을 실행하려면
이 파라미터를 생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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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s
작업의 대상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FIS::ExperimentTemplate ExperimentTemplateStopCondition
실험 템플릿의 중지 조건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ource" : String,
"Value" : String

YAML
Sourc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Source
중지 조건의 소스입니다. 중지 조건이 CloudWatch 경보에 의해 정의된 경우
aws:cloudwatch:alarm을(를) 지정합니다. 중지 조건이 없는 경우 none을(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64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CloudWatch 경보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는 원본이 CloudWatch 경보인 경우 필요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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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048
Pattern: [\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FIS::ExperimentTemplate ExperimentTemplateTarget
실험에 대한 대상을 지정합니다.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하나 이상 지정하거나 리소스 태그를 하나 이
상 지정해야 합니다. ARN과 태그를 둘 다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Fault Injection Simulator 사용 설명서에서 대상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lters" : [ ExperimentTemplateTargetFilter (p. 3296), ... ],
"ResourceArns" : [ String, ... ],
"ResourceTags" : {Key : Value, ...},
"ResourceType" : String,
"SelectionMode" : String

YAML
Filters:
- ExperimentTemplateTargetFilter (p. 3296)
ResourceArns:
- String
ResourceTags:
Key : Value
ResourceType: String
SelectionMode: String

Properties
Filters
특정 속성을 사용하여 대상 리소스를 식별하기 위해 적용할 필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xperimentTemplateTargetFilter (p. 329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Arns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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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Tags
대상 리소스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Type
AWS 리소스 유형입니다. 지정된 작업에 대해 리소스 유형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64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lectionMode
식별된 리소스의 범위를 임의로 특정 리소스 수로 지정하거나 리소스의 백분율로 지정합니다. 식별된 모
든 리소스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ALL - 식별된 모든 대상에 대해 작업을 실행합니다. 이 값이 기본값입니다.
• COUNT(n) - 식별된 대상에서 임의로 선택한 지정된 수의 대상에 대해 작업을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COUNT(1)는 대상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PERCENT(n) - 식별된 대상에서 임의로 선택한 지정된 백분율의 대상에 대해 작업을 실행합니다. 예
를 들어 PERCENT(25)는 대상의 25%를 선택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64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FIS::ExperimentTemplate ExperimentTemplateTargetFilter
실험 템플릿의 대상 리소스 입력에 사용되는 필터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Fault Injection Simulator 사용 설명서에서 리소스 필터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th" : String,
"Values" : [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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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Path: String
Values:
- String

Properties
Path
필터의 속성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필터의 속성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Firewall Manage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FMS::NotificationChannel (p. 3297)
• AWS::FMS::Policy (p. 3299)

AWS::FMS::NotificationChannel
SNS 로그를 기록하는 데 사용할 IAM 역할 및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SNS) 주제를 지정합니다.
콘솔 외부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역할 AWSServiceRoleForFMS에서 SNS 로그를 게시하는 것을 허용
하도록 SNS 주제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Firewall Manager 개발자 안내서에서 API 작업에
필요한 Firewall Manager 권한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FMS::NotificationChannel",
"Properties" : {
"SnsRole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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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TopicArn" : String

YAML
Type: AWS::FMS::NotificationChannel
Properties:
SnsRoleName: String
SnsTopicArn: String

Properties
SnsRoleName
Amazon SNS가 AWS Firewall Manager 활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
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sTopicArn
AWS Firewall Manager로부터 알림을 수집하는 SNS 주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에 대한 Ref는 SnsTopicArn을 반환합니다.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 arn:aws:sns:uswest-2:111122223333:MyTopic. SN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리소
스 유형 참조를 참조하세요.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물리적 ID(예: 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Firewall Manager 알림 채널 만들기
다음은 Firewall Manager용 SNS 알림 채널의 예입니다.

YAML
Notification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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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FMS::NotificationChannel
Properties:
SnsRoleName: !Sub arn:aws:iam::${AWS::AccountId}:role/aws-service-role/
fms.amazonaws.com/AWSServiceRoleForFMS
SnsTopicArn: !Ref SnsTopic

JSON
"NotificationChannel": {
"Type": "AWS::FMS::NotificationChannel",
"Properties": {
"SnsRoleName": {
"Fn::Sub": "arn:aws:iam::${AWS::AccountId}:role/aws-service-role/
fms.amazonaws.com/AWSServiceRoleForFMS"
},
"SnsTopicArn": {
"Ref": "SnsTopic"
}
}
}

AWS::FMS::Policy
AWS Firewall Manager 정책입니다.
Firewall Manager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정책을 제공합니다.
• AWS Shield Advanced 정책은 Shield Advanced 보호를 지정된 계정과 리소스에 적용합니다.
• AWS WAF 정책(유형 WAFV2)으로, 해당 AWS WAF 웹 ACL에서 먼저 실행할 규칙 그룹과 웹 ACL에서 마
지막으로 실행할 규칙 그룹을 정의합니다.
• AWS WAF Classic 정책은 규칙 그룹을 정의합니다. AWS WAF Classic은 Amazon CloudFront의 규칙 그
룹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CloudFront을 통해 AWS WAF Classic 정책을 생성하려면 먼저 CloudFront 외부
에 규칙 그룹을 생성해야 합니다.
• 보안 그룹 정책은 AWS 조직 전체에 걸쳐 VPC 보안 그룹을 관리합니다.
• AWS Network Firewall 정책은 지정된 Amazon VPC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필터링하는 방화벽 규칙을 제공
합니다.
• DNS Firewall 정책은 지정된 Amazon VPC의 DNS 쿼리를 필터링하는 Amazon Route 53 Resolver DNS
Firewall 규칙을 제공합니다.
각 정책은 유형 중 하나에 따라 다릅니다. 계정 전체에 둘 이상의 정책 유형을 적용하려는 경우 여러 개의 정
책을 생성합니다. 각 유형에 대해 여러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용하기 위해 일부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Firewall Manager에서 사전 요구
사항 및 시작하기 섹션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FMS::Policy",
"Properties" : {
"DeleteAllPolicyResources" : Boolean,
"ExcludeMap" : IEMap (p. 3312),
"ExcludeResourceTags" :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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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cludeMap" : IEMap (p. 3312),
"PolicyName" : String,
"RemediationEnabled" : Boolean,
"ResourceTags" : [ ResourceTag (p. 3314), ... ],
"ResourceType" : String,
"ResourceTypeList" : [ String, ... ],
"SecurityServicePolicyData" : Json,
"Tags" : [ PolicyTag (p. 3313), ... ]

YAML
Type: AWS::FMS::Policy
Properties:
DeleteAllPolicyResources: Boolean
ExcludeMap:
IEMap (p. 3312)
ExcludeResourceTags: Boolean
IncludeMap:
IEMap (p. 3312)
PolicyName: String
RemediationEnabled: Boolean
ResourceTags:
- ResourceTag (p. 3314)
ResourceType: String
ResourceTypeList:
- String
SecurityServicePolicyData: Json
Tags:
- PolicyTag (p. 3313)

Properties
DeleteAllPolicyResources
정책을 삭제할 때 사용됩니다. true의 경우 Firewall Manager는 정책 유형에 따라 정리를 수행합니다.
AWS WAF 및 Shield Advanced 정책의 경우 Firewall Manager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Firewall Manager를 통해 생성된 규칙 그룹을 삭제합니다.
• 범위 내 리소스에서 웹 ACL 제거
• 규칙이나 규칙 그룹이 없는 웹 ACL 삭제
보안 그룹 정책의 경우 Firewall Manager는 정책의 각 보안 그룹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 범위 내 리소스에서 보안 그룹의 연결 해제
• Firewall Manager를 통해 보안 그룹이 만들어지고 다른 정책을 통해 리소스와 더 이상 연결되지 않은
경우 보안 그룹 삭제
정리 후 범위 내 리소스는 더 이상 이 정책에서 웹 ACL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범위에서 벗어난 리소
스의 보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범위는 생성한 태그 및 정책과 연결한 계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책을
만들 때 특정 계정 또는 특정 태그가 있는 리소스만 정책 범위에 포함되도록 지정하면 해당 계정과 리소
스가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태그나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모
든 리소스가 범위 내에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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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deMap
정책에서 제외할 AWS 계정 ID 및 AWS Organizations 조직 단위(OU)를 지정합니다. OU를 지정하는 것
은 나중에 추가되는 모든 하위 OU 및 계정을 포함하여 OU 및 하위 OU의 모든 계정을 지정하는 것과 동
등합니다.
포함 또는 제외를 지정할 수 있지만, 둘 다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IncludeMap을 지정하면 AWS
Firewall Manager는 IncludeMap에서 지정한 모든 계정에 정책을 적용하며, ExcludeMap 사양을 평가
하지 않습니다. IncludeMap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Firewall Manager는 ExcludeMap에서 지정한
계정을 제외한 모든 계정에 정책을 적용합니다.
계정 ID, OU 또는 조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키를 ACCOUNT로 설정하여 계정 ID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유효한 맵입니다.
{“ACCOUNT” : [“accountID1”, “accountID2”]}
• 키를 ORGUNIT로 설정하여 OU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유효한 맵입니다. {“ORGUNIT” :
[“ouid111”, “ouid112”]}.
• 단일 맵에서 계정과 OU를 쉼표로 구분하여 함께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유효한 맵입니
다. {“ACCOUNT” : [“accountID1”, “accountID2”], “ORGUNIT” : [“ouid111”,
“ouid112”]}
Required: 아니요
Type: IEMap (p. 33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ludeResourceTags
ResourceTags 속성에 태그가 지정된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이 속성이 True인 경우 지정된 태그가 있
는 리소스가 정책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False인 경우, 지정된 태그가 있는 리소스만 정책 범위 내에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Map
정책에 포함할 AWS 계정 ID 및 AWS Organizations 조직 단위(OU)를 지정합니다. OU를 지정하는 것은
나중에 추가되는 모든 하위 OU 및 계정을 포함하여 OU 및 하위 OU의 모든 계정을 지정하는 것과 동등
합니다.
포함 또는 제외를 지정할 수 있지만, 둘 다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IncludeMap을 지정하면 AWS
Firewall Manager는 IncludeMap에서 지정한 모든 계정에 정책을 적용하며, ExcludeMap 사양을 평가
하지 않습니다. IncludeMap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Firewall Manager는 ExcludeMap에서 지정한
계정을 제외한 모든 계정에 정책을 적용합니다.
계정 ID, OU 또는 조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키를 ACCOUNT로 설정하여 계정 ID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유효한 맵입니다.
{“ACCOUNT” : [“accountID1”, “accountID2”]}
• 키를 ORGUNIT로 설정하여 OU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유효한 맵입니다. {“ORGUNIT” :
[“ouid111”, “ouid112”]}.
• 단일 맵에서 계정과 OU를 쉼표로 구분하여 함께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유효한 맵입니
다. {“ACCOUNT” : [“accountID1”, “accountID2”], “ORGUNIT” : [“ouid111”,
“ouid112”]}
Required: 아니요
Type: IEMap (p. 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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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yName
AWS Firewall Manager 정책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p{L}\p{Z}\p{N}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mediationEnabled
정책을 새 리소스에 자동으로 적용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Tags
정책 범위에 리소스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거나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데 사용되는 ResourceTag 객
체 배열입니다. 이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태그가 정책 범위를 수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ExcludeResourceTags 단원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Tag (p. 3314) 목록
Maximum: 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Type
정책에 의해 또는 정책 범위 내에서 보호되는 리소스의 유형입니다. 이 형식은 AWS 리소스 유형 참조에
나와 있는 형식입니다. 이 정책을 여러 리소스 유형에 적용하려면 ResourceTypeList의 리소스 유형
을 지정한 후 ResourceTypeList에서 리소스 유형을 지정합니다.
AWS WAF 및 Shield Advanced의 경우, 리소스 유형의 예에는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및 AWS::CloudFront::Distribution이
포함됩니다. 보안 그룹 공통 정책의 경우 유효한 값은 AWS::EC2::NetworkInterface
및 AWS::EC2::Instance입니다. 보안 그룹 콘텐츠 감사 정책의 경우, 유효한 값은
AWS::EC2::SecurityGroup, AWS::EC2::NetworkInterface 및 AWS::EC2::Instance입니다.
보안 그룹 사용량 감사 정책의 경우 값은 AWS::EC2::SecurityGroup입니다. AWS Network Firewall
정책 또는 DNS 방화벽 정책의 경우 값은 AWS::EC2::VPC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p{L}\p{Z}\p{N}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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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TypeList
ResourceType 객체의 배열입니다. 이는 여러 리소스 유형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단일 리
소스 유형을 지정하려면 ResourceType을(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ServicePolicyData
리소스를 보호하는 데 사용 중인 보안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설정이 포함됩니다.
• 유형 - 정책이 리소스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서비스 유형을 나타냅니다. 보안 그룹 정책의 경우
Firewall Manager는 각 공통 정책 및 각 콘텐츠 감사 정책에 대해 하나의 보안 그룹을 지원합니다. 이
값은 AWS Support에 문의하여 늘릴 수 있는 조정 가능한 제한입니다.
유효한 값: WAFV2 | WAF |SHIELD_ADVANCED | SECURITY_GROUPS_COMMON |
SECURITY_GROUPS_CONTENT_AUDIT | SECURITY_GROUPS_USAGE_AUDIT |
NETWORK_FIREWALL | DNS_FIREWALL
• ManagedServiceData - JSON 형식의 서비스 유형에 특정한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SHIELD_ADVANCED의 경우, 빈 문자열입니다.
• 예: WAFV2
"ManagedServiceData": "{\"type\":\"WAFV2\",\"preProcessRuleGroups
\":[{\"ruleGroupArn\":null,\"overrideAction\":{\"type\":\"NONE\"},
\"managedRuleGroupIdentifier\":{\"version\":null,\"vendorName\":\"AWS
\",\"managedRuleGroupName\":\"AWSManagedRulesAmazonIpReputationList
\"},\"ruleGroupType\":\"ManagedRuleGroup\",\"excludeRules\":[]}],
\"postProcessRuleGroups\":[],\"defaultAction\":{\"type\":\"ALLOW\"},
\"overrideCustomerWebACLAssociation\":false,\"loggingConfiguration
\":{\"logDestinationConfigs\":[\"arn:aws:firehose:uswest-2:12345678912:deliverystream/aws-waf-logs-fms-admin-destination
\"],\"redactedFields\":[{\"redactedFieldType\":\"SingleHeader\",
\"redactedFieldValue\":\"Cookies\"},{\"redactedFieldType\":\"Method
\"}]}}"
loggingConfiguration에서 하나의 logDestinationConfigs를 지정할 수 있고, 선택
적으로 최대 20개의 redactedFields를 제공할 수 있으며, RedactedFieldType은 URI,
QUERY_STRING, HEADER 또는 METHOD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예: WAF Classic
"ManagedServiceData": "{\"type\": \"WAF\", \"ruleGroups\": [{\"id\":
\"12345678-1bcd-9012-efga-0987654321ab\", \"overrideAction\" : {\"type
\": \"COUNT\"}}],\"defaultAction\": {\"type\": \"BLOCK\"}}
AWS WAF Classic은 CloudFront의 규칙 그룹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CloudFormation을 통해 WAF
Classic 정책을 생성하려면 CloudFront 외부에서 규칙 그룹을 생성한 다음, WAF 관리형 서비스 데
이터 사양에 규칙 그룹 ID를 입력합니다.
• 예: SECURITY_GROUPS_COMMON
"SecurityServicePolicyData":
{"Type":"SECURITY_GROUPS_COMMON","ManagedServiceData":"{\"type
\":\"SECURITY_GROUPS_COMMON\",\"revertManualSecurityGroup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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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exclusiveResourceSecurityGroupManagement
\":false,\"securityGroups\":[{\"id\":\" sg-000e55995d61a06bd
\"}]}"},"RemediationEnabled":false,"ResourceType":"AWS::EC2::NetworkInterface"}
• 예: SECURITY_GROUPS_CONTENT_AUDIT
"SecurityServicePolicyData":
{"Type":"SECURITY_GROUPS_CONTENT_AUDIT","ManagedServiceData":"{\"type
\":\"SECURITY_GROUPS_CONTENT_AUDIT\",\"securityGroups\":[{\"id\":\"
sg-000e55995d61a06bd \"}],\"securityGroupAction\":{\"type\":\"ALLOW
\"}}"},"RemediationEnabled":false,"ResourceType":"AWS::EC2::NetworkInterface"}
콘텐츠 감사에 대한 보안 그룹 작업은 ALLOW 또는 DENY일 수 있습니다. ALLOW의 경우, 범위 내 모
든 보안 그룹 규칙이 정책의 보안 그룹 규칙에 허용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DENY의 경우, 범위
내 모든 보안 그룹 규칙에는 정책 보안 그룹의 규칙 값 또는 범위와 일치하는 값 또는 범위가 포함되
어서는 안 됩니다.
• 예: SECURITY_GROUPS_USAGE_AUDIT
"SecurityServicePolicyData":
{"Type":"SECURITY_GROUPS_USAGE_AUDIT","ManagedServiceData":"{\"type
\":\"SECURITY_GROUPS_USAGE_AUDIT\",\"deleteUnusedSecurityGroups
\":true,\"coalesceRedundantSecurityGroups
\":true}"},"RemediationEnabled":false,"Resou
rceType":"AWS::EC2::SecurityGroup"}
• 예: NETWORK_FIREWALL
"ManagedServiceData":"{\"type\":\"NETWORK_FIREWALL
\",\"networkFirewallStatelessRuleGroupReferences
\":[{\"resourceARN\":\"arn:aws:network-firewall:useast-1:000000000000:stateless-rulegroup\/example\",\"priority
\":1}],\"networkFirewallStatelessDefaultActions\":[\"aws:drop\",
\"example\"],\"networkFirewall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aws:drop\",\"example\"],\"networkFirewallStatelessCustomActions
\":[{\"actionName\":\"example\",\"actionDefinition\":
{\"publishMetricAction\":{\"dimensions\":[{\"value\":\"example
\"}]}}}],\"networkFirewallStatefulRuleGroupReferences\":[{\"resourceARN
\":\"arn:aws:network-firewall:us-east-1:000000000000:statefulrulegroup\/example\"}],\"networkFirewallOrchestrationConfig\":
{\"singleFirewallEndpointPerVPC\":false,\"allowedIPV4CidrList\":[]}}"
• 예: DNS_FIREWALL
"ManagedServiceData": "{ \"type\": \"DNS_FIREWALL\",
\"preProcessRuleGroups\": [{\"ruleGroupId\": \"rslvr-frg-123456\",
\"priority\": 11}], \"postProcessRuleGroups\": [{\"ruleGroupId\":
\"rslvr-frg-123456\", \"priority\": 9902}]}"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AWS 리소스에 연결된 키:값 페어의 모음입니다. 키-값 페어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모든 항목이 될 수 있
습니다. 일반적으로 태그 키는 범주(예: “환경”)를 나타내며 태그 값은 해당 범주 내의 특정 값(예: “테스
트”, “개발” 또는 “프로덕션”)을 나타냅니다. 각 AWS 리소스에 최대 50개의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API 버전 2010-05-15
330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Firewall Manager

Type: PolicyTag (p. 331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에 대한 Ref는 PolicyId를 반환합니다.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물리적 ID(예: 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Arn
정책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Id
정책의 ID입니다.

예제
Firewall Manager AWS WAF 정책 생성
다음은 AWS WAF의 최신 버전에 대한 Firewall Manager WAF 정책의 예입니다.

YAML
PolicyWAFv2:
Type: AWS::FMS::Policy
Properties:
ExcludeResourceTags: false
PolicyName: Policy
RemediationEnabled: false
Resource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SecurityServicePolicyData:
Type: WAFV2
ManagedServiceData: !Sub '{"type":"WAFV2",
"preProcessRuleGroups":[{
"ruleGroupType":"RuleGroup",
"ruleGroupArn":"${RuleGroup.Arn}",
"overrideAction":{"type":"NONE"}}],
"postProcessRuleGroups":[],
"defaultAction":{"type":"BLOCK"}}'

JSON
"PolicyWAFv2": {
"Type": "AWS::FMS::Policy",
"Properties": {
"ExcludeResourceTags": false,
"PolicyNam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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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diationEnabled": false,
"Resource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SecurityServicePolicyData": {
"Type": "WAFV2",
"ManagedServiceData": {
"Fn::Sub": "{\"type\":\"WAFV2\",\"preProcessRuleGroups\":[{\"ruleGroupType
\":\"RuleGroup,\"ruleGroupArn\":\"${RuleGroup.Arn}\",\"overrideAction\":{\"type\":\"NONE
\"}}],\"postProcessRuleGroups\":[],\"defaultAction\":{\"type\":\"BLOCK\"}}"
}
}
}
}

Firewall Manager AWS WAF Classic 정책 생성
다음은 예제 Firewall Manager AWS WAF Classic 정책을 보여줍니다.

YAML
PolicyWAF:
Type: AWS::FMS::Policy
Properties:
ExcludeResourceTags: false
PolicyName: Policy
RemediationEnabled: false
Resource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SecurityServicePolicyData:
Type: WAF
ManagedServiceData: !Sub '{"type":"WAF",
"defaultAction":{"type":"BLOCK"},
"overrideCustomerWebACLAssociation":false,
"ruleGroups":[
{
"id":"${RuleGroupId}",
"overrideAction":{"type":"NONE"}
}
]}'

JSON
"PolicyWAF": {
"Type": "AWS::FMS::Policy",
"Properties": {
"ExcludeResourceTags": false,
"PolicyName": "Policy",
"RemediationEnabled": false,
"Resource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SecurityServicePolicyData": {
"Type": "WAF",
"ManagedServiceData": {
"Fn::Sub": "{\"type\":\"WAF\",\"defaultAction\":{\"type\":\"BLOCK\"},
\"overrideCustomerWebACLAssociation\":false,\"ruleGroups\":[{\"id\":\"${RuleGroupId}\",
\"overrideAction\":{\"type\":\"NONE\"}}]}"
}
}
}
}

Firewall Manager Shield Advanced 정책 생성
다음은 Firewall Manager Shield Advanced 정책의 예입니다. 이 예에서는 계정 및 리소스 태그 사양을 사용
하여 정책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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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Policy:
Type: AWS::FMS::Policy
Properties:
ExcludeResourceTags: true
ResourceTags:
- Key: resourceTag1
Value: value
- Key: resourceTag2
Value: value
IncludeMap:
ACCOUNT:
- !Ref AWS::AccountId
PolicyName: TaggedPolicy
RemediationEnabled: false
ResourceType: ResourceTypeList
ResourceTypeList:
-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 AWS::EC2::EIP
SecurityServicePolicyData:
Type: SHIELD_ADVANCED
DeleteAllPolicyResources: false
Tags:
- Key: tag1
Value: value
- Key: tag2
Value: value

JSON
"Policy": {
"Type": "AWS::FMS::Policy",
"Properties": {
"ExcludeResourceTags": true,
"ResourceTags": [
{
"Key": "resourceTag1",
"Value": "value"
},
{
"Key": "resourceTag2",
"Value": "value"
}
],
"IncludeMap": {
"ACCOUNT": [
{
"Ref": "AWS::AccountId"
}
]
},
"PolicyName": "TaggedPolicy",
"RemediationEnabled": false,
"ResourceType": "ResourceTypeList",
"ResourceTypeList": [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AWS::EC2::EIP"
],
"SecurityServicePolicyData": {
"Type": "SHIELD_ADVANCED"
},
"Tag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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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ag1",
"Value": "value"

}

}

]

}

},
{
"Key": "tag2",
"Value": "value"

Firewall Manager 공통 보안 그룹 정책 생성
다음은 Firewall Manager 공통 보안 그룹 정책의 예입니다.

YAML
Policy:
Type: AWS::FMS::Policy
Properties:
ExcludeResourceTags: false
PolicyName: SecurityGroupsCommonsPolicy
RemediationEnabled: false
ResourceType: AWS::EC2::Instance
SecurityServicePolicyData:
Type: SECURITY_GROUPS_COMMON
ManagedServiceData: !Sub '{"type":"SECURITY_GROUPS_COMMON",
"revertManualSecurityGroupChanges":true,
"securityGroups":[{"id":"${SecurityGroup.GroupId}"}]}'

JSON
"Policy": {
"Type": "AWS::FMS::Policy",
"Properties": {
"ExcludeResourceTags": false,
"PolicyName": "SecurityGroupsCommonsPolicy",
"RemediationEnabled": false,
"ResourceType": "AWS::EC2::Instance",
"SecurityServicePolicyData": {
"Type": "SECURITY_GROUPS_COMMON",
"ManagedServiceData": {
"Fn::Sub": "{\"type\":\"SECURITY_GROUPS_COMMON\",
\"revertManualSecurityGroupChanges\":true,\"securityGroups\":[{\"id\":
\"${SecurityGroup.GroupId}\"}]}"
}
}
}
}

Firewall Manager 콘텐츠 감사 보안 그룹 정책 생성
다음은 Firewall Manager 사용량 감사 보안 그룹 정책의 예입니다.

YAML
PolicySGContentAudit:
Type: AWS::FMS::Policy
Properties:
ExcludeResourceTags: false
PolicyNam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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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diationEnabled: false
ResourceType: AWS::EC2::Instance
SecurityServicePolicyData:
Type: SECURITY_GROUPS_CONTENT_AUDIT
ManagedServiceData: !Sub '{"type":"SECURITY_GROUPS_CONTENT_AUDIT",
"securityGroupAction":{"type":"ALLOW"},
"securityGroups":[
{"id":"${SecurityGroup.GroupId}"}
]}'

JSON
"PolicySGContentAudit": {
"Type": "AWS::FMS::Policy",
"Properties": {
"ExcludeResourceTags": false,
"PolicyName": "Policy",
"RemediationEnabled": false,
"ResourceType": "AWS::EC2::Instance",
"SecurityServicePolicyData": {
"Type": "SECURITY_GROUPS_CONTENT_AUDIT",
"ManagedServiceData": {
"Fn::Sub": "{\"type\":\"SECURITY_GROUPS_CONTENT_AUDIT
\",\"securityGroupAction\":{\"type\":\"ALLOW\"},\"securityGroups\":[{\"id\":
\"${SecurityGroup.GroupId}\"}]}"
}
}
}
}

Firewall Manager 사용량 감사 보안 그룹 정책 생성
다음은 Firewall Manager 사용량 감사 보안 그룹 정책의 예입니다.

YAML
PolicySGUsageAudit:
Type: AWS::FMS::Policy
Properties:
ExcludeResourceTags: false
PolicyName: Policy
RemediationEnabled: false
ResourceType: AWS::EC2::SecurityGroup
SecurityServicePolicyData:
Type: SECURITY_GROUPS_USAGE_AUDIT
ManagedServiceData: !Sub '{"type":"SECURITY_GROUPS_USAGE_AUDIT",
"deleteUnusedSecurityGroups":false,
"coalesceRedundantSecurityGroups":false,
"optionalDelayForUnusedInMinutes":null}'

JSON
"PolicySGUsageAudit": {
"Type": "AWS::FMS::Policy",
"Properties": {
"ExcludeResourceTags": false,
"PolicyName": "PolicySGUsageAudit",
"RemediationEnabled": false,
"ResourceType": "AWS::EC2::SecurityGroup",
"SecurityServicePolicyData": {
"Type": "SECURITY_GROUPS_USAGE_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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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dServiceData": {
"Fn::Sub": "{\"type\":\"SECURITY_GROUPS_USAGE_AUDIT\",
\"deleteUnusedSecurityGroups\":false,\"coalesceRedundantSecurityGroups\":false,
\"optionalDelayForUnusedInMinutes\":null}"
}
}
}
}

Firewall Manager Network Firewall 정책 생성
다음은 Firewall Manager Network Firewall 정책에 대한 예제입니다.

YAML
PolicyNetworkFirewall:
Type: AWS::FMS::Policy
Properties:
ExcludeResourceTags: false
PolicyName: PolicyNetworkFirewall
RemediationEnabled: true
ResourceType: AWS::EC2::VPC
DeleteAllPolicyResources: true
SecurityServicePolicyData:
Type: NETWORK_FIREWALL
ManagedServiceData: '
{
"type": "NETWORK_FIREWALL",
"networkFirewallStatelessRuleGroupReferences": [
{
"resourceARN": "arn:aws:network-firewall:us-east-1:000000000000:statelessrulegroup/example",
"priority": 1
}
],
"networkFirewallStatelessDefaultActions": [
"aws:drop",
"example"
],
"networkFirewall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aws:drop",
"example"
],
"networkFirewallStatelessCustomActions": [
{
"actionName": "example",
"actionDefinition": {
"publishMetricAction": {
"dimensions": [
{
"value": "example"
}
]
}
}
}
],
"networkFirewallStatefulRuleGroupReferences": [
{
"resourceARN": "arn:aws:network-firewall:us-east-1:000000000000:statefulrulegroup/example"
}
],
"networkFirewallOrchestrationConf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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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leFirewallEndpointPerVPC": false,
"allowedIPV4CidrList": []

}'

JSON
"PolicyNetworkFirewall": {
"Type": "AWS::FMS::Policy",
"Properties": {
"ExcludeResourceTags": false,
"PolicyName": "PolicyNetworkFirewall",
"RemediationEnabled": true,
"ResourceType": "AWS::EC2::VPC",
"DeleteAllPolicyResources": true,
"SecurityServicePolicyData": {
"Type": "NETWORK_FIREWALL",
"ManagedServiceData": "{\"type\":\"NETWORK_FIREWALL\",
\"networkFirewallStatelessRuleGroupReferences\":[{\"resourceARN\":\"arn:aws:networkfirewall:us-east-1:000000000000:stateless-rulegroup\/example\",\"priority
\":1}],\"networkFirewallStatelessDefaultActions\":[\"aws:drop\",\"example\"],
\"networkFirewall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aws:drop\",\"example
\"],\"networkFirewallStatelessCustomActions\":[{\"actionName\":\"example\",
\"actionDefinition\":{\"publishMetricAction\":{\"dimensions\":[{\"value\":
\"example\"}]}}}],\"networkFirewallStatefulRuleGroupReferences\":[{\"resourceARN
\":\"arn:aws:network-firewall:us-east-1:000000000000:stateful-rulegroup\/example
\"}],\"networkFirewallOrchestrationConfig\":{\"singleFirewallEndpointPerVPC\":false,
\"allowedIPV4CidrList\":[]}}"
}
}
}

Firewall Manager DNS Firewall 정책 생성
다음은 Firewall Manager DNS Firewall 정책에 대한 예입니다.

YAML
Policy:
Type: AWS::FMS::Policy
Properties:
ExcludeResourceTags: false
PolicyName: DnsFirewallPolicy
RemediationEnabled: false
ResourceType: AWS::EC2::VPC
SecurityServicePolicyData:
Type: DNS_FIREWALL
ManagedServiceData: !Sub '{"type":"DNS_FIREWALL",
"preProcessRuleGroups":[{"ruleGroupId":
"${PreRuleGroupId}", "priority": 11}],
"postProcessRuleGroups":[{"ruleGroupId":
"${PostRuleGroupId}", "priority": 9902}]}'

JSON
"Policy": {
"Type": "AWS::FMS::Policy",
"Properties": {
"ExcludeResourceTags": false,
"PolicyName": "DnsFirewallPolicy",
"RemediationEnabled": false,
"ResourceType": "AWS::EC2::VPC",

API 버전 2010-05-15
331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Firewall Manager
"SecurityServicePolicyData": {
"Type": "DNS_FIREWALL",
"ManagedServiceData": {
"Fn::Sub": "{\"type\":\"DNS_FIREWALL\",\"preProcessRuleGroups\":
[{\"ruleGroupId\": \"${PreRuleGroupId}\", \"priority\": 11}],\"postProcessRuleGroups\":
[{\"ruleGroupId\": \"${PostRuleGroupId}\", \"priority\": 9902}]}"
}
}
}
}

AWS::FMS::Policy IEMap
정책에 포함하거나 정책에서 제외할 AWS 계정 ID 및 AWS Organizations 조직 단위(OU)를 지정합니다. OU
를 지정하는 것은 나중에 추가되는 모든 하위 OU 및 계정을 포함하여 OU 및 하위 OU의 모든 계정을 지정하
는 것과 동등합니다.
이것은 정책의 IncludeMap 및 ExcludeMap에 사용됩니다.
계정 ID, OU 또는 조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키를 ACCOUNT로 설정하여 계정 ID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유효한 맵입니다. {“ACCOUNT” :
[“accountID1”, “accountID2”]}
• 키를 ORGUNIT로 설정하여 OU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유효한 맵입니다. {“ORGUNIT” :
[“ouid111”, “ouid112”]}.
• 단일 맵에서 계정과 OU를 쉼표로 구분하여 함께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유효한 맵입니
다. {“ACCOUNT” : [“accountID1”, “accountID2”], “ORGUNIT” : [“ouid111”,
“ouid112”]}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OUNT" : [ String, ... ],
"ORGUNIT" : [ String, ... ]

YAML
ACCOUNT:
- String
ORGUNIT:
- String

Properties
ACCOUNT
맵의 계정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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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UNIT
맵의 조직 단위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FMS::Policy PolicyTag
AWS 리소스에 연결된 키:값 페어의 모음입니다. 키-값 페어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모든 항목이 될 수 있습니
다. 일반적으로 태그 키는 범주(예: “환경”)를 나타내며 태그 값은 해당 범주 내의 특정 값(예: “테스트”, “개발”
또는 “프로덕션”)을 나타냅니다. 각 AWS 리소스에 최대 50개의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하나의 태그를 정의하는 키:값 페어의 일부입니다. 태그 키를 사용하여 “고객”과 같은 정보 범주를 설명
할 수 있습니다. 태그 키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p{L}\p{Z}\p{N}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하나의 태그를 정의하는 키:값 페어의 일부입니다. 태그 값을 사용하여 범주 내의 특정 값(예:
“companyA” 또는 “companyB”)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태그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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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56
Pattern: ^([\p{L}\p{Z}\p{N}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FMS::Policy ResourceTag
AWS Firewall Manager가 특정 리소스를 AWS Firewall Manager 정책에 포함할지 아니면 제외할지 결정하
는 데 사용하는 리소스 태그입니다. 태그를 사용하면 용도, 소유자 또는 환경을 기준으로 하는 등 AWS 리소
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태그는 키와 값(선택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Firewall Manager
는 태그와 “AND”를 결합하므로 정책 범위에 둘 이상의 태그를 추가하는 경우, 리소스에는 지정된 모든 태그
가 포함되거나 제외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g Editor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리소스 태그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p{L}\p{Z}\p{N}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리소스 태그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p{L}\p{Z}\p{N}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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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Fraud Detecto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FraudDetector::Detector (p. 3315)
• AWS::FraudDetector::EntityType (p. 3333)
• AWS::FraudDetector::EventType (p. 3335)
• AWS::FraudDetector::Label (p. 3344)
• AWS::FraudDetector::Outcome (p. 3345)
• AWS::FraudDetector::Variable (p. 3347)

AWS::FraudDetector::Detector
탐지기 및 관련 탐지기 버전을 관리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FraudDetector::Detector",
"Properties" : {
"AssociatedModels" : [ Model (p. 3327), ... ],
"Description" : String,
"DetectorId" : String,
"DetectorVersionStatus" : String,
"EventType" : EventType (p. 3320),
"RuleExecutionMode" : String,
"Rules" : [ Rule (p. 3330),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FraudDetector::Detector
Properties:
AssociatedModels:
- Model (p. 3327)
Description: String
DetectorId: String
DetectorVersionStatus: String
EventType:
EventType (p. 3320)
RuleExecutionMode: String
Rules:
- Rule (p. 3330)
Tags:
- Tag

Properties
AssociatedModels
이 탐지기에 연결할 모델입니다. 연결하려는 모든 모델의 ARN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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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Model (p. 332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탐지기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tectorId
탐지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0-9a-z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tectorVersionStatus
탐지기 버전의 상태입니다. 이 속성에 값이 제공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이 DRAFT 상태를 가
정합니다.
유효한 값: ACTIVE | DRAFT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Type
이 탐지기와 관련된 이벤트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EventType (p. 33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ExecutionMode
탐지기 버전에 포함된 규칙의 규칙 실행 모드입니다.
유효한 값: FIRST_MATCHED | ALL_MATCHED 기본값: FIRST_MATCHED
초안 상태일 때 탐지기 버전 수준에서 규칙 모드를 정의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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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_MATCHED을(를) 지정하면 Amazon Fraud Detector가 규칙을 순차적으로 평가하여 일치하는 첫
번째 규칙에서 중지합니다. 그런 다음 Amazon Fraud Detector는 해당 단일 규칙에 대한 결과를 제공합
니다.
사용자가 지정하는 ALL_MATCHED경우 Amazon Fraud Detector는 모든 규칙을 평가하고 일치하는 모든
규칙에 대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s
탐지기 버전에 포함할 규칙입니다.
Required: 예
Type: Rule (p. 333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의 기본 식별자(ARN)입니다.
예: {"Ref": "arn:aws:frauddetector:us-west-2:123123123123:outcome/outcome_name"}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탐지기 ARN입니다.
CreatedTime
탐지기가 생성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DetectorVersionId
탐지기의 이름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331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Fraud Detector

EventType.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EventType.CreatedTim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EventType.LastUpdatedTim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LastUpdatedTime
탐지기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참고 항목
• Amazon Fraud Detector API 참조의 CreateDetectorVersion.
• Amazon Fraud Detector 사용 설명서의 탐지기 버전 생성.

AWS::FraudDetector::Detector EntityType
개체 유형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CreatedTim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Inline" : Boolean,
"LastUpdatedTime" : String,
"Name" : String,
"Tags" : [ Tag, ... ]

YAML
Arn: String
CreatedTime: String
Description: String
Inline: Boolean
LastUpdatedTime: String
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rn
엔터티 유형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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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rn\:aws[a-z-]{0,15}\:frauddetector\:[a-z0-9-]{3,20}\:[0-9]{12}\:[^
\s]{2,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eatedTime
개체 유형이 생성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1
Maximum: 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엔터티 유형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line
리소스가 이 CloudFormation 템플릿 내에 정의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스택의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 동작에 영향을 미칩니다. 값이 true인 경우, CloudFormation은 스택을 생성/업데이트/삭제할 때
리소스를 생성/업데이트/삭제합니다. 값이 false인 경우, CloudFormation은 객체가 존재하는 것을 검
증한 후 객체를 변경하지 않고 리소스 내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WS::FraudDetector::Detector 생성 시 적어도 두 개의 변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러
한 변수에 대해 Inline=true을(를) 설정할 수 있으며 CloudFormation은 스택 작업의 일부로 변수를
생성/업데이트/삭제합니다. 그러나 Inline=false을(를) 설정하는 경우, CloudFormation이 변수를 탐
지기에 연결하지만 변수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stUpdatedTime
개체 유형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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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1
Maximum: 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엔터티 유형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FraudDetector::Detector EventType
이벤트 유형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CreatedTim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EntityTypes" : [ EntityType (p. 3318), ... ],
"EventVariables" : [ EventVariable (p. 3323), ... ],
"Inline" : Boolean,
"Labels" : [ Label (p. 3325), ... ],
"LastUpdatedTime" : String,
"Name" : String,
"Tags" : [ Tag, ... ]

YAML
Arn: String
CreatedTime: String
Description: String
EntityTypes:
- EntityType (p. 3318)
EventVariables:
- EventVariable (p. 3323)
Inline: Boolean
Lab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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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 (p. 3325)
LastUpdatedTime: String
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rn
엔터티 유형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rn\:aws[a-z-]{0,15}\:frauddetector\:[a-z0-9-]{3,20}\:[0-9]{12}\:[^
\s]{2,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eatedTime
이벤트 유형이 생성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1
Maximum: 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이벤트 유형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tityTypes
이벤트 유형 엔터티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tityType (p. 331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Variables
이벤트 유형 이벤트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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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EventVariable (p. 332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line
리소스가 이 CloudFormation 템플릿 내에 정의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스택의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 동작에 영향을 미칩니다. 값이 true인 경우, CloudFormation은 스택을 생성/업데이트/삭제할 때
리소스를 생성/업데이트/삭제합니다. 값이 false인 경우, CloudFormation은 객체가 존재하는 것을 검
증한 후 객체를 변경하지 않고 리소스 내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WS::FraudDetector::Detector 생성 시 적어도 두 개의 변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러
한 변수에 대해 Inline=true을(를) 설정할 수 있으며 CloudFormation은 스택 작업의 일부로 변수를
생성/업데이트/삭제합니다. 그러나 Inline=false을(를) 설정하는 경우, CloudFormation이 변수를 탐
지기에 연결하지만 변수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bels
이벤트 유형 레이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bel (p. 332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stUpdatedTime
이벤트 유형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1
Maximum: 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이벤트 유형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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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FraudDetector::Detector EventVariable
탐지기에 대한 이벤트 유형 변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CreatedTime" : String,
"DataSource" : String,
"DataType" : String,
"DefaultValu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Inline" : Boolean,
"LastUpdatedTime" : String,
"Name" : String,
"Tags" : [ Tag, ... ],
"VariableType" : String

YAML
Arn: String
CreatedTime: String
DataSource: String
DataType: String
DefaultValue: String
Description: String
Inline: Boolean
LastUpdatedTime: String
Name: String
Tags:
- Tag
VariableType: String

Properties
Arn
이벤트 변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eatedTime
이벤트 변수가 생성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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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Source
이벤트 변수의 데이터 원본입니다.
유효한 값: EVENT | EXTERNAL_MODEL_SCORE
탐지기 내에서 변수를 정의할 때 인라인 속성이 true로 설정된 경우에만 DataSource에 대해 EVENT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라인 속성이 false로 설정된 경우, DataSource에 대해 EVENT 또는
MODEL_SCORE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Type
이벤트 변수의 데이터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 STRING | INTEGER | BOOLEAN | FLOAT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Value
이벤트 변수의 기본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이벤트 변수의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line
리소스가 이 CloudFormation 템플릿 내에 정의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스택의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 동작에 영향을 미칩니다. 값이 true인 경우, CloudFormation은 스택을 생성/업데이트/삭제할 때
리소스를 생성/업데이트/삭제합니다. 값이 false인 경우, CloudFormation은 객체가 존재하는 것을 검
증한 후 객체를 변경하지 않고 리소스 내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WS::FraudDetector::Detector 생성 시 적어도 두 개의 변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러
한 변수에 대해 Inline=true을(를) 설정할 수 있으며 CloudFormation은 스택 작업의 일부로 변수를
생성/업데이트/삭제합니다. 그러나 Inline=false을(를) 설정하는 경우, CloudFormation이 변수를 탐
지기에 연결하지만 변수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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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stUpdatedTime
이벤트 변수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이벤트 변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riableType
이벤트 변수의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수 유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FraudDetector::Detector Label
레이블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rn" : String,
"CreatedTim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Inline" : Boolean,
"LastUpdatedTi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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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 String,
"Tags" : [ Tag, ... ]

YAML
Arn: String
CreatedTime: String
Description: String
Inline: Boolean
LastUpdatedTime: String
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rn
ARN 레이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rn\:aws[a-z-]{0,15}\:frauddetector\:[a-z0-9-]{3,20}\:[0-9]{12}\:[^
\s]{2,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eatedTime
이벤트 유형이 생성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1
Maximum: 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레이블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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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line
리소스가 이 CloudFormation 템플릿 내에 정의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스택의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 동작에 영향을 미칩니다. 값이 true인 경우, CloudFormation은 스택을 생성/업데이트/삭제할 때
리소스를 생성/업데이트/삭제합니다. 값이 false인 경우, CloudFormation은 객체가 존재하는 것을 검
증한 후 객체를 변경하지 않고 리소스 내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WS::FraudDetector::Detector 생성 시 적어도 두 개의 변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러
한 변수에 대해 Inline=true을(를) 설정할 수 있으며 CloudFormation은 스택 작업의 일부로 변수를
생성/업데이트/삭제합니다. 그러나 Inline=false을(를) 설정하는 경우, CloudFormation이 변수를 탐
지기에 연결하지만 변수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stUpdatedTime
레이블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1
Maximum: 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레이블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FraudDetector::Detector Model
모델.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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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rn" : String

YAML
Arn: String

Properties
Arn
모델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rn\:aws[a-z-]{0,15}\:frauddetector\:[a-z0-9-]{3,20}\:[0-9]{12}\:[^
\s]{2,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FraudDetector::Detector Outcome
결과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CreatedTim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Inline" : Boolean,
"LastUpdatedTime" : String,
"Name" : String,
"Tags" : [ Tag, ... ]

YAML
Arn: String
CreatedTime: String
Description: String
Inline: Boolean
LastUpdatedTime: String
Name: String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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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Properties
Arn
결과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rn\:aws[a-z-]{0,15}\:frauddetector\:[a-z0-9-]{3,20}\:[0-9]{12}\:[^
\s]{2,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eatedTime
결과가 생성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1
Maximum: 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결과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line
리소스가 이 CloudFormation 템플릿 내에 정의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스택의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 동작에 영향을 미칩니다. 값이 true인 경우, CloudFormation은 스택을 생성/업데이트/삭제할 때
리소스를 생성/업데이트/삭제합니다. 값이 false인 경우, CloudFormation은 객체가 존재하는 것을 검
증한 후 객체를 변경하지 않고 리소스 내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WS::FraudDetector::Detector 생성 시 적어도 두 개의 변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러
한 변수에 대해 Inline=true을(를) 설정할 수 있으며 CloudFormation은 스택 작업의 일부로 변수를
생성/업데이트/삭제합니다. 그러나 Inline=false을(를) 설정하는 경우, CloudFormation이 변수를 탐
지기에 연결하지만 변수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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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stUpdatedTime
결과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1
Maximum: 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결과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0-9a-z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FraudDetector::Detector Rule
규칙입니다. 규칙은 부정 예측 중에 변수 값을 해석하는 방법을 Amazon Fraud Detector에 알려주는 조건입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rn" : String,
"CreatedTim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DetectorId" : String,
"Expression" : String,
"Language" : String,
"LastUpdatedTime" : String,
"Outcomes" : [ Outcome (p. 3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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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Id" : String,
"RuleVersion" : String,
"Tags" : [ Tag, ... ]

YAML
Arn: String
CreatedTime: String
Description: String
DetectorId: String
Expression: String
Language: String
LastUpdatedTime: String
Outcomes:
- Outcome (p. 3328)
RuleId: String
RuleVersio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rn
규칙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eatedTime
규칙이 생성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규칙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tectorId
규칙이 연결된 탐지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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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0-9a-z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pression
규칙 표현식입니다. 규칙 표현식은 비즈니스 논리를 캡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 언어 참조를 참조
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nguage
규칙 언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stUpdatedTime
규칙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comes
규칙 결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utcome (p. 332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Id
규칙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0-9a-z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Version
규칙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API 버전 2010-05-15
333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Fraud Detector

최소: 1
Maximum: 5
Pattern: ^([1-9][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FraudDetector::EntityType
엔터티 유형을 관리합니다. 엔터티는 이벤트를 수행 중인 사용자를 나타냅니다. 사기 예측의 일환으로 이벤
트를 수행한 특정 엔터티를 나타내는 엔터티 ID를 전달합니다. 엔터티 유형에 따라 엔터티가 분류됩니다. 분
류의 예로는 고객, 판매자 또는 계정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FraudDetector::EntityType",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FraudDetector::EntityType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엔터티 유형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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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엔터티 유형 이름입니다.
패턴: ^[0-9a-z_-]+$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와 값의 쌍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의 기본 식별자(ARN)입니다.
예: { "Ref": "arn:aws:frauddetector:us-west-2:123123123123:outcome/
outcome_name"}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엔터티 유형 ARN입니다.
CreatedTime
엔터티 유형이 생성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LastUpdatedTime
엔터티 유형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참고 항목
• Amazon Fraud Detector API 참조의 PutEntityType
• Amazon Fraud Detector 사용 설명서의 엔터티 유형 생성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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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FraudDetector::EventType
이벤트 유형을 관리합니다. 이벤트는 사기 위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활동입니다. Amazon
Fraud Detector를 사용하면 이벤트에 대한 사기 예측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유형은 Amazon Fraud
Detector로 전송되는 이벤트의 구조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이벤트의 일부로 전송된 변수, 이벤트를 수행
중인 엔터티(예: 고객) 및 이벤트를 분류하는 레이블이 포함됩니다. 이벤트 유형으로는 온라인 결제 거래, 계
정 등록 및 인증 등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FraudDetector::EventType",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EntityTypes" : [ EntityType (p. 3337), ... ],
"EventVariables" : [ EventVariable (p. 3339), ... ],
"Labels" : [ Label (p. 3341), ... ],
"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FraudDetector::EventType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EntityTypes:
- EntityType (p. 3337)
EventVariables:
- EventVariable (p. 3339)
Labels:
- Label (p. 3341)
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이벤트 유형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tityTypes
이벤트 유형 개체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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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EntityType (p. 333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Variables
이벤트 유형 이벤트 변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EventVariable (p. 333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bels
이벤트 유형 레이블입니다.
Required: 예
Type: Label (p. 334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이벤트 유형 이름입니다.
패턴: ^[0-9a-z_-]+$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의 기본 식별자(ARN)입니다.
예: {"Ref": "arn:aws:frauddetector:us-west-2:123123123123:outcome/outcome_name"}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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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이벤트 유형 ARN입니다.
CreatedTime
이벤트 유형이 생성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LastUpdatedTime
이벤트 유형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참고 항목
• Amazon Fraud Detector API 참조의 PutEventType
• Amazon Fraud Detector 사용 설명서의 이벤트 유형 생성

AWS::FraudDetector::EventType EntityType
개체 유형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CreatedTim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Inline" : Boolean,
"LastUpdatedTime" : String,
"Name" : String,
"Tags" : [ Tag, ... ]

YAML
Arn: String
CreatedTime: String
Description: String
Inline: Boolean
LastUpdatedTime: String
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rn
엔터티 유형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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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rn\:aws[a-z-]{0,15}\:frauddetector\:[a-z0-9-]{3,20}\:[0-9]{12}\:[^
\s]{2,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eatedTime
개체 유형이 생성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1
Maximum: 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엔터티 유형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line
리소스가 이 CloudFormation 템플릿 내에 정의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스택의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 동작에 영향을 미칩니다. 값이 true인 경우, CloudFormation은 스택을 생성/업데이트/삭제할 때
리소스를 생성/업데이트/삭제합니다. 값이 false인 경우, CloudFormation은 객체가 존재하는 것을 검
증한 후 객체를 변경하지 않고 리소스 내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WS::FraudDetector::EventType 생성 시 적어도 두 개의 변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
러한 변수에 대해 Inline=true을(를) 설정할 수 있으며 CloudFormation은 스택 작업의 일부로 변수를
생성/업데이트/삭제합니다. 그러나 Inline=false을(를) 설정하는 경우, CloudFormation이 변수를 이
벤트 유형에 연결하지만 변수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stUpdatedTime
개체 유형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1
Maximum: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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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엔터티 유형 이름입니다.
^[0-9a-z_-]+$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FraudDetector::EventType EventVariable
이 이벤트 유형과 연결된 변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CreatedTime" : String,
"DataSource" : String,
"DataType" : String,
"DefaultValu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Inline" : Boolean,
"LastUpdatedTime" : String,
"Name" : String,
"Tags" : [ Tag, ... ],
"VariableType" : String

YAML
Arn: String
CreatedTime: String
DataSource: String
DataType: String
DefaultValue: String
Description: String
Inline: Boolean
LastUpdatedTime: String
Name: String
Tags:
- Tag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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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Type: String

Properties
Arn
이벤트 변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eatedTime
이벤트 변수가 생성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Source
이벤트 변수의 원본입니다.
유효한 값: EVENT | EXTERNAL_MODEL_SCORE
이벤트 유형 내에서 변수를 정의할 때 인라인 속성이 true로 설정된 경우에만 DataSource에 대해
EVENT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라인 속성이 false로 설정된 경우, DataSource에 대해 EVENT 또는
MODEL_SCORE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Type
이벤트 변수의 데이터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Value
이벤트 변수의 기본값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이벤트 변수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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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line
리소스가 이 CloudFormation 템플릿 내에 정의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스택의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 동작에 영향을 미칩니다. 값이 true인 경우, CloudFormation은 스택을 생성/업데이트/삭제할 때
리소스를 생성/업데이트/삭제합니다. 값이 false인 경우, CloudFormation은 객체가 존재하는 것을 검
증한 후 객체를 변경하지 않고 리소스 내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WS::FraudDetector::EventType 생성 시 적어도 두 개의 변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
러한 변수에 대해 Inline=true을(를) 설정할 수 있으며 CloudFormation은 스택 작업의 일부로 변수를
생성/업데이트/삭제합니다. 그러나 Inline=false을(를) 설정하는 경우, CloudFormation이 변수를 이
벤트 유형에 연결하지만 변수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stUpdatedTime
이벤트 변수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이벤트 변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riableType
이벤트 변수의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수 유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FraudDetector::EventType Label
이벤트 유형과 연결된 레이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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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CreatedTim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Inline" : Boolean,
"LastUpdatedTime" : String,
"Name" : String,
"Tags" : [ Tag, ... ]

YAML
Arn: String
CreatedTime: String
Description: String
Inline: Boolean
LastUpdatedTime: String
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rn
ARN 레이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rn\:aws[a-z-]{0,15}\:frauddetector\:[a-z0-9-]{3,20}\:[0-9]{12}\:[^
\s]{2,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eatedTime
이벤트 유형이 생성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1
Maximum: 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레이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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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line
리소스가 이 CloudFormation 템플릿 내에 정의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스택의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 동작에 영향을 미칩니다. 값이 true인 경우, CloudFormation은 스택을 생성/업데이트/삭제할 때
리소스를 생성/업데이트/삭제합니다. 값이 false인 경우, CloudFormation은 객체가 존재하는 것을 검
증한 후 객체를 변경하지 않고 리소스 내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WS::FraudDetector::EventType 생성 시 적어도 두 개의 변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
러한 변수에 대해 Inline=true을(를) 설정할 수 있으며 CloudFormation은 스택 작업의 일부로 변수를
생성/업데이트/삭제합니다. 그러나 Inline=false을(를) 설정하는 경우, CloudFormation이 변수를 이
벤트 유형에 연결하지만 변수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stUpdatedTime
레이블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1
Maximum: 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레이블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334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Fraud Detector

AWS::FraudDetector::Label
레이블을 생성 또는 업데이트합니다. 레이블은 이벤트가 시기성인지 합법적인지를 분류합니다. 레이블은 이
벤트 유형과 연결되어 Amazon Fraud Detector에서 감독되는 기계 학습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FraudDetector::Label",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FraudDetector::Label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레이블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레이블 이름입니다.
패턴: ^[0-9a-z_-]+$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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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의 기본 식별자(ARN)입니다.
예: {"Ref": "arn:aws:frauddetector:us-west-2:123123123123:outcome/outcome_name"}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레이블의 ARN입니다.
CreatedTime
레이블이 생성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LastUpdatedTime
레이블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참고 항목
• Amazon Fraud Detector API 참조의 PutLabel
• Amazon Fraud Detector 사용 설명서의 레이블 생성

AWS::FraudDetector::Outcome
결과를 생성 또는 업데이트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FraudDetector::Outcome",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Tags" : [ Ta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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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Type: AWS::FraudDetector::Outcome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결과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결과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0-9a-z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의 기본 식별자(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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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Ref": "arn:aws:frauddetector:us-west-2:123123123123:outcome/outcome_name"}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결과의 ARN입니다.
CreatedTime
결과가 생성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LastUpdatedTime
결과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참고 항목
• Amazon Fraud Detector API 참조의 PutOutcome
• Amazon Fraud Detector 사용 설명서의 결과 생성

AWS::FraudDetector::Variable
변수를 관리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FraudDetector::Variable",
"Properties" : {
"DataSource" : String,
"DataType" : String,
"DefaultValu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Tags" : [ Tag, ... ],
"VariableType" : String
}

YAML
Type: AWS::FraudDetector::Variable
Properties:
DataSource: String
DataType: String
DefaultValue: String

API 버전 2010-05-15
334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Fraud Detector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Tags:
- Tag
VariableType: String

Properties
DataSource
변수의 데이터 소스입니다.
유효한 값: EVENT | EXTERNAL_MODEL_SCORE
탐지기 내에서 변수를 정의할 때 인라인 속성이 true로 설정된 경우에만 DataSource에 대해 EVENT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라인 속성이 false로 설정된 경우, DataSource에 대해 EVENT 또는
MODEL_SCORE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Type
변수의 데이터 유형입니다.
유효한 데이터 유형: STRING | INTEGER | BOOLEAN | FLOAT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Value
변수의 기본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변수의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변수의 이름입니다.
패턴: ^[0-9a-z_-]+$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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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riableType
변수의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수 유형을 참조하세요.
유효한 값: AUTH_CODE | AVS | BILLING_ADDRESS_L1 | BILLING_ADDRESS_L2
| BILLING_CITY | BILLING_COUNTRY | BILLING_NAME | BILLING_PHONE |
BILLING_STATE | BILLING_ZIP | CARD_BIN | CATEGORICAL | CURRENCY_CODE
| EMAIL_ADDRESS | FINGERPRINT | FRAUD_LABEL | FREE_FORM_TEXT |
IP_ADDRESS | NUMERIC | ORDER_ID | PAYMENT_TYPE | PHONE_NUMBER | PRICE |
PRODUCT_CATEGORY | SHIPPING_ADDRESS_L1 | SHIPPING_ADDRESS_L2 | SHIPPING_CITY
| SHIPPING_COUNTRY | SHIPPING_NAME | SHIPPING_PHONE | SHIPPING_STATE |
SHIPPING_ZIP | USERAGENT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의 기본 식별자(ARN)입니다.
예: { "Ref": "arn:aws:frauddetector:us-west-2:123123123123:outcome/
outcome_name"}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변수의 ARN입니다.
CreatedTime
변수가 생성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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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UpdatedTime
변수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참고 항목
• Amazon Fraud Detector API 참조의 CreateVariable
• Amazon Fraud Detector 사용 설명서의 변수 생성

Amazon FSx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FSx::FileSystem (p. 3350)

AWS::FSx::FileSystem
AWS::FSx::FileSystem 리소스는 Amazon FSx for Windows File Server 파일 시스템 또는 Amazon FSx
for Lustre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Amazon FSx 리소스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FSx::FileSystem",
"Properties" : {
"BackupId" : String,
"FileSystemType" : String,
"KmsKeyId" : String,
"LustreConfiguration" : LustreConfiguration (p. 3362),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torageCapacity" : Integer,
"StorageType" : String,
"SubnetIds" : [ String, ... ],
"Tags" : [ Tag, ... ],
"WindowsConfiguration" : WindowsConfiguration (p. 3368)
}

YAML
Type: AWS::FSx::FileSystem
Properties:
BackupId: String
FileSystemType: String
KmsKeyId: String
LustreConfiguration:
LustreConfiguration (p. 3362)
SecurityGroupIds:
- String
StorageCapacity: Integer
StorageType: String
SubnetIds:
- String

API 버전 2010-05-15
335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FSx
Tags:
- Tag
WindowsConfiguration:
WindowsConfiguration (p. 3368)

Properties
BackupId
소스 백업의 ID입니다. 복사할 백업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ileSystemType
Amazon FSx 파일 시스템의 유형으로 LUSTRE, WINDOWS, 또는 ONTAP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LUSTRE | ONTAP | WINDOW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msKeyId
Amazon FSx for Windows File Server 파일 시스템, Amazon FSx for NetApp ONTAP 파일 시스템 및 유
휴 상태의 영구적 Amazon FSx for Lustre 파일 시스템에 대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의 ID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Amazon FSX 관리 키가 사용됩니
다. 스크래치 Amazon FSx for Lustre 파일 시스템은 항상 Amazon FSX 관리 키를 사용하여 유휴 상태에
서 암호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API 참조에서 Encrypt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ustreConfiguration
파일 시스템에 대한 Lustre 구성이 생성 중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ustreConfiguration (p. 336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Ids
파일 시스템 액세스를 위해 생성된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적용할 보안 그룹을 지정하는 ID의 목록
입니다. 이 목록은 파일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나중 요청에서 반환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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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orageCapacity
생성할 파일 시스템의 스토리지 용량을 설정합니다. StorageCapacity는 새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경우 필수입니다. 백업에서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StorageCapacity를 포함하지 않습니
다.
Lustre 파일 시스템의 경우:
• SCRATCH_2 및 PERSISTENT_1 SSD 배포 유형의 경우 유효한 값은 1200GiB, 2400GiB 및 2400GiB
의 증분입니다.
• PERSISTENT HDD 파일 시스템의 경우 유효한 값은 6000GiB의 증분(12MB/s/TiB 파일 시스템) 및
1800GiB의 증분(40MB/s/TiB 파일 시스템)입니다.
• SCRATCH_1 배포 유형의 경우 유효한 값은 1200GiB, 2400GiB 및 3600GiB의 증분입니다.
Windows 파일 시스템의 경우:
• StorageType=SSD의 경우 유효한 값은 32GiB - 65,536GiB(64TiB)입니다.
• StorageType=HDD의 경우 유효한 값은 2000GiB - 65,536GiB(64TiB)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orageType
생성 중인 파일 시스템의 스토리지 유형을 설정합니다. 유효 값은 SSD 및 HDD입니다.
•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스토리지를 사용하려면 SSD를 설정합니다. SSD는 모든 Windows, Lustre
및 ONTAP 배포 유형에서 지원됩니다.
•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스토리지를 사용하려면 HDD를 설정합니다. HDD는 SINGLE_AZ_2 및
MULTI_AZ_1 Windows 파일 시스템 배포 유형 및 PERSISTENT Lustre 파일 시스템 배포 유형에서 지
원됩니다.
기본값은 SSD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FSx for Windows 사용 설명서의 스토리지 유형 옵션 및
Amazon FSx for Lustre 사용 설명서의 다양한 스토리지 옵션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HDD | SS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s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서브넷의 ID를 지정합니다. Windows 및 ONTAP MULTI_AZ_1 파
일 시스템 배포 유형의 경우 정확히 두 개의 서브넷 ID를 제공하는데, 하나는 기본 설정 파일 서버
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기 상태 파일 서버를 위한 것입니다. WindowsConfiguration >
PreferredSubnetID 또는 OntapConfiguration > PreferredSubnetID 속성을 사용하여 이러
한 서브넷 중 하나를 기본 설정 서브넷으로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indows용 Amazon FSx 사용 설
명서의 가용성 및 내구성: 단일 AZ 및 다중 AZ 파일 시스템 및 Amazon FSx for ONTAP 사용 설명서의
가용성 및 내구성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 SINGLE_AZ_1 및 SINGLE_AZ_2 파일 시스템 배포 유형 및 Lustre 파일 시스템의 경우 정확히
하나의 서브넷 ID를 제공합니다. 파일 서버는 해당 서브넷의 가용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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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indowsConfiguration
생성 중인 Microsoft Windows 파일 시스템에 대한 구성 객체입니다. FileSystemType이 WINDOWS로
설정된 경우 이 값은 필수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WindowsConfiguration (p. 33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함수는 파일 시스템 리소스 ID를 반
환합니다. 예:
{"Ref":"fs-01234567890123456"}
Amazon FSx 파일 시스템 fs-01234567890123456의 경우 Ref는 파일 시스템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DNSName
DNSName 값을 사용하여 Amazon FSx 파일 시스템의 DNS 이름에 액세스합니다. DNS 이름은 파일 시
스템을 식별합니다.
LustreMountName
Lustre 파일 시스템용 Amazon FSx를 탑재할 때 LustreMountName 값을 사용합니다. SCRATCH_1 배
포 유형의 경우 이 값은 항상 "fsx"입니다. SCRATCH_2 및 PERSISTENT_1 배포 유형의 경우 이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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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Region 내에서 고유한 문자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탑재를 참조하십
시오.

예제
Amazon FSx for Lustre 파일 시스템 생성
다음 예에서는 PerUnitStorageThroughput을 200MB/s/TiB로 하는 1.2TiB 영구 Amazon FSx for Lustre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JSON
{

"Resources": {
"BasicS3LinkedLustreFileSystem": {
"Type": "AWS::FSx::FileSystem",
"Properties": {
"FileSystemType": "LUSTRE",
"StorageCapacity": 1200,
"SubnetIds": [
{
"Fn::ImportValue": "MySubnet01"
}
],
"SecurityGroupIds": [
{
"Fn::ImportValue": "LustreIngressSecurityGroupId"
}
],
"Tags": [
{
"Key": "Name",
"Value": "CFNs3linkedLustre"
}
],
"LustreConfiguration": {
"AutoImportPolicy" : "NEW",
"CopyTagsToBackups" : true,
"DeploymentType": "PERSISTENT_1",
"PerUnitStorageThroughput": 200,
"DataCompressionType": "LZ4",
"ImportPath": {
"Fn::Join": [
"",
[
"s3://",
{
"Fn::ImportValue": "LustreCFNS3ImportBucketName"
}
]
]
},
"ExportPath": {
"Fn::Join": [
"",
[
"s3://",
{
"Fn::ImportValue": "LustreCFNS3ExportPath"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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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WeeklyMaintenanceStartTime": "2:20:30"

}
},
"Outputs": {
"FileSystemId": {
"Value": {
"Ref": "BasicS3LinkedLustreFileSystem"
}
}
}

YAML
Resources:
BasicS3LinkedLustreFileSystem:
Type: AWS::FSx::FileSystem
Properties:
FileSystemType: "LUSTRE"
StorageCapacity: 1200
SubnetIds: [!ImportValue MySubnet01]
SecurityGroupIds: [!ImportValue LustreIngressSecurityGroupId]
Tags:
- Key: "Name"
Value: "CFNs3linkedLustre"
LustreConfiguration:
AutoImportPolicy: "NEW"
CopyTagsToBackups: true
DeploymentType: "PERSISTENT_1"
PerUnitStorageThroughput: 200
DataCompressionType: "LZ4"
ImportPath: !Join ["", ["s3://", !ImportValue LustreCFNS3ImportBucketName]]
ExportPath: !Join ["", ["s3://", !ImportValue LustreCFNS3ExportPath]]
WeeklyMaintenanceStartTime: "2:20:30"
Outputs:
FileSystemId:
Value: !Ref BasicS3LinkedLustreFileSystem

자체 관리형 Active Directory에서 Windows File Server 파일 시스템용 Amazon FSx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자체 관리형 Active Directory에 조인되는 다중 AZ Amazon FSx for Windows File Server 파
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JSON
{

"Resources": {
"WindowsSelfManagedADFileSystemWithAllConfigs": {
"Type": "AWS::FSx::FileSystem",
"Properties": {
"FileSystemType": "WINDOWS",
"StorageCapacity": 32,
"StorageType": "SSD",
"SubnetIds": [
{
"Fn::ImportValue": "MySubnet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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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ImportValue": "MySubnet02"

],
"SecurityGroupIds": [
{
"Fn::ImportValue": "WindowsIngressSecurityGroupId"
}
],
"Tags": [
{
"Key": "Name",
"Value": "windows"
}
],
"WindowsConfiguration": {
"ThroughputCapacity": 8,
"Aliases": [
"financials.corp.example.com"
],
"WeeklyMaintenanceStartTime": "4:16:30",
"DailyAutomaticBackupStartTime": "01:00",
"AutomaticBackupRetentionDays": 30,
"CopyTagsToBackups": false,
"DeploymentType": "MULTI_AZ_1",
"PreferredSubnetId": {
"Fn::ImportValue": "MySubnet01"
},
"SelfManagedActiveDirectoryConfiguration": {
"DnsIps": [
{
"Fn::Select": [
0,
{
"Fn::Split": [
",",
{
"Fn::ImportValue":
"MySelfManagedADDnsIpAddresses"
}
]
}
]
}
],
"DomainName": {
"Fn::ImportValue": "SelfManagedADDomainName"
},
"FileSystemAdministratorsGroup": "MyDomainAdminGroup",
"OrganizationalUnitDistinguishedName":
"OU=FileSystems,DC=corp,DC=example,DC=com",
"UserName": "Admin",
"Password": {
"Fn::Join": [
":",
[
"{{resolve:secretsmanager",
{
"Fn::ImportValue": "MySelfManagedADCredentialName"
},
"SecretString}}"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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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utputs": {
"FileSystemId": {
"Value": {
"Ref": "WindowsSelfManagedADFileSystemWithAllConfigs"
}
}
}

YAML
Resources:
WindowsSelfManagedADFileSystemWithAllConfigs:
Type: 'AWS::FSx::FileSystem'
Properties:
FileSystemType: WINDOWS
StorageCapacity: 32
StorageType: SSD
SubnetIds:
- !ImportValue MySubnet01
- !ImportValue MySubnet02
SecurityGroupIds:
- !ImportValue WindowsIngressSecurityGroupId
Tags:
- Key: Name
Value: windows
WindowsConfiguration:
ThroughputCapacity: 8
Aliases:
- financials.corp.example.com
WeeklyMaintenanceStartTime: '4:16:30'
DailyAutomaticBackupStartTime: '01:00'
AutomaticBackupRetentionDays: 30
CopyTagsToBackups: false
DeploymentType: MULTI_AZ_1
PreferredSubnetId: !ImportValue MySubnet01
SelfManagedActiveDirectoryConfiguration:
DnsIps:
- !Select
- 0
- !Split
- ','
- !ImportValue MySelfManagedADDnsIpAddresses
DomainName:
'Fn::ImportValue': SelfManagedADDomainName
FileSystemAdministratorsGroup: MyDomainAdminGroup
OrganizationalUnitDistinguishedName: 'OU=FileSystems,DC=corp,DC=example,DC=com'
UserName: Admin
Password: !Join
- ':'
- - '{{resolve:secretsmanager'
- !ImportValue MySelfManagedADCredentialName
- 'SecretString}}'
Outputs:
FileSystemId:
Value: !Ref WindowsSelfManagedADFileSystemWithAllConfigs

AWS 관리형 Active Directory에서 Amazon FSx for Windows File Server 파일 시스템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AWS 관리형 Active Directory에 조인되는 HDD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다중 AZ Amazon FSx
for Windows File Server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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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Resources": {
"WindowsMadFileSystemWithAllConfigs": {
"Type": "AWS::FSx::FileSystem",
"Properties": {
"FileSystemType": "WINDOWS",
"StorageCapacity": 2000,
"StorageType": "HDD",
"SubnetIds": [
{
"Fn::ImportValue": "CfnFsxMadSubnet01"
},
{
"Fn::ImportValue": "CfnFsxMadSubnet02"
}
],
"SecurityGroupIds": [
{
"Fn::ImportValue": "WindowsIngressSecurityGroupId"
}
],
"Tags": [
{
"Key": "Name",
"Value": "windows"
}
],
"WindowsConfiguration": {
"ActiveDirectoryId": {
"Fn::ImportValue": "CfnFsxMadDirectoryServiceId"
},
"ThroughputCapacity": 8,
"Aliases": [
"financials.corp.example.com"
],
"WeeklyMaintenanceStartTime": "4:16:30",
"DailyAutomaticBackupStartTime": "01:00",
"AutomaticBackupRetentionDays": 90,
"CopyTagsToBackups": false,
"DeploymentType": "MULTI_AZ_1",
"PreferredSubnetId": {
"Fn::ImportValue": "CfnFsxMadSubnet01"
}
}
}
}
},
"Outputs": {
"FileSystemId": {
"Value": {
"Ref": "WindowsMadFileSystemWithAllConfigs"
}
}
}

YAML
Resources:
WindowsMadFileSystemWithAllConfigs:
Type: 'AWS::FSx::FileSystem'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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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SystemType: WINDOWS
StorageCapacity: 2000
StorageType: SSD
SubnetIds:
- !ImportValue CfnFsxMadSubnet01
- !ImportValue CfnFsxMadSubnet02
SecurityGroupIds:
- !ImportValue WindowsIngressSecurityGroupId
Tags:
- Key: Name
Value: windows
WindowsConfiguration:
ActiveDirectoryId: !ImportValue CfnFsxMadDirectoryServiceId
ThroughputCapacity: 8
Aliases:
- financials.corp.example.com
WeeklyMaintenanceStartTime: '4:16:30'
DailyAutomaticBackupStartTime: '01:00'
AutomaticBackupRetentionDays: 90
DeploymentType: MULTI_AZ_1
PreferredSubnetId: !ImportValue CfnFsxMadSubnet01
CopyTagsToBackups: false
Outputs:
FileSystemId:
Value: !Ref WindowsMadFileSystemWithAllConfigs

파일 액세스 감사 이벤트 로깅이 활성화된 Amazon FSx for Windows File Server 파일 시스템 만들
기
다음 예에서는 파일 액세스 감사가 활성화된 다중 AZ Amazon FSx for Windows File Server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감사 이벤트 로그는 최종 사용자가 파일 시스템의 파일, 폴더 및 파일 공유에 대한 액세스가 성
공하거나 실패할 때 발생합니다.

JSON
{

"Resources": {
"WindowsMadFileSystemWithAllConfigs": {
"Type": "Dev::FSx::FileSystem",
"Properties": {
"FileSystemType": "WINDOWS",
"StorageCapacity": 100,
"SubnetIds": [
{
"Fn::ImportValue": "CfnFsxMadSubnet01"
},
{
"Fn::ImportValue": "CfnFsxMadSubnet02"
}
],
"SecurityGroupIds": [
{
"Fn::ImportValue": "CfnWindowsIngressSecurityGroupId"
}
],
"Tags": [
{
"Key": "Name",
"Value": "windows"
}
],
"WindowsConfiguration": {
"ActiveDirectoryId": {
"Fn::ImportValue": "CfnFsxMadDirectoryServic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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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putCapacity": 32,
"DeploymentType": "MULTI_AZ_1",
"PreferredSubnetId": {
"Fn::ImportValue": "CfnFsxMadSubnet01"
}
"AuditLogConfiguration": {
"FileAccessAuditLogLevel": "SUCCESS_AND_FAILURE",
"FileShareAccessAuditLogLevel": "SUCCESS_AND_FAILURE",
"AuditLogDestination":
{
"Fn::Select": [
0,
{
"Fn::Split": [
":*",
{
"Fn::ImportValue":
"CfnWindowsFileAccessAuditingLogGroupArn"
}
]
}
]
}
}
}
}
}
},
"Outputs": {
"FileSystemId": {
"Value": {
"Ref": "WindowsMadFileSystemWithAllConfigs"
}
}
}

}

YAML
Resources:
WindowsMadFileSystemWithAllConfigs:
Type: "AWS::FSx::FileSystem"
Properties:
FileSystemType: "WINDOWS"
StorageCapacity: 100
SubnetIds:
- !ImportValue CfnFsxMadSubnet01
- !ImportValue CfnFsxMadSubnet02
SecurityGroupIds:
- !ImportValue WindowsIngressSecurityGroupId
Tags:
- Key: Name
Value: windows
WindowsConfiguration:
ActiveDirectoryId: !ImportValue CfnFsxMadDirectoryServiceId
ThroughputCapacity: 32
DeploymentType: MULTI_AZ_1
PreferredSubnetId: !ImportValue CfnFsxMadSubnet01
AuditLogConfiguration:
FileAccessAuditLogLevel: "SUCCESS_AND_FAILURE"
FileShareAccessAuditLogLevel: "SUCCESS_AND_FAILURE"
AuditLogDestination: !Select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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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lit
- ':*'
- 'Fn::ImportValue': WindowsFileAccessAuditingLogGroupArn
Outputs:
FileSystemId:
Value: !Ref WindowsMadFileSystemWithAllConfigs

AWS::FSx::FileSystem AuditLogConfiguration
Amazon FSx for Windows File Server가 Amazon FSx for Windows File Server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 폴더
및 파일 공유를 감사하고 로깅하는 데 사용하는 구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액세스 감사를 참조하세요.

Note
파일 액세스 감사는 처리 용량이 32MB/s 이상인 Amazon FSx for Windows File Server 파일 시스템
에서만 지원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ditLogDestination" : String,
"FileAccessAuditLogLevel" : String,
"FileShareAccessAuditLogLevel" : String

YAML
AuditLogDestination: String
FileAccessAuditLogLevel: String
FileShareAccessAuditLogLevel: String

Properties
AuditLogDestination
감사 이벤트 로그의 대상을 지정하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대상은 다음 요구 사항이 있는 모든 Amazon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 ARN 또는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ARN이 될 수 있습니다.
• 제공하는 대상 ARN(CloudWatch Logs 로그 그룹 또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은 Amazon
FSx 파일 시스템과 동일한 AWS 파티션, AWS Region, AWS account에 있어야 합니다.
•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의 이름은 /aws/fsx/ 접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이름은 aws-fsx- 접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 AuditLogDestination에서 대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Amazon FSx가 CloudWatch Logs /aws/
fsx/windows 로그 그룹에서 로그 스트림을 생성하고 사용합니다.
• AuditLogDestination이 제공되고 리소스가 없는 경우 요청이 실패하고 BadRequest 오류가 발
생합니다.
• FileAccessAuditLogLevel 및 FileShareAccessAuditLogLevel이 모두 DISABLED로 설정
된 경우 AuditLogDestination에서 대상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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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AccessAuditLogLevel
파일 및 폴더의 최종 사용자 액세스를 위해 Amazon FSX에서 기록할 시도 유형을 설정합니다.
• SUCCESS_ONLY - 파일 또는 폴더에 대해 성공적인 액세스 시도만 기록됩니다.
• FAILURE_ONLY- 파일 또는 폴더에 대해 실패한 액세스 시도만 기록됩니다.
• SUCCESS_AND_FAILURE- 파일 또는 폴더에 대한 성공한 액세스 시도 및 실패한 액세스 시도 모두 기
록됩니다.
• DISABLED -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액세스 감사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ShareAccessAuditLogLevel
파일 공유의 최종 사용자 액세스를 위해 Amazon FSX에서 기록할 시도 유형을 설정합니다.
• SUCCESS_ONLY- 파일 공유에 대해 성공적인 액세스 시도만 기록됩니다.
• FAILURE_ONLY- 파일 공유에 대해 실패한 액세스 시도만 기록됩니다.
• SUCCESS_AND_FAILURE- 파일 공유에 대해 성공적인 액세스 시도 및 실패한 액세스 시도 모두 기록
됩니다.
• DISABLED- 파일 공유에 대한 액세스 감사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FSx::FileSystem LustreConfiguration
Amazon FSx for Lustre 파일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oImportPolicy" : String,
"AutomaticBackupRetentionDays" : Integer,
"CopyTagsToBackups" : Boolean,
"DailyAutomaticBackupStartTime" : String,
"DataCompressionType" : String,
"DeploymentType" : String,
"DriveCacheType" : String,
"ExportPath" : String,
"ImportedFileChunkSize" : Integer,
"ImportPath" : String,
"PerUnitStorageThroughput" : Integer,
"WeeklyMaintenanceStartTime" : String

YAML
AutoImportPolicy: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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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BackupRetentionDays: Integer
CopyTagsToBackups: Boolean
DailyAutomaticBackupStartTime: String
DataCompressionType: String
DeploymentType: String
DriveCacheType: String
ExportPath: String
ImportedFileChunkSize: Integer
ImportPath: String
PerUnitStorageThroughput: Integer
WeeklyMaintenanceStartTime: String

Properties
AutoImportPolicy
(선택 사항)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면 기존 S3 객체가 파일 및 디렉터리 목록에 표시됩니다. 이 속성을 사
용하여, 연결된 S3 버킷에서 객체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 Amazon FSX가 파일 및 디렉터리 목록을 최
신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utoImportPolicy는 다음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 NONE - (기본값) 자동 가져오기가 해제되어 있습니다. Amazon FSx가 파일 시스템이 생성될 때만 연
결된 S3 버킷의 파일 및 디렉터리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이 옵션을 선택한 후 새로 추가된 객체 또는
변경된 객체에 대한 파일 및 디렉터리 목록을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 NEW - 자동 가져오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Amazon FSx가 현재 FSx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연
결된 S3 버킷에 추가된 새 객체의 디렉터리 목록을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 NEW_CHANGED - 자동 가져오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Amazon FSx가 이 옵션을 선택한 후 S3 버킷에
추가된 새 객체 및 S3 버킷에서 변경된 기존 객체의 파일 및 디렉터리 목록을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S3 버킷에서 업데이트 자동 가져오기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EW | NEW_CHANGED | NON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omaticBackupRetentionDays
자동 백업을 보존할 일수입니다. 이 값을 0으로 설정하면 자동 백업이 비활성화됩니다. 자동 백업은 최
대 90일 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PERSISTENT_1 배포 유형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FSx for Lustre 사용 설명서의 백업 작업을 참조하세요. (기본값 = 0)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9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pyTagsToBackups
파일 시스템의 태그를 백업에 복사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부울 플래그입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
다. true로 설정하면 파일 시스템의 모든 태그는 사용자가 태그를 지정하지 않은 모든 자동 및 사용자 시
작 백업에 복사됩니다. 이 값이 true이고 하나 이상의 태그를 지정하면 지정된 태그만 백업에 복사됩니
다. 사용자가 시작한 백업을 만들 때 하나 이상의 태그를 지정하면 이 값에 관계없이 파일 시스템에서 태
그가 복사되지 않습니다. PERSISTENT_1 배포 유형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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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ailyAutomaticBackupStartTime
HH:MM 형식의 매일 반복되는 시간입니다. HH 는 하루 중 제로 패딩된 시간(0-23)이고 MM은 시간의 제로
패딩된 분입니다. 예를 들어, 05:00은 매일 오전 5시를 지정합니다. PERSISTENT_1 배포 유형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CompressionType
파일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압축 구성을 설정합니다. DataCompressionType에는 다음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NONE - (기본값) 파일 시스템을 생성할 때 데이터 압축이 해제됩니다.
• LZ4 - LZ4 알고리즘으로 데이터 압축이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ustre 데이터 압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LZ4 | NON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ploymentType
임시 스토리지 및 단기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경우 SCRATCH_1 및 SCRATCH_2 배포 유형을 선택합니
다. SCRATCH_2 배포 유형은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와 SCRATCH_1보다 높은 버스트 처리량 용량을 제
공합니다.
장기적인 스토리지 및 워크로드,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 PERSISTENT_1 배포 유형을 선택하십
시오. 배포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Sx for Lustre 배포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는 이 기능을 지원하는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SCRATCH_2 또는
PERSISTENT_1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할 때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기본값은 SCRATCH_1)
지원되는 AWS 리전의 지원되는 인스턴스 유형에서 액세스할 경우 SCRATCH_2 및 PERSISTENT_1 배
포 유형에 대해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가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를 참조하십
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PERSISTENT_1 | SCRATCH_1 | SCRATCH_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riveCacheType
HDD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프로비저닝된 PERSISTENT_1 파일 시스템에 사용되는 드라이브 캐시 유형
입니다. 스토리지 유형이 HDD일 때 이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READ로 설정하면 자주 액세스하는 파일
의 성능이 향상되고 파일 시스템의 전체 스토리지 용량 중 20%를 캐싱할 수 있습니다.
StorageType이 HDD로 설정되는 경우 이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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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NE | REA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portPath
(선택 사항) Amazon FSx 파일 시스템의 루트가 내보내지는 Amazon S3의 경로입니다. 이 경로는
ImportPath에 지정된 것과 동일한 Amazon S3 버킷을 사용해야 합니다. Amazon FSx for Lustre
파일 시스템에서 새로운 데이터 및 변경된 데이터를 내보낼 선택적 접두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portPath 값이 제공되지 않으면 Amazon FSx는 기본 내보내기 경로를 s3://import-bucket/
FSxLustre[creation-timestamp]로 설정합니다. 타임스탬프는 UTC 형식(예: s3://importbucket/FSxLustre20181105T222312Z)입니다.
Amazon S3 내보내기 버킷은 ImportPath에서 지정한 가져오기 버킷과 같아야 합니다. 버킷 이름만 지
정하면(예: s3://import-bucket) 파일 시스템 객체와 S3 버킷 객체가 1:1로 매핑됩니다. 이 매핑은
내보내기 시 S3의 입력 데이터를 덮어쓴다는 뜻입니다. 내보내기 경로에 사용자 지정 접두사(예: s3://
import-bucket/[custom-optional-prefix])를 제공하면 Amazon FSx는 파일 시스템의 콘텐츠
를 Amazon S3 버킷의 해당 내보내기 접두사로 내보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4357
Pattern: ^[^\u0000\u0085\u2028\u2029\r\n]{3,435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mportedFileChunkSize
(선택 사항) 데이터 리포지토리에서 가져온 파일의 경우 이 값은 단일 물리적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당 스
트라이프 수 및 최대 데이터 양(MiB)을 결정합니다. 단일 파일을 스트라이프할 수 있는 최대 디스크 수는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는 총 디스크 수에 따라 제한됩니다.
청크 크기 기본값은 1,024MiB(1GiB)이며 최대 512,000MiB(500GiB)까지 가능합니다. Amazon S3 객체
의 크기는 최대 5TB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5120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mportPath
(선택 사항) Amazon FSx for Luster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 리포지토리로 사용 중인 Amazon S3 버킷(선
택적 접두사 포함)의 경로입니다. FSx for Luster 파일 시스템의 루트는 선택한 Amazon S3 버킷의 루트
에 매핑됩니다. 예를 들면, s3://import-bucket/optional-prefix입니다. Amazon S3 버킷 이름
뒤에 접두사를 지정하면 해당 접두사가 있는 객체 키만 파일 시스템에 로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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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
Maximum: 4357
Pattern: ^[^\u0000\u0085\u2028\u2029\r\n]{3,435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erUnitStorageThroughput
PERSISTENT_1 배포 유형에 필수이며, 스토리지의 1테비바이트당 읽기 및 쓰기 처리량
(MB/s/TiB)을 설명합니다. 파일 시스템 처리량 용량은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 용량(TiB)에
PerUnitStorageThroughput(MB/s/TiB)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2.4TiB 파일 시스템의 경우, 50MB/TiB의
PerUnitStorageThroughput을 프로비저닝하면 120MB/s의 시스템 처리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
닝한 처리량에 대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SSD 스토리지의 경우 유효한 값은 50, 100, 200입니다. HDD 스토리지의 경우 유효한 값은 12, 40입니
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최소: 12
Maximum: 2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WeeklyMaintenanceStartTime
(선택 사항) 주별 유지 관리를 수행하도록 기본 설정된 시작 시간으로, UTC 시간대로 d:HH:MM 형식입
니다. 여기서 d는 월요일로 시작해 일요일로 끝나는 1부터 7까지의 요일 숫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FSx::FileSystem SelfManagedActiveDirectoryConfiguration
Amazon FSx가 FSx for Windows File Server 파일 시스템 또는 ONTAP 스토리지 가상 머신(SVM)을 자체 관
리형(온프레미스 포함) Microsoft Active Directory(AD) 디렉터리에 조인하는 데 사용하는 구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체 관리형 Microsoft Active Directory와 함께 Amazon FSx 사용 또는 SVM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nsIps" : [ String, ... ],
"DomainName" : String,
"FileSystemAdministratorsGroup" : String,
"OrganizationalUnitDistinguishedName" : String,
"Password" : String,
"User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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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DnsIps:
- String
DomainName: String
FileSystemAdministratorsGroup: String
OrganizationalUnitDistinguishedName: String
Password: String
UserName: String

Properties
DnsIps
자체 관리형 AD 디렉터리에 있는 최대 2개의 DNS 서버 또는 도메인 컨트롤러 IP 주소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Name
자체 관리형 AD 디렉터리의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예: corp.example.com)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u0000\u0085\u2028\u2029\r\n]{1,25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ileSystemAdministratorsGroup
(선택 사항) 멤버에게 파일 시스템에 대한 관리 권한이 부여된 도메인 그룹의 이름입니다. 관리 권한에는
파일 및 폴더의 소유권을 가져오고, 파일 및 폴더에 대한 감사 제어(감사 ACL)를 설정하고, FSX Remote
PowerShell을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지정한 그룹이 도메인에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그룹을 제공하지 않으면 AD 도메인의 Domain Admins 그룹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u0000\u0085\u2028\u2029\r\n]{1,25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rganizationalUnitDistinguishedName
(선택 사항) 자체 관리형 AD 디렉터리 내 조직 단위의 정규화된 고유 이름입니다.
Amazon FSx는 OU를 파일 시스템의 직접 상위 항목으로만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OU=FSx,DC=yourdomain,DC=corp,DC=com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RFC 2253을 참조하십시오. 아무
것도 제공되지 않으면 FSX 파일 시스템이 자체 관리형 AD 디렉터리의 기본 위치에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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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조직 단위(OU) 객체만 생성 중인 파일 시스템의 직접 상위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00
Pattern: ^[^\u0000\u0085\u2028\u2029\r\n]{1,20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ssword
Amazon FSx가 AD 도메인에 조인하는 데 사용할 자체 관리형 AD 도메인의 서비스 계정 암호입니다. 모
범 사례에 따라 CFN 템플릿에 암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AWS Secrets Manager를 사용하여 암호를 저장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secretsmanager 동적 참조
를 통해 템플릿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AWS Secrets Manager 사용과 관련된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에서 Secrets Manager 비
밀을 참조하세요.
또는 NoEcho 속성을 사용하여 암호 파라미터 값을 난독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에서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1,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
Amazon FSx가 AD 도메인에 조인하는 데 사용할 자체 관리형 AD 도메인의 서비스 계정의 사용자 이름
입니다. 이 계정에는 OrganizationalUnitDistinguishedName에 제공된 조직 단위 또는 AD 도메
인의 기본 위치에 있는 도메인에 컴퓨터를 조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u0000\u0085\u2028\u2029\r\n]{1,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FSx::FileSystem WindowsConfiguration
파일 시스템에 대한 Microsoft Windows 구성이 생성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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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ctiveDirectoryId" : String,
"Aliases" : [ String, ... ],
"AuditLogConfiguration" : AuditLogConfiguration (p. 3361),
"AutomaticBackupRetentionDays" : Integer,
"CopyTagsToBackups" : Boolean,
"DailyAutomaticBackupStartTime" : String,
"DeploymentType" : String,
"PreferredSubnetId" : String,
"SelfManagedActiveDirectoryConfiguration" : SelfManagedActiveDirectoryConfiguration (p. 3366),
"ThroughputCapacity" : Integer,
"WeeklyMaintenanceStartTime" : String

}

YAML
ActiveDirectoryId: String
Aliases:
- String
AuditLogConfiguration:
AuditLogConfiguration (p. 3361)
AutomaticBackupRetentionDays: Integer
CopyTagsToBackups: Boolean
DailyAutomaticBackupStartTime: String
DeploymentType: String
PreferredSubnetId: String
SelfManagedActiveDirectoryConfiguration:
SelfManagedActiveDirectoryConfiguration (p. 3366)
ThroughputCapacity: Integer
WeeklyMaintenanceStartTime: String

Properties
ActiveDirectoryId
파일 시스템이 생성될 때 조인해야 하는 기존 AWS Managed Microsoft Active Directory(AD) 인스턴스의
ID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2
Maximum: 12
Pattern: ^d-[0-9a-f]{1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liases
Amazon FSx 파일 시스템에 연결할 하나 이상의 DNS 별칭 이름의 배열입니다. 별칭을 사용하면 기존
DNS 이름을 사용하여 Amazon FSx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파일 시스
템에 최대 50개의 별칭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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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별칭을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하기 위한 추가 단계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DNS 별칭 작
업 및 시연 5: DNS 별칭을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를 참조하세요.
별칭 이름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FQDN)인 hostname.domain(예: accounting.example.com) 형식으로 지
정되어야 합니다.
• 영숫자 문자, 밑줄(_) 및 하이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하이픈으로 시작되거나 끝날 수 없습니다.
• 숫자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DNS 별칭 이름의 경우 Amazon FSx는 영문자가 지정된 방법(대문자, 소문자 또는 이스케이프 코드)에
관계없이 영문자를 소문자(a~z)로 저장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ditLogConfiguration
Amazon FSx for Windows File Server가 Amazon FSx for Windows File Server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
폴더 및 파일 공유를 감사하고 로깅하는 데 사용하는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tLogConfiguration (p. 336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omaticBackupRetentionDays
자동 백업을 보존할 일수입니다. 기본값은 7일 동안 백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값을 0으로 설정하면
자동 백업 생성이 비활성화됩니다. 백업의 최대 보존 기간은 90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9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pyTagsToBackups
파일 시스템의 태그를 백업에 복사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부울 플래그입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
다. true로 설정하면 파일 시스템의 모든 태그는 사용자가 태그를 지정하지 않은 모든 자동 및 사용자 시
작 백업에 복사됩니다. 이 값이 true이고 하나 이상의 태그를 지정하면 지정된 태그만 백업에 복사됩니
다. 사용자가 시작한 백업을 만들 때 하나 이상의 태그를 지정하면 이 값에 관계없이 파일 시스템에서 태
그가 복사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ailyAutomaticBackupStartTime
UTC 시간대로 HH:MM 형식의 매일 자동 백업을 수행하는 기본 설정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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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ploymentType
파일 시스템 배포 유형을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MULTI_AZ_1 - 임시 가용 영역(AZ) 비가용성을 허용하도록 다중 AZ 중복성을 위해 구성된 고가용성
파일 시스템을 배포합니다. 최소 3개의 가용 영역이 있는 AWS 리전에만 다중 AZ 파일 시스템을 배포
할 수 있습니다. HDD 스토리지 유형도 지원
• SINGLE_AZ_1 - (기본값) 단일 AZ 중복성을 위해 구성된 파일 시스템을 배포하려면 선택합니다.
• SINGLE_AZ_2 - 최신 세대 단일 AZ 파일 시스템. 단일 AZ 중복성을 위해 구성되고 HDD 스토리지 유
형을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용성 및 내구성: 단일 AZ 및 다중 AZ 파일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ULTI_AZ_1 | SINGLE_AZ_1 | SINGLE_AZ_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eferredSubnetId
DeploymentType이 MULTI_AZ_1로 설정된 경우에 필요합니다. 기본 설정 파일 서버를 위치시킬 서브
넷을 지정합니다. AWS 내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교차 AZ 데이터 전송 비용을 줄이고 대기 시간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기본 파일 서버와 동일한 가용 영역(AZ)에서 클라이언트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lfManagedActiveDirectoryConfiguration
Amazon FSx가 FSx for Windows File Server 파일 시스템 또는 ONTAP 스토리지 가상 머신(SVM)을 자
체 관리형(온프레미스 포함) Microsoft Active Directory(AD) 디렉터리에 조인하는 데 사용하는 구성입니
다. 자세한 내용은 자체 관리형 Microsoft Active Directory와 함께 Amazon FSx 사용 또는 SVM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SelfManagedActiveDirectoryConfiguration (p. 336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oughputCapacity
2^3(8)부터 2^11(2048) 사이에서 2 - n씩 증가하는 초당 메가바이트 단위로 측정된 Amazon FSx 파일 시
스템의 처리량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최소: 8
Maximum: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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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eklyMaintenanceStartTime
주별 유지 관리를 수행하도록 기본 설정된 시작 시간으로, UTC 시간대로 d:HH:MM 형식입니다. 여기서
d는 월요일로 시작해 일요일로 끝나는 1부터 7까지의 요일 숫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GameLift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GameLift::Alias (p. 3372)
• AWS::GameLift::Build (p. 3376)
• AWS::GameLift::Fleet (p. 3381)
• AWS::GameLift::GameServerGroup (p. 3399)
• AWS::GameLift::GameSessionQueue (p. 3406)
• AWS::GameLift::MatchmakingConfiguration (p. 3414)
• AWS::GameLift::MatchmakingRuleSet (p. 3423)
• AWS::GameLift::Script (p. 3425)

AWS::GameLift::Alias
AWS::GameLift::Alias 리소스는 Amazon GameLift(GameLift) 플릿 대상에 대한 별칭을 생성합니다. 별
칭에 대한 라우팅 전략으로는 단순 및 터미널 등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순 별칭은 활성 플릿을 가리킵
니다. 터미널 별칭은 플레이어를 활성 플릿으로 라우팅하는 대신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터미널 별
칭에 플레이어를 업그레이드 사이트로 안내하는 URL 링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별칭을 사용하여 게임 세
션 대기열에서, 또는 새 게임 세션을 요청할 때 대상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ameLift::Alias",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RoutingStrategy" : RoutingStrategy (p. 3375)
}

YAML
Type: AWS::GameLift::Alias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API 버전 2010-05-15
337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GameLift
RoutingStrategy:
RoutingStrategy (p. 3375)

Properties
Description
육안으로 읽을 수 있는 별칭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별칭과 연결된 설명 레이블입니다. 별칭 이름은 고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utingStrategy
별칭에 대한 트래픽이 전달되는 위치(예: 플릿 또는 메시지)를 지정하는 라우팅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RoutingStrategy (p. 337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별칭 ID(예:
alias-1111aaaa-22bb-33cc-44dd-5555eeee66ff)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Alias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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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단순 별칭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플릿에 대한 단순 별칭을 생성합니다. 템플릿은 !Ref를 사용하여 플릿 리소스를 참조하며,
이 리소스는 동일한 템플릿의 다른 곳에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JSON
{

}

"Resources": {
"AliasResource": {
"Properties": {
"Name": "MyAlias",
"Description": "My Alias Description",
"RoutingStrategy": {
"Type": "SIMPLE",
"FleetId": {
"Ref": "FleetResource"
}
}
},
"Type": "AWS::GameLift::Alias"
}
}

YAML
Resources:
AliasResource:
Properties:
Name: MyAlias
Description: My Alias Description
RoutingStrategy:
Type: SIMPLE
FleetId: !Ref FleetResource
Type: AWS::GameLift::Alias

Create terminal alias
다음 예제에서는 일반 터미널 메시지를 사용해 터미널 별칭을 생성합니다.

JSON
{

}

"Resources": {
"AliasResource": {
"Type": "AWS::GameLift::Alias",
"Properties": {
"Name": "MyTerminalAlias",
"Description": "A terminal alias",
"RoutingStrategy": {
"Type": "TERMINAL",
"Message": "Terminal routing strategy messag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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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Resources:
AliasResource:
Type: AWS::GameLift::Alias
Properties:
Name: MyTerminalAlias
Description: A terminal alias
RoutingStrategy:
Type: TERMINAL
Message: Terminal routing strategy message

참고 항목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CloudFront을 사용하여 GameLift 리소스 생성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GameLift 플릿에 별칭 추가
• Amazon GameLift API 참조의 CreateAlias

AWS::GameLift::Alias RoutingStrategy
플릿 별칭에 대한 라우팅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leetId" : String,
"Message" : String,
"Type" : String

YAML
FleetId: String
Message: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FleetId
별칭이 가리키는 플릿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SIMPLE 속성에 대해 Type을 지정한 경우 이 속성을 지정
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Pattern: ^fleet-\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ssage
터미널 라우팅 전략에 사용되는 메시지 텍스트입니다. TERMINAL 속성에 대해 Type을 지정한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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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라우팅 전략의 유형입니다.
다음과 같은 라우팅 유형이 있습니다.
• SIMPLE - 별칭이 하나의 특정 플릿으로 해석됩니다. 활성 플릿으로 라우팅할 경우 이 유형을 사용하
십시오.
• TERMINAL - 별칭이 플릿으로 해석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터미널 별칭은 Message 속성에서 지정한 메시지와 함께
TerminalRoutingStrategyException를 throw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IMPLE | TERMINA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CloudFront을 사용하여 GameLift 리소스 생성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GameLift 플릿에 별칭 추가
• Amazon GameLift API 참조의 RoutingStrategy

AWS::GameLift::Build
AWS::GameLift::Build 리소스는 Amazon GameLift 집합의 인스턴스에 설치 및 실행되는 게임 서버 빌
드를 생성합니다. 이 리소스는 게임 서버 빌드의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된 zip 파일이 포함된 Amazon S3 위
치를 가리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ameLift::Build",
"Properties" : {
"Name" : String,
"OperatingSystem" : String,
"StorageLocation" : S3Location (p. 3380),
"Version" : String
}

YAML
Type: AWS::GameLift::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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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Name: String
OperatingSystem: String
StorageLocation:
S3Location (p. 3380)
Version: String

Properties
Name
빌드와 연결된 설명 레이블입니다. 빌드 이름은 고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peratingSystem
게임 서버 바이너리가 실행되도록 빌드된 운영 체제입니다. 이 값은 이 빌드에 사용할 수 있는 플릿 리소
스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게임 빌드에 실행 파일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모두 동일한 운영 체제에
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빌드를 생성할 때 운영 체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Amazon GameLift는 기본값
(WINDOWS_2012)을 사용합니다. 이 값은 나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MAZON_LINUX | AMAZON_LINUX_2 | WINDOWS_20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orageLocation
게임 빌드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소유한 Amazon S3 버킷에 저장된 파일로 빌드
를 생성할 때만 이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스토리지 위치에서 Amazon S3 버킷 이름과 키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 위치에서 Amazon Web Services가 Amazon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정한 역할
ARN도 지정해야 합니다. S3 버킷과 새 빌드는 동일한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StorageLocation을 지정하면 Amazon S3 버킷에서 파일 크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Amazon Web
Services는 0의 SizeOnDisk를 보고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Location (p. 338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ersion
이 빌드와 연결된 버전 정보입니다. 별칭 문자열은 고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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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빌드 ID(예:
build-1111aaaa-22bb-33cc-44dd-5555eeee66ff)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사용자 지정 게임 서버 빌드 생성
다음 예에서는 MyGameServerBuild라는 GameLift 빌드를 생성합니다. 빌드 패키지는 S3Bucket 및
S3Key 입력 파라미터에 지정된 S3 버킷에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빌드 패키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도록 GameLift에서 수임하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역할도 생성합니다.

JSON
{

"Resources": {
"IAM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cloudformation.amazonaws.com",
"gamelift.amazonaws.com"
]
},
"Action": "sts:AssumeRole"
}
]
},
"RoleName": "BuildIAMRole",
"Policies": [
{
"PolicyName": "gamelift-s3-access-policy",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GetObject",
"s3:GetObjectVersion",
"s3:GetObjectMetadata",
"s3:*Object*"
],
"Resource": [
"arn:aws:s3:::MyBucketNa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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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BuildResource": {
"Type": "AWS::GameLift::Build",
"Properties": {
"Name": "MyGameServerBuild",
"Version": "v1.0",
"OperatingSystem": "WINDOWS_2012",
"StorageLocation": {
"Bucket": "MyBucketName",
"Key": "MyGameBuildFiles.zip",
"RoleArn": {
"Fn::GetAtt": [
"IAMRole",
"Arn"
]
}
}
}
}

YAML
Resources:
IAM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loudformation.amazonaws.com", "gamelift.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RoleName: "BuildIAMRole"
Policies:
- PolicyName: gamelift-s3-access-polic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3:GetObject"
- "s3:GetObjectVersion"
- "s3:GetObjectMetadata"
- "s3:*Object*"
Resource:
- "arn:aws:s3:::MyBucketName/*"
BuildResource:
Type: AWS::GameLift::Build
Properties:
Name: MyGameServerBuild
Version: v1.0
OperatingSystem: WINDOWS_2012
StorageLocation:
Bucket: "MyBucketName"
Key: "MyGameBuildFiles.zip"
RoleArn: !GetAtt IAMRo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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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
•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CloudFront을 사용하여 GameLift 리소스 생성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S3의 파일을 사용하여 빌드 생성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S3에 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Amazon GameLift API 참조의 CreateBuild

AWS::GameLift::Build S3Location
Amazon S3에서 Amazon GameLift가 액세스할 수 있도록 빌드 또는 스크립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위치입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 : String,
"Key" : String,
"ObjectVersion"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Bucket: String
Key: String
ObjectVersion: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Bucket
Amazon S3 버킷 식별자입니다.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Note
GameLift는 현재 이름에 점(.)이 포함된 Amazon S3 버킷에서 업로드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y
빌드 파일 또는 스크립트 파일을 포함하는 zip 파일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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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bjectVersion
버킷에 대해 객체 버전 관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파일의 버전입니다. Amazon GameLift는 S3 버킷
에서 파일을 검색할 때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파일의 특정 버전을 검색하려면 객체 버전을 제공합니다.
파일의 최신 버전을 검색하려면 이 파라미터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Arn
Amazon Web Services가 S3 버킷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CloudFront을 사용하여 GameLift 리소스 생성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S3의 파일을 사용하여 빌드 생성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S3에 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 Amazon GameLift API 참조의 S3Location

AWS::GameLift::Fleet
AWS::GameLift::Fleet 리소스는 Amazon GameLift(GameLift) 플릿을 만들어 게임 서버를 호스팅합니
다. 플릿은 각각이 여러 게임 세션을 호스팅할 수 있는 EC2 인스턴스 집합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GameLift::Fleet",
"Properties" : {
"BuildId" : String,
"CertificateConfiguration" : CertificateConfiguration (p. 3391),
"Description" : String,
"DesiredEC2Instances" : Integer,
"EC2InboundPermissions" : [ IpPermission (p. 3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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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2InstanceType" : String,
"FleetType" : String,
"InstanceRoleARN" : String,
"Locations" : [ LocationConfiguration (p. 3394), ... ],
"MaxSize" : Integer,
"MetricGroups" : [ String, ... ],
"MinSize" : Integer,
"Name" : String,
"NewGameSessionProtectionPolicy" : String,
"PeerVpcAwsAccountId" : String,
"PeerVpcId" : String,
"ResourceCreationLimitPolicy" : ResourceCreationLimitPolicy (p. 3395),
"RuntimeConfiguration" : RuntimeConfiguration (p. 3396),
"ScriptId" : String

YAML
Type: AWS::GameLift::Fleet
Properties:
BuildId: String
CertificateConfiguration:
CertificateConfiguration (p. 3391)
Description: String
DesiredEC2Instances: Integer
EC2InboundPermissions:
- IpPermission (p. 3392)
EC2InstanceType: String
FleetType: String
InstanceRoleARN: String
Locations:
- LocationConfiguration (p. 3394)
MaxSize: Integer
MetricGroups:
- String
MinSize: Integer
Name: String
NewGameSessionProtectionPolicy: String
PeerVpcAwsAccountId: String
PeerVpcId: String
ResourceCreationLimitPolicy:
ResourceCreationLimitPolicy (p. 3395)
RuntimeConfiguration:
RuntimeConfiguration (p. 3396)
ScriptId: String

Properties
BuildId
새 플릿에 배포할 빌드의 고유한 식별자입니다. 사용자 지정 게임 빌드를 사용하여 플릿을 배포하는 경
우 이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빌드는 Amazon GameLift에 업로드되어 있어야 하고 READY 상태이어야
합니다. 플릿을 생성한 후에는 플릿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Pattern: ^build-\S+|^arn:.*:build\/build-\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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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Configuration
새 플릿에 대해 TLS/SSL 인증서가 생성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TLS 인증서는 GameLift에서 실행되
는 게임 클라이언트와 게임 서버 간의 트래픽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파라미터를 설정하지 않
으면 인증서 생성이 비활성화됩니다. 플릿을 생성한 후에는 플릿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보안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AWS Certificate Manager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 기능은 AWS 글로벌 파
티션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파티션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파티
션에서 작업할 때 인증서 생성 결과가 포함된 새 집합에 대한 요청이 실패하고 4xx 미지원 리전 오류가
발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ertificateConfiguration (p. 339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육안으로 읽을 수 있는 플릿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iredEC2Instances
이 플릿에 호스팅할 EC2 인스턴스의 수입니다. 새 플릿을 생성할 때 GameLift는 자동으로 이 값을 “1"로
설정하고 단일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플릿이 활성화되면 이 값을 업데이트하고 인스턴스를 플릿에서
추가하거나 제거하도록 GameLift를 트리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C2InboundPermissions
인바운드 트래픽이 Amazon GameLift 서버의 서버 프로세스에 연결되도록 허용하는 IP 주소 및 포트 설
정 범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pPermission (p. 3392)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C2InstanceType
모든 플릿 인스턴스에 사용할 GameLift 지원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인스턴스 유형은 CPU,
메모리, 스토리지 및 네트워킹 용량을 비롯하여, 게임 서버를 호스팅하는 데 사용할 컴퓨팅 리소스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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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인스턴스
유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3.2xlarge | c3.4xlarge | c3.8xlarge | c3.large | c3.xlarge |
c4.2xlarge | c4.4xlarge | c4.8xlarge | c4.large | c4.xlarge | c5.12xlarge |
c5.18xlarge | c5.24xlarge | c5.2xlarge | c5.4xlarge | c5.9xlarge | c5.large
| c5.xlarge | c5a.12xlarge | c5a.16xlarge | c5a.24xlarge | c5a.2xlarge |
c5a.4xlarge | c5a.8xlarge | c5a.large | c5a.xlarge | m3.2xlarge | m3.large
| m3.medium | m3.xlarge | m4.10xlarge | m4.2xlarge | m4.4xlarge | m4.large
| m4.xlarge | m5.12xlarge | m5.16xlarge | m5.24xlarge | m5.2xlarge |
m5.4xlarge | m5.8xlarge | m5.large | m5.xlarge | m5a.12xlarge | m5a.16xlarge
| m5a.24xlarge | m5a.2xlarge | m5a.4xlarge | m5a.8xlarge | m5a.large |
m5a.xlarge | r3.2xlarge | r3.4xlarge | r3.8xlarge | r3.large | r3.xlarge |
r4.16xlarge | r4.2xlarge | r4.4xlarge | r4.8xlarge | r4.large | r4.xlarge
| r5.12xlarge | r5.16xlarge | r5.24xlarge | r5.2xlarge | r5.4xlarge
| r5.8xlarge | r5.large | r5.xlarge | r5a.12xlarge | r5a.16xlarge |
r5a.24xlarge | r5a.2xlarge | r5a.4xlarge | r5a.8xlarge | r5a.large |
r5a.xlarge | t2.large | t2.medium | t2.micro | t2.small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leetType
플릿에서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사용할지, 아니면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할지를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이 속성은 ON_DEMAND로 설정됩니다. 온디맨드 인스턴스와 스팟 인스턴스 비교에서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지 참조하세요. 플릿을 생성한 후에는 이 속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N_DEMAND | SPO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RoleARN
AWS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는 IAM 역할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인스턴스 역할 ARN을 설정하
면 이 플릿의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설치 스크립트, 서버 프로세스 및 데몬(백그
라운드 프로세스) 같은 역할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의 IAM 대시보드를 사용
하여 역할을 생성하거나 역할의 ARN을 조회합니다. 게임 서버에 대한 온박스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방
법은 게임 서버에서 외부 리소스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플릿을 생성한 후에는 이 속성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cations
추가 인스턴스를 플릿의 일부로 배포하고 관리할 원격 위치 세트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여러 위치를
지원하는 AWS 리전에서 플릿을 생성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ameLift 지원 AWS 리전을 usAPI 버전 2010-05-15
338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GameLift

west-2 같은 AWS 리전 코드 형식으로 원격 위치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홈 리전에만 인스턴스가 있는
플릿을 생성하려면 이 파라미터를 생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cationConfiguration (p. 3394)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Size
플릿의 인스턴스 수에 허용되는 최대값입니다. 새 플릿을 생성할 때 GameLift는 자동으로 이 값을 “1"로
설정합니다. 플릿이 활성화되면 이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Groups
Amazon CloudWatch 지표 그룹의 이름입니다. 지표 그룹은 그룹의 모든 플릿에 대한 지표를 집계합니
다. 지표 그룹 이름을 포함하는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기존 이름을 사용하거나 새 이름을 사용하여 새 지
표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파라미터는 하나의 문자열만 가질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Size
플릿의 인스턴스 수에 허용되는 최소값입니다. 새 플릿을 생성할 때 GameLift는 자동으로 이 값을 “0"으
로 설정합니다. 플릿이 활성화되면 이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플릿과 연결된 설명 레이블입니다. 플릿 이름은 고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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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wGameSessionProtectionPolicy
이 플릿의 인스턴스에서 호스팅되는 모든 게임 세션에 적용되는 게임 세션 보호 정책입니다. 보호가 이
루어지면 활성 게임 세션을 스케일 다운 이벤트 중에 종료할 수 없습니다. 이 파라미터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이 플릿의 인스턴스는 “보호되지 않음”으로 기본 설정됩니다. 플릿의 보호 정책을 변경하여 플릿의
향후 게임 세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별 게임 세션에 보호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ullProtection | NoProtecti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erVpcAwsAccountId
VPC를 소유하는 AWS 계정의 고유 식별자인 VPC와 GameLift 플릿을 피어링할 때 사용됩니다. 계정 설
정의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계정 ID를 찾을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eerVpcId
GameLift 플릿에서 액세스할 리소스가 포함된 VPC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그러나 VPC는 플릿과 동일한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VPC ID를 조회하려면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VPC 대시보드를 사용합
니다. VPC 피어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ameLift 플릿을 사용한 VPC 피어링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CreationLimitPolicy
지정된 기간 동안 개별 플레이어가 이 플릿의 인스턴스에서 생성할 수 있는 게임 세션 수를 제한하는 정
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CreationLimitPolicy (p. 33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ntimeConfiguration
플릿의 각 인스턴스에서 서버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서버 프로세스는 사용자 지정 게임
빌드의 실행 파일 또는 Realtime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런타임 구성은 서버 실행 파일 또는 시작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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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트 파일, 시작 파라미터 및 각 인스턴스에서 동시에 실행할 프로세스 수를 정의합니다. 플릿을 생성할
때 런타임 구성에 적어도 하나의 서버 프로세스 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요청 예외
로 인해 요청이 실패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파라미터 ServerLaunchPath 및 ServerLaunchParameters를 정의하지 않는 한 필
수입니다. 런타임 구성이 이러한 파라미터를 대체했지만, 이를 사용하는 플릿은 계속 작동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RuntimeConfiguration (p. 33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riptId
새 Realtime Servers 플릿에 배포할 Realtime 스크립트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스크립트가 Amazon
GameLift에 성공적으로 업로드되어 있어야 합니다. 플릿을 생성한 후에는 플릿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
니다.
참고: 현재 !Ref 명령을 사용하여 플릿 속성 ScriptId에 대해 CloudFormation 템플릿으로 생성
된 스크립트를 참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신 Fn::GetAtt Script.Arn 또는 Fn::GetAtt
Script.Id를 사용하여 이러한 속성 중 하나를 ScriptId에 대한 입력으로 검색합니다. 또는
ScriptId 문자열을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Pattern: ^script-\S+|^arn:.*:script\/script-\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플릿 ID(예:
fleet-1111aaaa-22bb-33cc-44dd-5555eeee66ff)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leet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예제
빌드로 GameLift 플릿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사용자 지정 게임 빌드를 위한 GameLift 플릿을 생성하고 구성합니다. 플릿은 Ref 내장 함
수를 사용하여 빌드를 지정하며, 동일한 템플릿의 다른 위치에서 해당 빌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로그 경로
및 서버 시작 경로의 예제 구문은 Windows 빌드의 값을 사용합니다.
참고: JSON 예제는 슬래시(\\)를 이스케이프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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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Resources": {
"FleetResource": {
"Type": "AWS::GameLift::Fleet",
"Properties": {
"BuildId": {
"Ref": "BuildResource"
},
"CertificateConfiguration": {
"CertificateType": "DISABLED"
},
"Description": "Description of my Fleet",
"DesiredEc2Instances": 1,
"EC2InboundPermissions": [
{
"FromPort": 1234,
"ToPort": 1324,
"IpRange": "0.0.0.0/24",
"Protocol": "TCP"
},
{
"FromPort": 1356,
"ToPort": 1578,
"IpRange": "192.168.0.0/24",
"Protocol": "UDP"
}
],
"EC2InstanceType": "c4.large",
"FleetType": "SPOT",
"LogPaths": [
"c:\\game\\testlog.log",
"c:\\game\\testlog2.log"
],
"MetricGroups": [
"MetricGroupName"
],
"Name": "MyGameFleet",
"NewGameSessionProtectionPolicy": "FullProtection",
"ResourceCreationLimitPolicy": {
"NewGameSessionsPerCreator": 5,
"PolicyPeriodInMinutes": 2
},
"RuntimeConfiguration": {
"GameSessionActivationTimeoutSeconds": 300,
"MaxConcurrentGameSessionActivations": 1,
"ServerProcesses": [
{
"ConcurrentExecutions": 1,
"LaunchPath": "c:\\game\\TestApplicationServer.exe"
}
]
}
}
}
}

YAML
Resources:
FleetResource:
Type: AWS::GameLift::F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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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BuildId: !Ref BuildResource
CertificateConfiguration:
CertificateType: DISABLED
Description: Description of my Game Fleet
DesiredEc2Instances: 1
EC2InboundPermissions:
- FromPort: 1234
ToPort: 1324
IpRange: 0.0.0.0/24
Protocol: TCP
- FromPort: 1356
ToPort: 1578
IpRange: 192.168.0.0/24
Protocol: UDP
EC2InstanceType: c4.large
FleetType: SPOT
LogPaths:
- c:\game\testlog.log
- c:\game\testlog2.log
MetricGroups:
- MetricGroupName
Name: MyGameFleet
NewGameSessionProtectionPolicy: FullProtection
ResourceCreationLimitPolicy:
NewGameSessionsPerCreator: 5
PolicyPeriodInMinutes: 2
RuntimeConfiguration:
GameSessionActivationTimeoutSeconds: 300
MaxConcurrentGameSessionActivations: 1
ServerProcesses:
- ConcurrentExecutions: 1
LaunchPath: c:\game\TestApplicationServer.exe

스크립트로 GameLift 플릿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Realtime Servers를 실행하도록 GameLift 플릿을 생성하고 구성합니다. 플릿은 GetAtt 내
장 함수를 사용하여 스크립트를 지정하며, 동일한 템플릿의 다른 위치에서 해당 스크립트를 선언할 수 있습
니다. 모든 Realtime Servers가 Linux와 함께 배포되므로 로그 경로 및 서버 시작 경로에 대한 구문 예제는
Linux용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JSON
{

"Resources": {
"FleetResource": {
"Type": "AWS::GameLift::Fleet",
"Properties": {
"CertificateConfiguration": {
"CertificateType": "DISABLED"
},
"Description": "Description of my Game Fleet",
"DesiredEC2Instances": 1,
"EC2InboundPermissions": [
{
"FromPort": 1234,
"ToPort": 1324,
"IpRange": "0.0.0.0/24",
"Protocol": "TCP"
},
{
"FromPort": 1356,
"ToPort": 1578,
"IpRange": "192.16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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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Protocol": "UDP"

],
"EC2InstanceType": "c4.large",
"FleetType": "SPOT",
"LogPaths": [
"/local/game/testlog.log",
"/local/game/testlog2.log"
],
"MetricGroups": [
"MetricGroupName"
],
"Name": "MyGameFleet",
"NewGameSessionProtectionPolicy": "FullProtection",
"ResourceCreationLimitPolicy": {
"NewGameSessionsPerCreator": 5,
"PolicyPeriodInMinutes": 2
},
"RuntimeConfiguration": {
"GameSessionActivationTimeoutSeconds": 300,
"MaxConcurrentGameSessionActivations": 1,
"ServerProcesses": [
{
"ConcurrentExecutions": 1,
"LaunchPath": "/local/game/myscript.js"
}
]
},
"ScriptId": {
"Fn::GetAtt": [
"ScriptResource",
"Id"
]
}

YAML
Resources:
FleetResource:
Type: AWS::GameLift::Fleet
Properties:
CertificateConfiguration:
CertificateType: DISABLED
Description: Description of my game fleet
DesiredEC2Instances: 1
EC2InboundPermissions:
- FromPort: 1234
ToPort: 1324
IpRange: 0.0.0.0/24
Protocol: TCP
- FromPort: 1356
ToPort: 1578
IpRange: 192.168.0.0/24
Protocol: UDP
EC2InstanceType: c4.large
FleetType: SPOT
LogPaths:
- '/local/game/testlog.log'
- '/local/game/testlog2.log'
Metric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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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ricGroupName
Name: MyGameFleet
NewGameSessionProtectionPolicy: FullProtection
ResourceCreationLimitPolicy:
NewGameSessionsPerCreator: 5
PolicyPeriodInMinutes: 2
RuntimeConfiguration:
GameSessionActivationTimeoutSeconds: 300
MaxConcurrentGameSessionActivations: 1
ServerProcesses:
- ConcurrentExecutions: 1
LaunchPath: '/local/game/myscript.js'
ScriptId: !GetAtt ScriptResource.Id

참고 항목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CloudFront을 사용하여 GameLift 리소스 생성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GameLift 플릿 설정
• Amazon GameLift API 참조의 CreateFleet

AWS::GameLift::Fleet CertificateConfiguration
플릿에서의 TLS/SSL 인증서 사용에 대한 정보입니다. TLS 인증서 생성은 플릿 수준에서 활성화되
며 해당 플릿에 대해 하나의 인증서가 생성됩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GameLift Server SDK 호출
GetInstanceCertificate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플릿의 모든 인스턴스는 동일한 인
증서를 공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Type" : String

YAML
CertificateType: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Type
플릿에 대해 TLS/SSL 인증서가 생성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GENERATE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CloudFront을 사용하여 GameLift 리소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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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사용자 지정 게임 빌드용 GameLift 플릿 배포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Realtime 서버 플릿 배포
• Amazon GameLift API 리소스의 CertificateConfiguration

AWS::GameLift::Fleet IpPermission
인바운드 트래픽이 Amazon GameLift 호스팅 리소스의 서버 프로세스에 연결되도록 허용하는 IP 주소 및 포
트 설정의 범위입니다. 플릿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게임 세션에는 IP 주소/포트 번호 조합이 할당되며, 이는
플릿의 허용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게임 서버로 생성된 플릿의 경우 범위는 서버의 게임 세션
할당을 반영합니다. 실시간 서버 플릿의 경우 Amazon GameLift는 자동으로 두 개의 포트 범위를 엽니다. 하
나는 TCP 메시징용이고 다른 하나는 실시간 서버에서 사용하기 위한 UDP용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romPort" : Integer,
"IpRange" : String,
"Protocol" : String,
"ToPort" : Integer

YAML
FromPort: Integer
IpRange: String
Protocol: String
ToPort: Integer

Properties
FromPort
허용되는 포트 번호 범위의 시작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0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pRange
허용된 IP 주소 범위입니다. 이 값은 CIDR 표기로 표현해야 합니다. 예: "000.000.000.000/[subnet
mask]" 또는 축약 버전(선택 사항) "0.0.0.0/[subnet mask]".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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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
플릿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TCP | UD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ort
허용되는 포트 번호 범위의 끝 값입니다. 포트 번호는 끝 값을 포함합니다. 이 값은 FromPort보다 커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0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CloudFront을 사용하여 GameLift 리소스 생성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사용자 지정 게임 빌드용 GameLift 플릿 배포
• Amazon GameLift API 참조의 IpPermission

AWS::GameLift::Fleet LocationCapacity
지정된 플릿 또는 위치의 현재 리소스 용량 설정입니다. 위치 값은 플릿의 원격 위치 또는 해당 홈 리전을 참
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작업
DescribeFleetCapacity | DescribeFleetLocationCapacity | UpdateFleetCapacity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iredEC2Instances" : Integer,
"MaxSize" : Integer,
"MinSize" : Integer

YAML
DesiredEC2Instances: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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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Size: Integer
MinSize: Integer

Properties
DesiredEC2Instances
지정된 플릿 위치에서 사용자가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Amazon EC2 인스턴스의 수입니다. 이 값은 최소
및 최대 크기 제한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Size
지정된 플릿 위치에서 허용되는 최대 인스턴스 수입니다. 이 파라미터가 설정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1
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Size
지정된 플릿 위치에서 허용되는 최소 인스턴스 수입니다. 이 파라미터가 설정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0
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ameLift::Fleet LocationConfiguration
다중 위치 플릿이 게임 호스팅을 위해 EC2 인스턴스를 배포할 수 있는 원격 위치입니다.
관련 작업
CreateFleet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Location" : String,
"LocationCapacity" : LocationCapacity (p. 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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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Location: String
LocationCapacity:
LocationCapacity (p. 3393)

Properties
Location
AWS 리전 코드입니다(예: us-west-2).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a-z]+(-([a-z]+|\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cationCapacity
지정된 플릿 또는 위치의 현재 리소스 용량 설정입니다. 위치 값은 플릿의 원격 위치 또는 해당 홈 리전
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작업
DescribeFleetCapacity | DescribeFleetLocationCapacity | UpdateFleetCapacity
Required: 아니요
Type: LocationCapacity (p. 33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ameLift::Fleet ResourceCreationLimitPolicy
플레이어가 동일한 플릿에서 생성할 수 있는 게임 세션 수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선택 사항인 이 정책은 플
레이어가 제공된 게임 서버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게임 소유자가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리소스
생성 정책은 “개별 플레이어는 지정된 기간 내에 최대 수의 새 게임 세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만듭니다.
이 정책은 플레이어가 새 게임 세션을 생성하려고 시도할 때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새로운 게임 세
션과 60분의 기간으로 이루어진 정책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CreateGameSession 요청을 받으면 Amazon
GameLift는 플레이어(CreatorId에서 식별)가 지난 60분 동안 10개 미만의 게임 세션을 생성했는지 확인합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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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GameSessionsPerCreator" : Integer,
"PolicyPeriodInMinutes" : Integer

YAML
NewGameSessionsPerCreator: Integer
PolicyPeriodInMinutes: Integer

Properties
NewGameSessionsPerCreator
정책 기간 동안 개인이 생성할 수 있는 최대 게임 세션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yPeriodInMinutes
리소스 생성 제한 정책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 범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CloudFront을 사용하여 GameLift 리소스 생성
• Amazon GameLift API 참조의 ResourceCreationLimitPolicy

AWS::GameLift::Fleet RuntimeConfiguration
플릿의 각 인스턴스에서 실행할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서버 프로세스 구성의 모음입니다. 모든 플릿에는 런타
임 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플릿의 각 인스턴스는 런타임 구성에 지정된 대로 서버 프로세스를 유지 관리하며,
기존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새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각 인스턴스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런타임 구성을
확인하여 호출한 대로 조정합니다.
런타임 구성을 사용하면 플릿의 인스턴스가 여러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시나리오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일 게임 서버 실행 파일의 여러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호스팅 리소스의 사용을 극
대화합니다. (2) 게임 서버 및 지표 추적 프로그램과 같이 서로 다른 실행 파일의 프로세스를 하나 이상 실행
합니다. (3) 시작 파라미터가 서로 다른 단일 게임 서버의 여러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디버그 모
드에서 각 인스턴스에 대해 하나의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Amazon GameLift 인스턴스는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세스 50개로 제한됩니다. 런타임 구성은 이 제한
값보다 적게 지정해야 합니다. 런타임 구성에 지정된 총 프로세스 수를 계산하려면 런타임 구성의 각
ServerProcess 객체에 대한 ConcurrentExecutions 파라미터 값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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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ameSessionActivationTimeoutSeconds" : Integer,
"MaxConcurrentGameSessionActivations" : Integer,
"ServerProcesses" : [ ServerProcess (p. 3398), ... ]

YAML
GameSessionActivationTimeoutSeconds: Integer
MaxConcurrentGameSessionActivations: Integer
ServerProcesses:
- ServerProcess (p. 3398)

Properties
GameSessionActivationTimeoutSeconds
새 게임 세션을 시작하고 플레이어를 호스팅할 준비가 된 상태로 보고할 수 있는 최대 시간(초)입니다.
이 시간 동안 게임 세션의 상태는 ACTIVATING입니다. 제한 시간 전에 게임 세션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게임 세션이 종료되고 게임 세션 상태가 TERMINATED로 변경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ConcurrentGameSessionActivations
인스턴스에서 허용할 ACTIVATING 상태의 게임 세션 수입니다. 이 설정은 한 번에 새 게임 활성화에 사
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 리소스를 제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erProcesses
플릿의 각 인스턴스에서 실행할 프로세스를 식별하는 서버 프로세스 구성의 모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rverProcess (p. 3398)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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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CloudFront을 사용하여 GameLift 리소스 생성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사용자 지정 게임 빌드용 GameLift 플릿 배포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Realtime 서버 플릿 배포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플릿에서 여러 프로세스 실행
• Amazon GameLift API 리소스의 RuntimeConfiguration

AWS::GameLift::Fleet ServerProcess
플릿의 각 인스턴스에서 서버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한 명령 세트입니다. 각 명령 세트는 서버 실행 파일의
위치, 선택적 시작 파라미터, 인스턴스에서 동시에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이 구성을 사용하는 서버 프로세스 수
를 식별합니다. 서버 프로세스 구성은 플릿의 RuntimeConfiguration을 구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currentExecutions" : Integer,
"LaunchPath" : String,
"Parameters" : String

YAML
ConcurrentExecutions: Integer
LaunchPath: String
Parameters: String

Properties
ConcurrentExecutions
각 인스턴스에서 이 구성을 사용하여 동시에 실행되는 서버 프로세스의 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unchPath
게임 빌드 실행 파일 또는 Init() 함수가 포함된 Realtime 스크립트 파일의 위치입니다. 게임 빌드 및
실시간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이 루트의 인스턴스에 설치됩니다.
• Windows(사용자 지정 게임 빌드에만 해당): C:\game. 예: "C:\game\MyGame\server.exe"
• Linux: /local/game. 예제: "/local/game/MyGame/server.exe" 또는 "/local/game/
MyRealtimeScript.js"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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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시작 시 서버 실행 파일 또는 실시간 스크립트에 전달할 선택적 파라미터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CloudFront을 사용하여 GameLift 리소스 생성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사용자 지정 게임 빌드용 GameLift 플릿 배포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Realtime 서버 플릿 배포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플릿에서 여러 프로세스 실행
• Amazon GameLift API 참조의 ServerProcess

AWS::GameLift::GameServerGroup
이 작업은 Amazon GameLift FleetIQ 솔루션 및 게임 서버 그룹에 사용됩니다.
게임 호스팅을 위한 Amazon EC2 인스턴스 컬렉션에서 게임 호스팅을 관리하기 위한 GameLift FleetIQ 게임
서버 그룹을 생성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게임 서버 그룹이 생성되고 AWS account에 Auto Scaling 그룹
이 생성되며 두 그룹 간의 링크가 설정됩니다. GameLift 콘솔에서 게임 서버 그룹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서버 그룹 지표 및 이벤트는 Amazon CloudWatch로 전송됩니다.
새 게임 서버 그룹을 생성하려면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게임 서버 빌드로 Amazon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Amazon EC2 시작 템플릿.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시작 템플릿에서 인스턴스 시작을 참조하세요.
• AWS account에 대한 제한된 액세스를 확장하여 GameLift FleetIQ에서 Auto Scaling 그룹을 생성하고 이
와 상호 작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IAM 역할. 자세한 내용은 GameLift FleetIQ 개발자 안내서에서 교차 서비
스 상호 작용을 위한 IAM 역할 생성을 참조하세요.
새 게임 서버 그룹을 생성하려면 고유한 그룹 이름, IAM 역할 및 Amazon EC2 시작 템플릿을 지정하고 그룹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 유형 목록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룹의 인스턴스 수에 대한 초기 최대 및 최소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GameLift FleetIQ 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대상 추적을 사용하여 Auto
Scaling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게임 서버 그룹과 해당하는 Auto Scaling 그룹이 생성되면 필요에 따라 Auto Scaling 그룹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게임 서버 그룹을 생성할 때 설정되는 몇 가지 속성(최대/최소 크기 및 자
동 크기 조정 정책 설정 등)은 Auto Scaling 그룹에서 직접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일부 Auto Scaling 그룹 속
성은 가용성과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밸런싱 활동의 일부로 GameLift FleetIQ에 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
트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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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GameLift FleetIQ 가이드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ameLift::GameServerGroup",
"Properties" : {
"AutoScalingPolicy" : AutoScalingPolicy (p. 3403),
"BalancingStrategy" : String,
"DeleteOption" : String,
"GameServerGroupName" : String,
"GameServerProtectionPolicy" : String,
"InstanceDefinitions" : [ InstanceDefinition (p. 3404), ... ],
"LaunchTemplate" : LaunchTemplate (p. 3405),
"MaxSize" : Double,
"MinSize" : Double,
"RoleArn" : String,
"Tags" : [ Tag, ... ],
"VpcSubnets" : [ String, ... ]
}

YAML
Type: AWS::GameLift::GameServerGroup
Properties:
AutoScalingPolicy:
AutoScalingPolicy (p. 3403)
BalancingStrategy: String
DeleteOption: String
GameServerGroupName: String
GameServerProtectionPolicy: String
InstanceDefinitions:
- InstanceDefinition (p. 3404)
LaunchTemplate:
LaunchTemplate (p. 3405)
MaxSize: Double
MinSize: Double
RoleArn: String
Tags:
- Tag
VpcSubnets:
- String

Properties
AutoScalingPolicy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AutoScalingPolicy (p. 34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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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ingStrategy
GameLift FleetIQ가 게임 서버 그룹에서 스팟 인스턴스와 온디맨드 인스턴스의 사용을 어떻게 밸런싱하
는지 나타냅니다. 방법 옵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SPOT_ONLY - 게임 서버 그룹에서 스팟 인스턴스만 사용됩니다.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없거나 게
임 호스팅에 실행할 수 없는 경우, 게임 서버 그룹에서 스팟 인스턴스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호스팅 용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새로운 인스턴스가 시작되지 않고 기존의 실행 불가능
한 스팟 인스턴스가 종료되며(현재 게임 플레이가 종료된 후) 대체되지 않습니다.
• SPOT_PREFERRED - (기본값) 게임 서버 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을 때마다 스팟 인스턴스가 사용됩니
다.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게임 서버 그룹은 온디맨드 인스턴스로 대체하여 호스팅 용
량을 계속 제공합니다. 기존의 실행 불가능한 스팟 인스턴스는 종료되고(현재 게임 플레이가 끝난 후)
새로운 온디맨드 인스턴스로 대체됩니다.
• ON_DEMAND_ONLY - 게임 서버 그룹에서 온디맨드 인스턴스만 사용됩니다. 이 밸런싱 전략이 시행되
는 동안에는 스팟 인스턴스가 사용 가능하더라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N_DEMAND_ONLY | SPOT_ONLY | SPOT_PREFERR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leteOptio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ameServerGroupName
게임 서버 그룹에 대해 개발자가 정의한 식별자입니다. 이 이름은 각 AWS 계정의 각 리전에서 고유합니
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ameServerProtectionPolicy
게임 서버 그룹의 인스턴스가 조기 종료로부터 보호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입니다. 활성 게임 서
버가 실행 중인 보호되지 않은 인스턴스는 축소 이벤트 중에 종료되어 플레이어의 게임이 중단될 수 있
습니다. 게임 서버 그룹이 강제 삭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행 중인 활성 게임 서버가 있는 동안에는 보
호된 인스턴스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단, 스팟 인스턴스는 예외로, 보호 상태에 관계없이 AWS에서 종
료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ULL_PROTECTION | NO_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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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Definitions
GameLift FleetIQ가 해당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를 재분배하고 자동으로 크기를 조정할 때 사용
할 수 있는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 세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InstanceDefinition (p. 3404) 목록
Maximum: 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unchTemplat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LaunchTemplate (p. 340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Siz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Siz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mazon EC2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Amazon Web Services의 액세스를 허용하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rn:.*:role\/[\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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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Subnet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Fn::GetAtt
AutoScalingGroup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GameServerGroup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AWS::GameLift::GameServerGroup AutoScalingPolicy
AutoScalingPolicy 속성 유형은 AWS::GameLift::GameServerGroup (p. 3399)에 대한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stimatedInstanceWarmup" : Double,
"TargetTrackingConfiguration" : TargetTrackingConfiguration (p. 3406)

YAML
EstimatedInstanceWarmup: Double
TargetTrackingConfiguration:
TargetTrackingConfiguration (p. 3406)

Properties
EstimatedInstanceWarmup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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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TrackingConfiguratio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TargetTrackingConfiguration (p. 340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ameLift::GameServerGroup InstanceDefinition
이 데이터 유형은 Amazon GameLift FleetIQ 및 게임 서버 그룹에 사용됩니다.
GameServerGroup에 대해 허용되는 인스턴스 유형. 모든 게임 서버 그룹에는 최소한 두 개의 인스턴스 유
형이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GameLift FleetIQ는 정의된 각 인스턴스 유형의 실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평
가합니다. 그런 다음 실행 가능한 인스턴스 유형 목록으로 Auto Scaling 그룹을 업데이트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tanceType" : String,
"WeightedCapacity" : String

YAML
InstanceType: String
WeightedCapacity: String

Properties
InstanceType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 지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4.2xlarge | c4.4xlarge | c4.8xlarge | c4.large | c4.xlarge
| c5.12xlarge | c5.18xlarge | c5.24xlarge | c5.2xlarge | c5.4xlarge
| c5.9xlarge | c5.large | c5.xlarge | c5a.12xlarge | c5a.16xlarge |
c5a.24xlarge | c5a.2xlarge | c5a.4xlarge | c5a.8xlarge | c5a.large |
c5a.xlarge | m4.10xlarge | m4.2xlarge | m4.4xlarge | m4.large | m4.xlarge
| m5.12xlarge | m5.16xlarge | m5.24xlarge | m5.2xlarge | m5.4xlarge
| m5.8xlarge | m5.large | m5.xlarge | m5a.12xlarge | m5a.16xlarge |
m5a.24xlarge | m5a.2xlarge | m5a.4xlarge | m5a.8xlarge | m5a.large |
m5a.xlarge | r4.16xlarge | r4.2xlarge | r4.4xlarge | r4.8xlarge | r4.large
| r4.xlarge | r5.12xlarge | r5.16xlarge | r5.24xlarge | r5.2xlarge |
r5.4xlarge | r5.8xlarge | r5.large | r5.xlarge | r5a.12xlarge | r5a.16xlarge
| r5a.24xlarge | r5a.2xlarge | r5a.4xlarge | r5a.8xlarge | r5a.large |
r5a.x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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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ightedCapacity
이 인스턴스 유형이 게임 서버 그룹의 총 용량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인스턴스 가중치입니다. 인
스턴스 가중치는 GameLift FleetIQ에서 단위 시간당 인스턴스 유형의 비용을 계산하고 가장 비용 효
율적인 옵션을 더 잘 식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인스턴스 용량 가중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에서 인스턴스 가중치를 참조하세요. 기본값은 “1”입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
Pattern: ^[\u0031-\u0039][\u0030-\u0039]{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ameLift::GameServerGroup LaunchTemplate
LaunchTemplate 속성 유형은 AWS::GameLift::GameServerGroup (p. 3399)에 대한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aunchTemplateId" : String,
"LaunchTemplateName" : String,
"Version" : String

YAML
LaunchTemplateId: String
LaunchTemplateName: String
Version: String

Properties
LaunchTemplate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unchTemplateNam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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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ameLift::GameServerGroup TargetTrackingConfiguration
이 데이터 유형은 Amazon GameLift FleetIQ 및 게임 서버 그룹에 사용됩니다.
GameServerGroupAutoScalingPolicy의 일부로 적용되는 대상 기반 조정 정책의 설정입니다. 이러한
설정은 GameLift FleetIQ 지표 "PercentUtilizedGameServers"를 추적하고 지표의 대상 값을 지정하
는 대상 기반 정책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플레이어 사용량이 변경되면 정책이 트리거돼 게임 서버 그룹
용량을 조정하여 지표가 목표 값으로 돌아갑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argetValue" : Double

YAML
TargetValue: Double

Properties
TargetValue
게임 서버 그룹 대상 기반의 조정 정책과 함께 사용하려는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ameLift::GameSessionQueue
AWS::GameLift::GameSessionQueue 리소스는 새 게임 세션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배치 대기열을 생
성합니다. 대기열은 FleetIQ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적의 배치 위치를 결정하고 사용 가능한 게임 서버를 찾
은 다음 게임 서버에 새로운 게임 세션을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대기열에는 대기열에서 새 게임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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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을 배치할 수 있는 대상을 결정하는 대상(GameLift 플릿 또는 별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기열에는
다양한 플릿 유형(스팟 및 온디맨드), 인스턴스 유형 및 AWS 리전의 대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ameLift::GameSessionQueue",
"Properties" : {
"CustomEventData" : String,
"Destinations" : [ Destination (p. 3410), ... ],
"FilterConfiguration" : FilterConfiguration (p. 3411),
"Name" : String,
"NotificationTarget" : String,
"PlayerLatencyPolicies" : [ PlayerLatencyPolicy (p. 3412), ... ],
"PriorityConfiguration" : PriorityConfiguration (p. 3413),
"TimeoutInSeconds" : Integer
}

YAML
Type: AWS::GameLift::GameSessionQueue
Properties:
CustomEventData: String
Destinations:
- Destination (p. 3410)
FilterConfiguration:
FilterConfiguration (p. 3411)
Name: String
NotificationTarget: String
PlayerLatencyPolicies:
- PlayerLatencyPolicy (p. 3412)
PriorityConfiguration:
PriorityConfiguration (p. 3413)
TimeoutInSeconds: Integer

Properties
CustomEventData
이 게임 세션 대기열과 관련된 모든 이벤트에 추가할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s
대기열에서 게임 세션 배치 요청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플릿 또는 플릿 별칭의 목록입니다. 대상
은 플릿 ARN 또는 플릿 별칭 ARN으로 식별되며 배치 기본 설정의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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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대상 (p. 341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terConfiguration
대기열이 새로운 게임 세션을 배치할 수 있는 위치 목록입니다. 위치는 us-west-2 리전 코드 형식으로
지정됩니다(예: AWS). 이 파라미터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게임 세션은 어떤 대기열 위치에나 배치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ilterConfiguration (p. 34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게임 세션 대기열과 연결된 설명 레이블입니다. 대기열 이름은 각 리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otificationTarget
게임 세션 배치 알림을 수신하도록 설정된 SNS 주제 ARN입니다. 게임 세션 배치에 대한 알림 설정을 참
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300
Pattern: [a-zA-Z0-9:_-]*(\.fifo)?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layerLatencyPolicies
플레이어 지연 시간에 슬라이딩 캡 역할을 하는 정책 집합입니다. FleetiQ는 게임 세션에서 대부분의 플
레이어에게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연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개별 플레이어를
게임에 배치할 수 없도록 합니다. 여러 정책을 사용하여 한 번에 한 단계씩 지연 시간 요구 사항을 점진
적으로 완화합니다. 가장 낮은 값부터 시작하여, 허용되는 최대 지연 시간을 기준으로 여러 정책이 적용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layerLatencyPolicy (p. 341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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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Configuration
게임 세션 배치에 대한 대상 및 위치의 우선 순위를 지정할 때 사용할 사용자 지정 설정입니다. 이 구성
은 FleetIQ 기본 우선 순위 지정 프로세스를 대체합니다. 명시적으로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우선 순위 유
형은 우선 순위 지정 프로세스가 끝날 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iorityConfiguration (p. 34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InSeconds
새 게임 세션 배치 요청이 대기열에 남아 있는 최대 시간(초)입니다. 요청이 이 시간을 초과하면 게임 세
션 배치가 TIMED_OUT 상태로 변경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각 리전 내에서 고유한 게임 세션 대
기열의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GameSessionQueue의 고유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Name
게임 세션 대기열과 연결된 설명 레이블입니다. 이름은 각 리전 내에서 고유합니다.

예제
게임 세션 대기열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MyGameSessionQueue이라는 GameLift 게임 세션 대기열을 생성합니다. 대기열은 두 개
의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플릿 ID를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별칭 ID를 사용합니다. 대기열에는 지
연 시간 정책이 있습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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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
"Queue": {
"Type": "AWS::GameLift::GameSessionQueue",
"Properties": {
"Name": "MyGameSessionQueue",
"TimeoutInSeconds": 60,
"NotificationTarget": "arn:aws:sns:uswest-2:111122223333:My_Placement_SNS_Topic",
"Destinations": [
{
"DestinationArn": "arn:aws:gamelift:us-west-2:012345678912:fleet/
fleet-id"
},
{
"DestinationArn": "arn:aws:gamelift:us-west-2:012345678912:alias/
alias-id"
}
],
"PlayerLatencyPolicies": [
{
"MaximumIndividualPlayerLatencyMilliseconds": 1000,
"PolicyDurationSeconds": 60
}
]
}
}
}
}

YAML
Resources:
Queue:
Type: "AWS::GameLift::GameSessionQueue"
Properties:
Name: "MyGameSessionQueue"
TimeoutInSeconds: 60
NotificationTarget: "arn:aws:sns:us-west-2:111122223333:My_Placement_SNS_Topic"
Destinations:
# DestinationArn can be either an Alias arn or Fleet arn that you own
- DestinationArn: "arn:aws:gamelift:us-west-2:012345678912:fleet/fleet-id"
- DestinationArn: "arn:aws:gamelift:us-west-2:012345678912:alias/alias-id"
PlayerLatencyPolicies:
- MaximumIndividualPlayerLatencyMilliseconds: 1000
PolicyDurationSeconds: 60

참고 항목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CloudFront을 사용하여 GameLift 리소스 생성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게임 세션 배치에 대한 GameLift 대기열 설정
• Amazon GameLift API 참조의 CreateGameSessionQueue

AWS::GameLift::GameSessionQueue Destination
게임 세션 대기열에 지정되어 있는 플릿입니다. 대기열에 있는 새 게임 세션에 대한 요청은 대기열에 대해 구
성된 모든 대상에서 새 게임 세션을 시작함으로써 이행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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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DestinationArn" : String

YAML
DestinationArn: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Arn
플릿 또는 플릿 별칭에 할당된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플릿 ID 또는 별칭 ID와 리전 이름을
포함하는 ARN은 모든 리전에서 고유한 식별자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CloudFront을 사용하여 GameLift 리소스 생성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대기열 생성
• Amazon GameLift API 참조의 GameSessionQueueDestination

AWS::GameLift::GameSessionQueue FilterConfiguration
게임 세션 대기열이 새 게임 세션을 배치할 수 있는 플릿 위치 목록입니다. 필터를 사용하여 특정 위치에 대
한 배치를 일시적으로 끌 수 있습니다. 다중 위치 플릿이 있는 대기열의 경우, 이러한 위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위치에 배치하도록 허용하는 필터 구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 구성은 AWS::GameLift::GameSessionQueue (p. 3406)의 일부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owedLocations" : [ String, ... ]

YAML
Allowed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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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Properties
AllowedLocations
게임 세션을 AWS 리전 코드 형식(예: us-west-2)으로 배치할 수 있는 위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ameLift::GameSessionQueue PlayerLatencyPolicy
게임 세션을 배치할 때 개별 플레이어에게 허용되는 최고 지연 시간을 결정하는 대기열 설정입니다. 지연 시
간 정책이 시행되면 플레이어가 한도보다 높은 지연 시간을 보고하는 리전의 어떤 플릿에도 게임 세션을 배
치할 수 없습니다. 지연 시간 정책은 배치 요청에 플레이어 지연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imumIndividualPlayerLatencyMilliseconds" : Integer,
"PolicyDurationSeconds" : Integer

YAML
MaximumIndividualPlayerLatencyMilliseconds: Integer
PolicyDurationSeconds: Integer

Properties
MaximumIndividualPlayerLatencyMilliseconds
모든 플레이어에 허용되는 최대 대기 시간 값(밀리초)입니다. 모든 정책에는 이 속성에 대한 값이 설정되
어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yDurationSeconds
새 게임 세션을 배치하는 동안 정책이 적용되는 시간(초)입니다. 이 속성의 null 값은 대기열이 제한 시간
이 될 때까지 정책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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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CloudFront을 사용하여 GameLift 리소스 생성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대기열 생성
• Amazon GameLift API 참조의 PlayerLatencyPolicy

AWS::GameLift::GameSessionQueue PriorityConfiguration
사용 가능한 게임 서버에 새 게임 세션을 배치할 때 게임 세션 대기열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지정 우선순
위 설정입니다. 정의되면 이 구성은 다음과 같은 기본 FleetiQ 우선순위 지정 프로세스를 대체합니다.
• 플레이어 지연 시간 데이터가 게임 세션 요청에 포함되어 있으면, 대상과 위치의 우선순위가 가장 짧은 평
균 지연 시간(1), 가장 낮은 호스팅 비용(2), 대상 목록 순서(3), 위치(알파벳순)(4)를 차례대로 기준으로 하
여 지정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대기열의 최우선 순위는 평균 플레이어 지연 시간이 가장 짧은 게임 세
션을 배치하는 것이고, 지연 시간이 같은 경우 호스팅 비용이 적은 게임 세션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 플레이어 지연 시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대상과 위치의 우선순위가 대상 목록 순서(1)를 기준
으로, 그런 다음 위치(알파벳순)(2)를 기준으로 하여 지정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대기열의 최우선 순
위는 나열된 첫 번째 대상 플릿에 게임 세션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해당 플릿에 여러 위치가 있는 경우, 게
임 세션은 첫 번째 위치에 배치됩니다(알파벳순으로 나열).
우선순위 순서를 변경하면 게임 세션이 배치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순위 구성은 AWS::GameLift::GameSessionQueue (p. 3406)의 일부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ocationOrder" : [ String, ... ],
"PriorityOrder" : [ String, ... ]

YAML
LocationOrder:
- String
PriorityOrder:
- String

Properties
LocationOrder
PriorityOrder 속성에 LOCATION이(가) 포함되어 있을 때 플릿 위치에 사용할 우선순위 지정 순서입
니다. 위치는 AWS 리전 코드로 식별됩니다(예: us-west-2). 각 위치는 한 번만 나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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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orityOrder
새로운 게임 세션을 배치할 위치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용하는 권장 순서입니다. 각 유형은 한 번만 나
열할 수 있습니다.
• LATENCY -- FleetIQ가 평균 플레이어 지연 시간(각 게임 세션 요청에 제공됨)이 가장 짧은 위치에 우
선순위를 지정합니다.
• COST -- FleetIQ가 현재 호스팅 비용이 가장 낮은 대상에 우선순위를 지정합니다. 비용은 대기열의 각
대상에 대한 위치, 인스턴스 유형, 플릿 유형(스팟 또는 온디맨드)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DESTINATION -- FleetIQ가 대상이 대기열 구성에 나열되는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지정합니다.
• LOCATION -- FleetIQ가 LocationOrder에 정의된 대로 제공된 위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지정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ameLift::MatchmakingConfiguration
AWS::GameLift::MatchmakingConfiguration 리소스는 FlexMatch와 함께 사용할 새로운 매치메이
킹 구성을 정의합니다. FlexMatch를 GameLift 호스팅과 함께 사용하든, 독립 실행형 매치메이킹 서비스로 사
용하든, 매치메이킹 구성은 플레이어 매칭 및 팀 형성에 대한 규칙을 설정합니다. GameLift 호스팅을 사용하
는 경우 각 경기에서 게임 세션을 시작하는 방법도 정의합니다. 매치메이킹 시스템은 여러 구성을 사용하여
다양한 게임 시나리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매치메이킹 요청은 사용할 매치메이킹 구성을 식별하고
해당 구성과 일치하는 플레이어 속성을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GameLift::MatchmakingConfiguration",
"Properties" : {
"AcceptanceRequired" : Boolean,
"AcceptanceTimeoutSeconds" : Integer,
"AdditionalPlayerCount" : Integer,
"BackfillMode" : String,
"CustomEventData" : String,
"Description" : String,
"FlexMatchMode" : String,
"GameProperties" : [ GameProperty (p. 3422), ... ],
"GameSessionData" : String,
"GameSessionQueueArns" : [ String, ... ],
"Name" : String,
"NotificationTarget"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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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questTimeoutSeconds" : Integer,
"RuleSetName" : String

YAML
Type: AWS::GameLift::MatchmakingConfiguration
Properties:
AcceptanceRequired: Boolean
AcceptanceTimeoutSeconds: Integer
AdditionalPlayerCount: Integer
BackfillMode: String
CustomEventData: String
Description: String
FlexMatchMode: String
GameProperties:
- GameProperty (p. 3422)
GameSessionData: String
GameSessionQueueArns:
- String
Name: String
NotificationTarget: String
RequestTimeoutSeconds: Integer
RuleSetName: String

Properties
AcceptanceRequired
이 구성으로 생성된 경기를 매칭된 플레이어가 수락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플래그입니
다. 수락이 필요하도록 하려면 TRUE로 설정합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매치메이킹 티켓이
REQUIRES_ACCEPTANCE 상태를 사용하여 완료된 잠재적 경기가 플레이어 수락을 기다리는 시기를 표
시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cceptanceTimeoutSeconds
수락이 필요한 경우 플레이어가 제안된 경기를 수락할 때까지의 대기 시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dditionalPlayerCount
향후 플레이어에게 공개할 경기의 플레이어 슬롯 수입니다. 예를 들어 구성의 규칙 세트에서 단일 12인
팀의 매치를 지정하고 추가 플레이어 수가 2로 설정된 경우, 해당 매치에 대해 10명의 플레이어만 선택
됩니다. FlexMatchMode가 STANDALONE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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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ackfillMode
이 매치메이킹 구성으로 생성된 게임 세션을 채우는데 사용되는 메서드입니다. 게임에서 채우기 요
청을 수동으로 관리하거나 경기 채우기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MANUAL로 지정합니다. 게임 세
션에 하나 이상의 열린 슬롯이 있을 때마다 GameLift가 StartMatchBackfill 요청을 생성하도록
AUTOMATIC를 지정합니다. 수동 및 자동 채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lexMatch를 사용한 기존 게임
채우기를 참조하세요. FlexMatchMode가 STANDALONE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자동 백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UTOMATIC | MANUA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EventData
매치메이킹 구성과 관련된 모든 이벤트에 첨부되는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매치메이킹 구성과 연결된 설명 레이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lexMatchMode
이 매치메이킹 구성이 GameLift 관리 호스팅과 함께 사용되는지, 독립 실행형 매치메이킹 솔루션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STANDALONE - FlexMatch는 경기를 형성하고 플레이어 및 팀 배정과 같은 경기 정보를
MatchmakingSucceeded 이벤트로 반환합니다.
• WITH_QUEUE - FlexMatch는 경기를 형성하고 지정된 GameLift 대기열을 사용하여 경기에 대한 게임
세션을 시작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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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STANDALONE | WITH_QUEU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ameProperties
키-값 페어로 포맷된 게임 세션에 대한 사용자 정의 속성 집합입니다. 이러한 속성은 새 게임 세션
을 시작하라는 요청과 함께 게임 서버 프로세스에 전달됩니다. 게임 세션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FlexMatchMode가 STANDALONE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ameProperty (p. 3422) 목록
Maximum: 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ameSessionData
단일 문자열 값으로 포맷된 사용자 지정 게임 세션 속성의 집합입니다. 이 데이터는 새로운 게임 세
션을 시작하라는 요청과 함께 게임 서버 프로세스로 전달됩니다. 게임 세션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FlexMatchMode가 STANDALONE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4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ameSessionQueueArns
GameLift 게임 세션 대기열 리소스에 할당되어 고유하게 식별하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RN은 모든 리전에서 고유합니다. 형식은 arn:aws:gamelift:<region>::gamesessionqueue/
<queue name>입니다. 대기열은 어떤 리전에든 위치할 수 있습니다. 대기열은 이 매치메이킹 구성으
로 생성된 경기의 새로운 GameLift 호스팅 게임 세션을 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FlexMatchMode가
STANDALONE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매치메이킹 구성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매치메이킹 요청은 이 이름을 사용하여 사용할 매치메이킹 구성
을 식별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28
Pattern: [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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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Target
매치메이킹 알림을 수신하도록 설정된 SNS 주제 ARN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치메이킹에 대한 알림
설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300
Pattern: [a-zA-Z0-9:_/-]*(.fifo)?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estTimeoutSeconds
매치메이킹 티켓이 제한 시간 전에 처리 중 상태로 유지되는 최대 기간(초)입니다. 제한 시간으로 인해
실패한 요청은 필요에 따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43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SetName
이 구성과 함께 사용할 매치메이킹 규칙 세트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규칙 세트 이름 또는 ARN 값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매치메이킹 구성은 동일한 리전에 정의되어 있는 규칙 세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zA-Z0-9-\.]*|^arn:.*:matchmakingruleset\/[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고유한
MatchmakingConfiguration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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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
MatchmakingConfiguration의 고유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Name
고유한 MatchmakingConfiguration 이름입니다.

예제
GameLift 관리형 호스팅에 사용할 매치메이킹 구성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새 게임 세션에 전달할 게임 속성 세트를 제공하여 GameLift 서버에서 호스팅되는 게임에
대한 매치메이킹 구성을 생성합니다. 60초의 시간 제한으로 플레이어 수락이 필요하며 자동 백필이 활성화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Ref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템플릿에도 있는 게임 세션 대기열 및 규칙 세트를 지정합
니다.

JSON
{

"Resources": {
"QueueResource": {
"Type": "AWS::GameLift::GameSessionQueue",
"Properties": {
"Name": "MyGameSessionQueue"
}
},
"MatchmakingRuleSetResource": {
"Type": "AWS::GameLift::MatchmakingRuleSet",
"Properties": {
"Name": "MyRuleSet",
"RuleSetBody": {
"Fn::Sub": "{\"name\": \"MyMatchmakingRuleSet\",\"ruleLanguageVersion\":
\"1.0\", \"teams\": [{\"name\": \"MyTeam\",\"minPlayers\": 1,\"maxPlayers\": 20}]}"
}
}
},
"MatchmakingConfigurationResource": {
"Type": "AWS::GameLift::MatchmakingConfiguration",
"Properties": {
"Name": "MyMatchmakingConfiguration",
"AcceptanceRequired": true,
"AcceptanceTimeoutSeconds": 60,
"AdditionalPlayerCount": 8,
"BackfillMode": "AUTOMATIC",
"CustomEventData": "MyCustomEventData",
"Description": "A basic matchmaking configuration for a GameLift-hosted
game",
"FlexMatchMode": "WITH_QUEUE",
"GameSessionData": "MyGameSessionData",
"GameProperties": [
{
"Key": "level",
"Value": "10"
},
{
"Key": "gameMode",
"Value": "hard"
}
],
"GameSessionQueueArns": [
{
"Fn::GetA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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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eueResource",
"Arn"

],
"RequestTimeoutSeconds": 100,
"RuleSetName": {
"Ref": "MatchmakingRuleSetResource"
}

}

}

}

},
"DependsOn": [
"QueueResource",
"MatchmakingRuleSetResource"
]

YAML
Resources:
QueueResource:
Type: "AWS::GameLift::GameSessionQueue"
Properties:
Name: "MyGameSessionQueue"
MatchmakingRuleSetResource:
Type: "AWS::GameLift::MatchmakingRuleSet"
Properties:
Name: "MyRuleSet"
# Rule set body for a game of 20 players
RuleSetBody: !Sub |
{
"name": "MyMatchmakingRuleSet",
"ruleLanguageVersion": "1.0",
"teams": [{
"name": "MyTeam",
"minPlayers": 1,
"maxPlayers": 20
}]
}
MatchmakingConfigurationResource:
Type: "AWS::GameLift::MatchmakingConfiguration"
Properties:
Name: "MyMatchmakingConfiguration"
AcceptanceRequired: true
AcceptanceTimeoutSeconds: 60
AdditionalPlayerCount: 8
BackfillMode: "AUTOMATIC"
CustomEventData: "MyCustomEventData"
Description: "A basic matchmaking configuration for a GameLift-hosted game"
FlexMatchMode: "WITH_QUEUE"
GameSessionData: "MyGameSessionData"
GameProperties:
- Key: "level"
Value: "10"
- Key: "gameMode"
Value: "hard"
GameSessionQueueArns:
- !GetAtt QueueResource.Arn
RequestTimeoutSeconds: 100
RuleSetName: !Ref MatchmakingRuleSetResource
DependsOn:
- QueueResource
- MatchmakingRuleSet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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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실행형 FlexMatch 시스템에 대한 매치메이킹 구성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GameLift 게임 서버 이외의 리소스에서 호스팅되는 게임에 대한 매치메이킹 구성을 생성합
니다. 여기에는 Amazon EC2에서 GameLift FleetIQ를 통해 호스팅되는 게임이 포함됩니다. 이 구성에서는
게임 세션 대기열, 게임 속성 및 세션 데이터와 추가 플레이어 수가 생략됩니다. 플레이어 수락이 필요하며
시간 제한은 60초입니다. Ref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템플릿에도 포함되는 규칙 세트를 지정합니다.

JSON
{

"Resources": {
"MatchmakingRuleSetResource": {
"Type": "AWS::GameLift::MatchmakingRuleSet",
"Properties": {
"Name": "MyRuleSet",
"RuleSetBody": {
"Fn::Sub": "{\"name\": \"MyMatchmakingRuleSet\",\"ruleLanguageVersion
\": \"1.0\", \"teams\": [{\"name\": \"MyTeam\",\"minPlayers\": 1,\"maxPlayers\": 20}]}"
}
}
},
"MatchmakingConfigurationResource": {
"Type": "AWS::GameLift::MatchmakingConfiguration",
"Properties": {
"Name": "MyMatchmakingConfiguration",
"AcceptanceRequired": true,
"AcceptanceTimeoutSeconds": 60,
"BackfillMode": "MANUAL",
"CustomEventData": "MyCustomEventData",
"Description": "A basic standalone matchmaking configuration",
"FlexMatchMode": "STANDALONE",
"RequestTimeoutSeconds": 100,
"RuleSetName": {
"Ref": "MatchmakingRuleSetResource"
}
},
"DependsOn": [
"MatchmakingRuleSetResource"
]
}
}
}

YAML
Resources:
MatchmakingRuleSetResource:
Type: "AWS::GameLift::MatchmakingRuleSet"
Properties:
Name: "MyRuleSet"
# Rule set body for a game of 20 players
RuleSetBody: !Sub |
{
"name": "MyMatchmakingRuleSet",
"ruleLanguageVersion": "1.0",
"teams": [{
"name": "MyTeam",
"minPlayers": 1,
"maxPlayers": 20
}]
}
MatchmakingConfigurationResource:
Type: "AWS::GameLift::Matchmaking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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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Name: "MyMatchmakingConfiguration"
AcceptanceRequired: true
AcceptanceTimeoutSeconds: 60
BackfillMode: "MANUAL"
CustomEventData: "MyCustomEventData"
Description: "A basic standalone matchmaking configuration"
FlexMatchMode: "STANDALONE"
RequestTimeoutSeconds: 100
RuleSetName: !Ref MatchmakingRuleSetResource
DependsOn:
- MatchmakingRuleSetResource

참고 항목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CloudFront을 사용하여 GameLift 리소스 생성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GameLift FlexMatch 매치메이커 설정
• Amazon GameLift API 참조의 MatchmakingConfiguration

AWS::GameLift::MatchmakingConfiguration GameProperty
게임 세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키-값 페어의 집합입니다. 게임 세션 요청에 포함될 경우 이러한 속성은 새
게임 세션을 설정할 때 사용할 세부 정보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속성은 게임 모드, 레벨 또는 맵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게임 속성은 새 게임 세션을 시작할 때 게임 서버 프로세스로 전달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게임 속성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게임 속성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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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CloudFront을 사용하여 GameLift 리소스 생성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FlexMatch 매치메이커 설계
• Amazon GameLift API 참조의 GameProperty

AWS::GameLift::MatchmakingRuleSet
AWS::GameLift::MatchmakingRuleSet 리소스는 FlexMatch 매치메이킹에 대한 새 규칙 세트를 생성
합니다. 규칙 세트는 생성할 경기 유형(예: 팀의 수와 크기)을 설명합니다. 또한 최소 스킬 레벨이나 캐릭터
유형과 같이 허용되는 플레이어 경기를 위한 파라미터도 설정합니다. 규칙 세트는 매치메이킹 구성에서 사용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ameLift::MatchmakingRuleSet",
"Properties" : {
"Name" : String,
"RuleSetBody" : String
}

YAML
Type: AWS::GameLift::MatchmakingRuleSet
Properties:
Name: String
RuleSetBody: String

Properties
Name
매치메이킹 규칙 세트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매치메이킹 구성은 이 이름 값에서 사용하는 규칙 세트를
식별합니다. 규칙 세트 이름은 규칙 세트 본문의 선택적 name 필드와는 다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28
Pattern: [a-zA-Z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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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RuleSetBody
JSON 문자열로 포맷된 매치메이킹 규칙 모음입니다. JSON에서는 주석이 허용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요소는 설명 필드를 지원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각 리전 내에서 고유한 규칙 세트 이
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규칙 세트에 할당된 고유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Name
규칙 세트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예제
매치메이킹 규칙 세트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MyRuleSet이라는 GameLift FlexMatch에 대한 매치메이킹 규칙 세트를 생성합니다.
간단한 규칙 세트는 1명에서 20명의 플레이어가 포함된 한 팀과의 경기를 정의합니다. YAML 예제에서
RuleSetBody는 JSON 형식이어야 하므로 !Sub 명령은 YAML 형식 내에서 JSON 콘텐츠를 지정하는 데 사용
됩니다.

JSON
{

"Resources": {
"MatchmakingRuleSet": {
"Type": "AWS::GameLift::MatchmakingRuleSet",
"Properties": {
"Name": "MyRuleSet",
"RuleSetBo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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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Sub": "{\"name\": \"MyMatchmakingRuleSet\",\"ruleLanguageVersion\": \"1.0\",
\"teams\": [{\"name\": \"MyTeam\",\"minPlayers\": 1,\"maxPlayers\": 20}]}"
}
}
}
}

}

YAML
Resources:
MatchmakingRuleSet:
Type: "AWS::GameLift::MatchmakingRuleSet"
Properties:
Name: "MyRuleSet"
RuleSetBody: !Sub |
{
"name": "MyMatchmakingRuleSet",
"ruleLanguageVersion": "1.0",
"teams": [{
"name": "MyTeam",
"minPlayers": 1,
"maxPlayers": 20
}]
}

참고 항목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CloudFront을 사용하여 GameLift 리소스 생성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FlexMatch 규칙 세트 빌드
• Amazon GameLift API 참조의 CreateMatchmakingRuleSet

AWS::GameLift::Script
AWS::GameLift::Script 리소스는 Realtime Servers 스크립트에 대한 새 스크립트 레코드를 생성합니
다. Realtime 스크립트는 게임에 대한 구성 설정 및 선택적 사용자 지정 게임 로직을 제공하는 JavaScript입
니다. 스크립트는 게임 세션을 호스팅하기 위한 Realtime Servers 플릿을 생성할 때 배포됩니다. 스크립트 로
직은 활성 게임 세션 중에 실행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ameLift::Script",
"Properties" : {
"Name" : String,
"StorageLocation" : S3Location (p. 3429),
"Version" : String
}

YAML
Type: AWS::GameLift::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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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Name: String
StorageLocation:
S3Location (p. 3429)
Version: String

Properties
Name
스크립트와 연결된 설명 레이블입니다. 스크립트 이름은 고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orageLocation
Amazon S3에서 Amazon GameLift가 액세스할 수 있도록 빌드 또는 스크립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위
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S3Location (p. 34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빌드 또는 스크립트와 연결된 버전입니다. 별칭 문자열은 고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ScriptId(예:
script-1111aaaa-22bb-33cc-44dd-5555eeee66ff)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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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
스크립트의 고유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Id
Realtime 스크립트의 고유한 식별자입니다.

예제
Realtime Servers 스크립트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MyRealtimeScript라는 GameLift 빌드를 생성합니다. 압축된 스크립트 파일은
S3Bucket 및 S3Key 입력 파라미터에서 지정된 S3 버킷에 위치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빌드 패키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위해 GameLift에서 수임하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역
할도 생성합니다.

JSON
{

"Resources": {
"IAM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cloudformation.amazonaws.com",
"gamelift.amazonaws.com"
]
},
"Action": "sts:AssumeRole"
}
]
},
"RoleName": "ScriptIAMRole",
"Policies": [
{
"PolicyName": "ScriptResourceIAMPolicy",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GetObject",
"s3:GetObjectVersion",
"s3:GetObjectMetadata",
"s3:*Object*"
],
"Resource":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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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criptResource": {
"Type": "AWS::GameLift::Script",
"Properties": {
"Name": "MyRealtimeScript",
"Version": "v1.0",
"StorageLocation": {
"Bucket": "MyBucketName",
"Key": "MyScriptFiles.zip",
"RoleArn": {
"Fn::GetAtt": [
"IAMRole",
"Arn"
]
}
}
}
}

YAML
Resources:
IAM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loudformation.amazonaws.com", "gamelift.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RoleName: "ScriptIAMRole"
Policies:
- PolicyName: ScriptResourceIAMPolic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3:GetObject"
- "s3:GetObjectVersion"
- "s3:GetObjectMetadata"
- "s3:*Object*"
Resource:
- "*"
ScriptResource:
Type: AWS::GameLift::Script
Properties:
Name: MyRealtimeScript
Version: v1.0
StorageLocation:
Bucket: "MyBucketName"
Key: "MyScriptFiles.zip"
RoleArn: !GetAtt IAMRole.Arn

참고 항목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CloudFront을 사용하여 GameLift 리소스 생성
• Amazon GameLif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S3에 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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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GameLift API 참조의 CreateScript

AWS::GameLift::Script S3Location
Amazon S3에서 Amazon GameLift가 액세스할 수 있도록 빌드 또는 스크립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위치입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 : String,
"Key" : String,
"ObjectVersion"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Bucket: String
Key: String
ObjectVersion: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Bucket
Amazon S3 버킷 식별자입니다.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Note
GameLift는 현재 이름에 점(.)이 포함된 Amazon S3 버킷에서 업로드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
빌드 파일 또는 스크립트 파일을 포함하는 zip 파일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bjectVersion
버킷에 대해 객체 버전 관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파일의 버전입니다. Amazon Web Services는 사용
자가 소유한 S3 버킷에서 파일을 검색할 때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파일의 특정
버전을 지정합니다. 버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파일의 최신 버전이 검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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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mazon Web Services가 S3 버킷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Global Accelerato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GlobalAccelerator::Accelerator (p. 3430)
• AWS::GlobalAccelerator::EndpointGroup (p. 3433)
• AWS::GlobalAccelerator::Listener (p. 3439)

AWS::GlobalAccelerator::Accelerator
AWS::GlobalAccelerator::Accelerator 리소스는 액셀러레이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는 Global Accelerator 리소스 유형입니다. 액셀러레이터는 인바운드 연결을 처리하고 하나 이상의 엔드
포인트 그룹으로 트래픽을 보내는 리스너를 하나 이상 포함합니다. 각 그룹에는 Application Load Balancer,
Network Load Balancer 및 Amazon EC2 인스턴스와 같은 엔드포인트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lobalAccelerator::Accelerator",
"Properties" : {
"Enabled" : Boolean,
"IpAddresses" : [ String, ... ],
"IpAddressType" : String,
"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GlobalAccelerator::Accel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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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Enabled: Boolean
IpAddresses:
- String
IpAddressType: String
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Enabled
액셀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값이 true 또는 false입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값을 true로 설정하면 액셀러레이터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false로 설정하면 액셀러레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pAddresses
필요에 따라 고유한 IP 주소 풀을 Global Accelerator에 추가한 경우(BYOIP) 액셀러레이터를 만들 때 액
셀러레이터의 고정 IP 주소에 사용할 사용자 풀에서 IP 주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 또는 두 개의 주
소를 쉼표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32 접미사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각 IP 주소 범위에서 하나의 IP 주소만 각 액셀러레이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 범위에서 하나의
IP 주소만 지정하는 경우 Global Accelerator는 AWS IP 주소 풀에서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두 번째 고정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기존 액셀러레이터의 IP 주소는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새 주소로 새 액셀러레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Global Accelerator 개발자 안내서에서 고유 IP 주소 가져오기(BYOIP)를 참조하세
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pAddressType
주소 유형의 값은 IPv4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PV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액셀러레이터의 이름입니다. 이름에는 영숫자나 하이픈(-)만 포함해야 하며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
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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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태그를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Global Accelerator 개발자 안내서에서 태깅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액셀러레이터의 ARN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예: arn:aws:globalaccelerator::012345678901:accelerator/1234abcd-abcd-1234abcd-1234abcdefgh).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cceleratorArn
액셀러레이터의 ARN입니다(예:
arn:aws:globalaccelerator::012345678901:accelerator/1234abcd-abcd-1234abcd-1234abcdefgh).
DnsName
Global Accelerator가 만드는 Domain Name System(DNS) 이름으로, 액셀러레이터의 고정 IP 주소를 가
리킵니다.

예제
액셀러레이터 추가
다음은 액셀러레이터를 지정하는 예입니다.

JSON
"Resources": {
"Acceler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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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GlobalAccelerator::Accelerator",
"Properties": {
"Name": "SampleAccelerator",
"Enabled": true
}

}

},
"Outputs": {
"AcceleratorDnsName": {
"Description": "Accelerator DNS Name",
"Value": {
"Fn::GetAtt": [
"Accelerator",
"DnsName"
]
}
}
}

YAML
Accelerator:
Type: AWS::GlobalAccelerator::Accelerator
Properties:
Name: SampleAccelerator
Enabled: true
Outputs:
AcceleratorDnsName:
Description: Accelerator DNS Name
Value:
Fn::GetAtt:
- Accelerator
- DnsName

AWS::GlobalAccelerator::EndpointGroup
AWS::GlobalAccelerator::EndpointGroup 리소스는 지정된 리스너에 대한 엔드포인트 그룹을 만
드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Global Accelerator 리소스 유형입니다. 엔드포인트 그룹은 하나의 AWS
Region에 있는 엔드포인트 모음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lobalAccelerator::EndpointGroup",
"Properties" : {
"EndpointConfigurations" : [ EndpointConfiguration (p. 3437), ... ],
"EndpointGroupRegion" : String,
"HealthCheckIntervalSeconds" : Integer,
"HealthCheckPath" : String,
"HealthCheckPort" : Integer,
"HealthCheckProtocol" : String,
"ListenerArn" : String,
"PortOverrides" : [ PortOverride (p. 3438), ... ],
"ThresholdCount" : Integer,
"TrafficDialPercentage" : Dou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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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GlobalAccelerator::EndpointGroup
Properties:
EndpointConfigurations:
- EndpointConfiguration (p. 3437)
EndpointGroupRegion: String
HealthCheckIntervalSeconds: Integer
HealthCheckPath: String
HealthCheckPort: Integer
HealthCheckProtocol: String
ListenerArn: String
PortOverrides:
- PortOverride (p. 3438)
ThresholdCount: Integer
TrafficDialPercentage: Double

Properties
EndpointConfigurations
엔드포인트 객체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dpointConfiguration (p. 3437) 목록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pointGroupRegion
엔드포인트 그룹이 있는 AWS Regions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HealthCheckIntervalSeconds
각 엔드포인트에 대한 상태 확인 사이의 시간(10초 또는 30초)입니다. 기본값은 3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0
Maximum: 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lthCheckPath
프로토콜이 HTTP/S인 경우 이 값은 Global Accelerator가 상태 확인을 위해 엔드포인트의 대상에 사용
하는 ping 경로를 제공합니다. 기본값은 슬래시(/) 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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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Maximum: 255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lthCheckPort
Global Accelerator가 이 엔드포인트 그룹의 일부인 엔드포인트에 대한 상태 확인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
는 포트입니다.
기본 포트는 이 엔드포인트 그룹이 연결된 리스너의 포트입니다. 리스너 포트가 목록이면 Global
Accelerator는 포트 목록에서 첫 번째로 지정된 포트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lthCheckProtocol
Global Accelerator가 이 엔드포인트 그룹의 일부인 엔드포인트에 대한 상태 확인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
는 프로토콜입니다. 기본값은 TCP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HTTP | HTTPS | TC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stenerArn
리스너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rtOverrides
트래픽을 엔드포인트로 라우팅하는 데 사용되는 대상 포트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포트 재정의를 사용
하면 사용자의 트래픽이 도달하는 외부 대상 포트의 목록을 애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가 트래픽을 수신
할 내부 대상 포트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ortOverride (p. 3438) 목록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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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Count
정상 엔드포인트의 상태를 비정상으로 설정하거나 비정상 엔드포인트를 정상으로 설정하는 데 필요한
연속 상태 확인 횟수입니다. 기본값은 3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fficDialPercentage
AWS Regions(으)로 전송할 트래픽의 비율입니다. 추가 트래픽은 이 리스너의 다른 엔드포인트 그룹에
분산됩니다.
이 작업을 사용하여 특정 리전에 대한 트래픽을 증가(다이얼 업) 또는 감소(다이얼 다운)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최적의 라우팅을 기반으로 리전으로 라우팅된 트래픽에 적용됩니다.
기본값은 10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엔드포인트 그룹의 ARN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
다(예: arn:aws:globalaccelerator::012345678901:accelerator/1234abcd-abcd-1234abcd-1234abcdefgh/listener/0123vxyz/endpoint-group/098765zyxwvu).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ndpointGroupArn
엔드포인트 그룹의 ARN입니다(예:
arn:aws:globalaccelerator::012345678901:accelerator/1234abcd-abcd-1234abcd-1234abcdefgh/listener/0123vxyz/endpoint-group/098765zyxwvu).

예제
엔드포인트 그룹을 추가합니다.
다음은 엔드포인트 그룹을 지정하는 예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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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Resources": {
"EndpointGroup": {
"Type": "AWS::GlobalAccelerator::EndpointGroup",
"Properties": {
"ListenerArn": {
"Ref": "Listener"
},
"EndpointGroupRegion": {
"Ref": "EndpointRegion"
},
"TrafficDialPercentage": 100.0,
"EndpointConfigurations": [
{
"EndpointId": {
"Ref": "EndpointId"
}
}
]
}
}
}

YAML
EndpointGroup:
Type: AWS::GlobalAccelerator::EndpointGroup
Properties:
ListenerArn:
Ref: Listener
EndpointGroupRegion:
Ref: EndpointRegion
TrafficDialPercentage: 100
EndpointConfigurations:
- EndpointId:
Ref: EndpointId

AWS::GlobalAccelerator::EndpointGroup EndpointConfiguration
엔드포인트에 대한 복합 유형입니다. 리소스는 엔드포인트로 추가할 때 유효하고 활성 상태여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ientIPPreservationEnabled" : Boolean,
"EndpointId" : String,
"Weight" : Integer

YAML
ClientIPPreservationEnabled: Boolean
EndpointId: String
Weight: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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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lientIPPreservationEnabled
Application Load Balancer 엔드포인트에 대해 클라이언트 IP 주소 보존을 활성화하는지 여부를 나타냅
니다. 값은 true 또는 false입니다. 새 액셀러레이터의 경우 기본값은 true입니다.
값을 true로 설정하면 액셀러레이터가 앞에 있는 Application Load Balancer 엔드포인트의 애플리케이션
으로 트래픽이 이동할 때 클라이언트의 IP 주소가 X-Forwarded-For 요청 헤더에 보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Global Accelerator 개발자 안내서에서 클라이언트 IP 주소 보존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pointId
엔드포인트의 ID입니다. 엔드포인트가 Network Load Balancer 또는 Application Load Balancer인 경우
에는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엔드포인트가 탄력적 IP 주소인 경우에는 탄력적 IP
주소 할당 ID입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인 경우에는 EC2 인스턴스 ID입니다. 리소스는 엔드포인트
로 추가할 때 유효하고 활성 상태여야 합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는 내부 또는 인터넷 경계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ight
엔드포인트와 관련된 가중치입니다. 엔드포인트에 가중치를 추가할 경우 지정한 비율에 따라 트래픽을
라우팅하도록 Global Accelerator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4, 5, 5 및 6(합계=20)의 엔드포인트 가중치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트래픽의 4/20가 첫 번째 엔드포인트로 라우팅되고, 5/20가
각각 두 번째 및 세 번째 엔드포인트로 라우팅되며, 6/20이 마지막 엔드포인트로 라우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Global Accelerator 개발자 안내서에서 엔드포인트 가중치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obalAccelerator::EndpointGroup PortOverride
트래픽을 엔드포인트 그룹의 일부인 엔드포인트로 라우팅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수신기 포트를 재정의합니
다. 예를 들어 수신기가 포트 80 및 443에서 사용자 트래픽을 수신하지만 가속기가 해당 트래픽을 각각 끝점
의 포트 1080 및 1443으로 라우팅하는 포트 재정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Global Accelerator 개발자 안내서에서 포트 재정의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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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pointPort" : Integer,
"ListenerPort" : Integer

YAML
EndpointPort: Integer
ListenerPort: Integer

Properties
EndpointPort
리스너 포트를 매핑할 엔드포인트 포트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또는 Amazon EC2 인스턴스
와 같은 엔드포인트의 포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stenerPort
특정 엔드포인트 포트에 매핑하려는 리스너 포트입니다. 사용자 트래픽이 글로벌 가속기에 도달하는 포
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obalAccelerator::Listener
AWS::GlobalAccelerator::Listener 리소스는 클라이언트에서 액셀러레이터로의 인바운드 연결을
처리하기 위해 리스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Global Accelerator 리소스 유형입니다. 연결은
지정한 포트, 포트 범위 또는 포트 범위 목록에서 할당된 정적 IP 주소에 도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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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GlobalAccelerator::Listener",
"Properties" : {
"AcceleratorArn" : String,
"ClientAffinity" : String,
"PortRanges" : [ PortRange (p. 3442), ... ],
"Protocol" : String
}

YAML
Type: AWS::GlobalAccelerator::Listener
Properties:
AcceleratorArn: String
ClientAffinity: String
PortRanges:
- PortRange (p. 3442)
Protocol: String

Properties
AcceleratorArn
액셀러레이터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lientAffinity
클라이언트 선호도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 요청의 포트 및 프로토콜에 관계없이 상태 저장 애플리케이
션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모든 요청을 동일한 엔드포인트로 보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선호도를 사
용하면 각 클라이언트를 항상 동일한 특정 엔드포인트로 라우팅할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AWS Global Accelerator은(는) 일관된 흐름 해싱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연결에 가장 적합한 엔드포인트
를 선택합니다. 클라이언트 선호도가 NONE인 경우, Global Accelerator는 “5튜플" 속성(소스 IP 주소, 소
스 포트, 대상 IP 주소, 대상 포트 및 프로토콜) 을 사용하여 해시 값을 선택한 다음 최상의 엔드포인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다른 포트를 사용하여 Global Accelerator에 연결하는 경우 이 설정을 사용하
면 해시 값이 변경되므로 연결이 항상 동일한 엔드포인트로 라우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클라이언트를 항상 동일한 엔드포인트로 라우팅하려면 대신 클라이언트 선호도를
SOURCE_IP로 설정합니다. SOURCE_IP 설정을 사용할 때 Global Accelerator는 “2튜플" 속성(소스(클라
이언트) IP 주소 및 대상 IP 주소) 을 사용하여 해시 값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NON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NE | SOURCE_I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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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Ranges
클라이언트에서 액셀러레이터로의 연결에 대한 포트 범위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PortRange (p. 3442) 목록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
클라이언트에서 액셀러레이터로의 연결에 대한 프로토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TCP | UD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리스너의 ARN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예:
arn:aws:globalaccelerator::012345678901:accelerator/1234abcd-abcd-1234abcd-1234abcdefgh/listener/0123vxyz).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ListenerArn
리스너의 ARN입니다(예:
arn:aws:globalaccelerator::012345678901:accelerator/1234abcd-abcd-1234abcd-1234abcdefgh/listener/0123vxyz).

예제
리스너 추가
다음은 리스너를 지정하는 예제입니다.

JSON
"Resources": {
"Liste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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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WS::GlobalAccelerator::Listener",
"Properties": {
"AcceleratorArn": {
"Ref": "Accelerator"
},
"Protocol": "TCP",
"PortRanges": [
{
"FromPort": 80,
"ToPort": 80
}
]
}

YAML
Listener:
Type: AWS::GlobalAccelerator::Listener
Properties:
AcceleratorArn:
Ref: Accelerator
Protocol: TCP
PortRanges:
- FromPort: 80
ToPort: 80

AWS::GlobalAccelerator::Listener PortRange
리스너의 포트 범위에 대한 복합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romPort" : Integer,
"ToPort" : Integer

YAML
FromPort: Integer
ToPort: Integer

Properties
FromPort
포트 범위의 첫 번째 포트입니다(포함).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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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ort
포트 범위의 마지막 포트입니다(포함).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Glu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Glue::Classifier (p. 3443)
• AWS::Glue::Connection (p. 3450)
• AWS::Glue::Crawler (p. 3454)
• AWS::Glue::Database (p. 3467)
• AWS::Glue::DataCatalogEncryptionSettings (p. 3471)
• AWS::Glue::DevEndpoint (p. 3475)
• AWS::Glue::Job (p. 3479)
• AWS::Glue::MLTransform (p. 3488)
• AWS::Glue::Partition (p. 3497)
• AWS::Glue::Registry (p. 3507)
• AWS::Glue::Schema (p. 3509)
• AWS::Glue::SchemaVersion (p. 3512)
• AWS::Glue::SchemaVersionMetadata (p. 3514)
• AWS::Glue::SecurityConfiguration (p. 3515)
• AWS::Glue::Table (p. 3519)
• AWS::Glue::Trigger (p. 3532)
• AWS::Glue::Workflow (p. 3543)

AWS::Glue::Classifier
AWS::Glue::Classifier 리소스는 데이터 원본을 분류하고 스키마를 지정하는 AWS Glue 분류자를 생
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에서 크롤러로 분류자 추가 및 분류자 구조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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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Glue::Classifier",
"Properties" : {
"CsvClassifier" : CsvClassifier (p. 3445),
"GrokClassifier" : GrokClassifier (p. 3447),
"JsonClassifier" : JsonClassifier (p. 3448),
"XMLClassifier" : XMLClassifier (p. 3449)
}

YAML
Type: AWS::Glue::Classifier
Properties:
CsvClassifier:
CsvClassifier (p. 3445)
GrokClassifier:
GrokClassifier (p. 3447)
JsonClassifier:
JsonClassifier (p. 3448)
XMLClassifier:
XMLClassifier (p. 3449)

Properties
CsvClassifier
쉼표로 구분된 값(CSV)의 분류자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CsvClassifier (p. 344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rokClassifier
grok을 사용하는 분류자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GrokClassifier (p. 34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sonClassifier
JSON 콘텐츠의 분류자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JsonClassifier (p. 34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XMLClassifier
XML 콘텐츠의 분류자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XMLClassifier (p. 344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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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분류자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Glue::Classifier CsvClassifier
사용자 지정 CSV 콘텐츠의 분류자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owSingleColumn" : Boolean,
"ContainsHeader" : String,
"Delimiter" : String,
"DisableValueTrimming" : Boolean,
"Header" : [ String, ... ],
"Name" : String,
"QuoteSymbol" : String

YAML
AllowSingleColumn: Boolean
ContainsHeader: String
Delimiter: String
DisableValueTrimming: Boolean
Header:
- String
Name: String
QuoteSymbol: String

Properties
AllowSingleColumn
오직 하나의 열만 포함하는 파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tainsHeader
CSV 파일에 헤더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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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miter
행의 열 입력 항목 각각을 구분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사용자 지정 기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ableValueTrimming
열 값의 유형을 식별하기 전에 값을 트리밍하지 않도록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der
열 이름을 나타내는 문자열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분류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QuoteSymbol
단일 열 값에 내용을 결합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사용자 지정 기호입니다. 열 구분 기호와 달라야 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사용자 지정 분류자 테스트 생성
AWS::Glue::Classifier를 사용하면 사용자 지정 분류자 테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JSON
{

"Description": "AWS Glue custom classifier test",

API 버전 2010-05-15
344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Glue

}

"Resources": {
"MyCSVclassifier": {
"Type": "AWS::Glue::Classifier",
"Properties": {
"CsvClassifier": {
"AllowSingleColumn": true,
"ContainsHeader": "PRESENT",
"Delimiter": ",",
"Header": [
"id",
"name"
],
"Name": "csvclassify",
"QuoteSymbol": "\""
}
}
}
}

YAML
Description: AWS Glue custom classifier test
Resources:
MyCSVclassifier:
Type: 'AWS::Glue::Classifier'
Properties:
CsvClassifier:
AllowSingleColumn: true
ContainsHeader: PRESENT
Delimiter: ','
Header:
- id
- name
Name: csvclassify
QuoteSymbol: '"'

AWS::Glue::Classifier GrokClassifier
grok 패턴을 사용하는 분류자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assification" : String,
"CustomPatterns" : String,
"GrokPattern" : String,
"Name" : String

YAML
Classification: String
CustomPatterns: String
GrokPattern: String
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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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lassification
Twitter, JSON, Omniture 로그, 등과 같이 분류자가 일치하는 데이터 양식의 분류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Patterns
이 분류자가 정의한 조건부 사용자 지정 grok 패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분류자 작성에서
사용자 지정 패턴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rokPattern
이 분류자에 의해 grok 패턴이 데이터 스토어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분류자 작성에
서 기본 설정 패턴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분류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Glue::Classifier JsonClassifier
JSON 콘텐츠의 분류자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JsonPath" : String,
"Name" : String

YAML
JsonPath: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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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String

Properties
JsonPath
분류자로 분류할 JSON 데이터를 정의하는 JsonPath 문자열입니다. AWS Glue는 JsonPath 사용자 지
정 분류자 작성에 설명된 일부 JsonPath를 지원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분류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의 JsonClassifier 구조

AWS::Glue::Classifier XMLClassifier
XML 콘텐츠의 분류자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assification" : String,
"Name" : String,
"RowTag" : String

YAML
Classification: String
Name: String
RowTag: String

Properties
Classification
분류자가 일치하는 데이터 양식의 분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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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분류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wTag
각 기록을 구문 분석된 XML 문서에 포함하는 요소를 설계하는 XML 태그입니다. 이 태그는 자기 닫기 요
소(/>에 의해 닫힌 요소)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요소가 닫는 태그를 통해 종료되는 한 구문 분석된 속
성만 포함하는 빈 행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row item_a="A" item_b="B"></row>는 괜찮지만
<row item_a="A" item_b="B" />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의 XMLClassifier 구조

AWS::Glue::Connection
AWS::Glue::Connection 리소스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AWS Glue 연결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에서 데이터 스토어에 연결 추가하기 및 연결 구조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lue::Connection",
"Properties" : {
"CatalogId" : String,
"ConnectionInput" : ConnectionInput (p. 3451)
}

YAML
Type: AWS::Glue::Connection
Properties:
CatalogId: String
Connection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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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atalogId
카탈로그 객체를 생성할 데이터 카탈로그의 ID입니다. 현재는 AWS 계정 ID여야 합니다.

Note
계정 ID를 지정하려면 AWS::AccountId 가상 파라미터와 함께 Ref 내장 함수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예: !Ref AWS::AccountId.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nectionInput
생성할 연결입니다.
Required: 예
Type: ConnectionInput (p. 345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연결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Glue::Connection ConnectionInput
생성 혹은 업데이트를 위한 연결을 지정할 때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nectionProperties" : Json,
"ConnectionTyp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MatchCriteria" : [ String, ... ],
"Name" : String,
"PhysicalConnectionRequirements" : PhysicalConnectionRequirements (p. 3453)

YAML
ConnectionProperties: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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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Type: String
Description: String
MatchCriteria:
- String
Name: String
PhysicalConnectionRequirements:
PhysicalConnectionRequirements (p. 3453)

Properties
ConnectionProperties
이러한 키-값 쌍은 연결용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ionType
연결 유형입니다. 현재 이러한 유형이 지원됩니다.
• JDBC -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을 지정합니다.
• KAFKA - Apache Kafka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연결을 지정합니다.
• MONGODB - MongoDB 문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을 지정합니다.
• NETWORK - Amazon Virtual Private Cloud(Amazon VPC) 환경 내의 데이터 원본에 대한 네트워크 연
결을 지정합니다.
SFTP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연결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tchCriteria
이 연결을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연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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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hysicalConnectionRequirements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VPC) 및 SecurityGroup과 같이 이 연결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연결
요구 사항의 맵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hysicalConnectionRequirements (p. 34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Connection PhysicalConnectionRequirements
연결을 위한 물리적 요구 사항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vailabilityZone" : String,
"SecurityGroupIdList" : [ String, ... ],
"SubnetId" : String

YAML
AvailabilityZone: String
SecurityGroupIdList:
- String
SubnetId: String

Properties
AvailabilityZone
연결의 가용 영역입니다. 이 필드는 지정된 서브넷에서 사용할 가용 영역을 암시하므로 중복됩니다. 현
재는 이 필드가 채워져야 하지만 향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IdList
연결에서 사용하는 보안 그룹 ID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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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netId
연결에서 사용하는 서브넷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Crawler
AWS::Glue::Crawler 리소스는 AWS Glue 크롤러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Glue 개발자 안내
서에서 크롤러를 사용하여 테이블 카탈로그 작성 및 크롤러 구조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lue::Crawler",
"Properties" : {
"Classifiers" : [ String, ... ],
"Configuration" : String,
"CrawlerSecurityConfiguration" : String,
"DatabaseNam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RecrawlPolicy" : RecrawlPolicy (p. 3463),
"Role" : String,
"Schedule" : Schedule (p. 3464),
"SchemaChangePolicy" : SchemaChangePolicy (p. 3465),
"TablePrefix" : String,
"Tags" : Json,
"Targets" : Targets (p. 3465)
}

YAML
Type: AWS::Glue::Crawler
Properties:
Classifiers:
- String
Configuration: String
CrawlerSecurityConfiguration: String
DatabaseName: String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RecrawlPolicy:
RecrawlPolicy (p. 3463)
Role: String
Schedule:
Schedule (p. 3464)
SchemaChangePolicy:
SchemaChangePolicy (p. 3465)
TablePrefix: String
Tags: Json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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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s (p. 3465)

Properties
Classifiers
크롤러와 연결된 사용자 지정 분류자를 지정하는 UTF-8 문자열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figuration
크롤러 구성 정보. 이 버전의 JSON 문자열은 사용자가 크롤러 동작을 지정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크롤러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awlerSecurityConfiguration
이 크롤러가 사용할 SecurityConfiguration 구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Name
크롤러의 출력이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크롤러에 대한 설명.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크롤러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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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awlPolicy
전체 데이터 집합을 다시 크롤링할지 아니면 마지막 Crawler 실행 이후 추가된 폴더만 크롤링할지 여부
를 지정하는 정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crawlPolicy (p. 34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데이터 등의 고객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
일정이 짜여진 크롤러를 위한 크롤러가 실행될 때의 일정.
Required: 아니요
Type: Schedule (p. 34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maChangePolicy
크롤러에 대한 업데이트 및 삭제 동작을 지정하는 정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hemaChangePolicy (p. 346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Prefix
생성된 테이블 이름에 추가된 접두사.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크롤러에서 사용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s
크롤할 대상 모음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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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argets (p. 346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크롤러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다음은 Amazon S3 대상에 대한 크롤러를 생성하는 예입니다.

JSON
{

"Description": "AWS Glue crawler test",
"Resources": {
"My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glue.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
]
}
}
]
}
},
"MyDatabase": {
"Type": "AWS::Glue::Database",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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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ogId": {
"Ref": "AWS::AccountId"
},
"DatabaseInput": {
"Name": "dbCrawler",
"Description": "TestDatabaseDescription",
"LocationUri": "TestLocationUri",
"Parameters": {
"key1": "value1",
"key2": "value2"
}
}

}
},
"MyClassifier": {
"Type": "AWS::Glue::Classifier",
"Properties": {
"GrokClassifier": {
"Name": "CrawlerClassifier",
"Classification": "wikiData",
"GrokPattern": "%{NOTSPACE:language} %{NOTSPACE:page_title}
%{NUMBER:hits:long} %{NUMBER:retrieved_size:long}"
}
}
},
"My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BucketName": "crawlertesttarget",
"AccessControl": "BucketOwnerFullControl"
}
},
"MyCrawler2": {
"Type": "AWS::Glue::Crawler",
"Properties": {
"Name": "testcrawler1",
"Role": {
"Fn::GetAtt": [
"MyRole",
"Arn"
]
},
"DatabaseName": {
"Ref": "MyDatabase"
},
"Classifiers": [
{
"Ref": "MyClassifier"
}
],
"Targets": {
"S3Targets": [
{
"Path": {
"Ref": "MyS3Bucket"
}
}
]
},
"SchemaChangePolicy": {
"UpdateBehavior": "UPDATE_IN_DATABASE",
"DeleteBehavior": "LOG"
},
"Schedule": {
"ScheduleExpression": "cron(0/10 * ? * MON-FR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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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YAML
Resources:
My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glue.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MyDatabase:
Type: AWS::Glue::Database
Properties:
CatalogId: !Ref AWS::AccountId
DatabaseInput:
Name: "dbCrawler"
Description: "TestDatabaseDescription"
LocationUri: "TestLocationUri"
Parameters:
key1 : "value1"
key2 : "value2"
MyClassifier:
Type: AWS::Glue::Classifier
Properties:
GrokClassifier:
Name: "CrawlerClassifier"
Classification: "wikiData"
GrokPattern: "%{NOTSPACE:language} %{NOTSPACE:page_title} %{NUMBER:hits:long}
%{NUMBER:retrieved_size:long}"
My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BucketName: "crawlertesttarget"
AccessControl: "BucketOwnerFullControl"
MyCrawler2:
Type: AWS::Glue::Crawler
Properties:
Name: "testcrawl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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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GetAtt MyRole.Arn
DatabaseName: !Ref MyDatabase
Classifiers:
- !Ref MyClassifier
Targets:
S3Targets:
- Path: !Ref MyS3Bucket
SchemaChangePolicy:
UpdateBehavior: "UPDATE_IN_DATABASE"
DeleteBehavior: "LOG"
Schedule:
ScheduleExpression: "cron(0/10 * ? * MON-FRI *)"

크롤러 구성
다음 예에서는 크롤러의 동작을 제어하는 크롤러 구성을 지정합니다.

JSON
{

"Type": "AWS::Glue::Crawler",
"Properties": {
"Role": "role1",
"Classifiers": [],
"Description": "example classifier",
"SchemaChangePolicy": "",
"Schedule": "Schedule",
"DatabaseName": "test",
"Targets": [],
"TablePrefix": "test-",
"Name": "my-crawler",
"Configuration": "{\"Version\":1.0,\"CrawlerOutput\":{\"Partitions\":
{\"AddOrUpdateBehavior\":\"InheritFromTable\"},\"Tables\":{\"AddOrUpdateBehavior\":
\"MergeNewColumns\"}}}"
}
}

YAML
Type: AWS::Glue::Crawler
Properties:
Role: role1
Classifiers:
- ''
Description: example classifier
SchemaChangePolicy: ''
Schedule: Schedule
DatabaseName: test
Targets:
- ''
TablePrefix: testName: my-crawler
Configuration: "{\"Version\":1.0,\"CrawlerOutput\":{\"Partitions\":{\"AddOrUpdateBehavior
\":\"InheritFromTable\"},\"Tables\":{\"AddOrUpdateBehavior\":\"MergeNewColumns\"}}}"

AWS::Glue::Crawler CatalogTarget
AWS Glue Data Catalog 대상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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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DatabaseName" : String,
"Tables" : [ String, ... ]

YAML
DatabaseName: String
Tables:
- String

Properties
DatabaseName
동기화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s
동기화할 테이블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Crawler DynamoDBTarget
크롤할 Amazon DynamoDB 테이블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th" : String

YAML
Path: String

Properties
Path
크롤할 DynamoDB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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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Crawler JdbcTarget
크롤할 JDBC 데이터 스토어 지정.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nectionName" : String,
"Exclusions" : [ String, ... ],
"Path" : String

YAML
ConnectionName: String
Exclusions:
- String
Path: String

Properties
ConnectionName
JDBC 대상에 연결할 연결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lusions
크롤링에서 제외하는 데 사용되는 glob 패턴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크롤러를 사용하여 테이블 분
류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h
JDBC 대상의 경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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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Crawler RecrawlPolicy
첫 번째 크롤링이 완료된 후 Amazon S3 데이터 원본을 크롤링하는 경우 전체 데이터 집합을 다시 크롤링할
지 아니면 마지막 크롤러 실행 이후 추가된 폴더만 크롤링할지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의
AWS Glue의 증분 크롤링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crawlBehavior" : String

YAML
RecrawlBehavior: String

Properties
RecrawlBehavior
전체 데이터 집합을 다시 크롤링할지 아니면 마지막 Crawler가 실행된 후 추가된 폴더만 크롤링할지 지
정합니다.
CRAWL_EVERYTHING 값은 전체 데이터 집합을 다시 크롤링하도록 지정합니다.
CRAWL_NEW_FOLDERS_ONLY 값은 마지막 Crawler가 실행된 후 추가된 폴더만 크롤링하도록 지정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Crawler S3Target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의 데이터 스토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nectionName" : String,
"Exclusions" : [ String, ... ],
"Path"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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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ConnectionName: String
Exclusions:
- String
Path: String

Properties
ConnectionName
작업 또는 크롤러가 Amazon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Amazon VPC) 내에서 Amazon S3의 데이터
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결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lusions
크롤링에서 제외하는 데 사용되는 glob 패턴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크롤러를 사용하여 테이블 분
류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h
Amazon S3 대상에 대한 경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Crawler Schedule
cron 문을 사용하여 이벤트 일정을 예약하는 스케줄링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cheduleExpression" : String

YAML
ScheduleExpressio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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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ScheduleExpression
일정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cron 표현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크롤러와 작업을 위한 시간 기반 일
정을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매일 12시 15분(UTC)에 실행하려면 cron(15 12 * * ? *)을 지정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Crawler SchemaChangePolicy
크롤러에 대한 업데이트 및 삭제 동작을 지정하는 정책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leteBehavior" : String,
"UpdateBehavior" : String

YAML
DeleteBehavior: String
UpdateBehavior: String

Properties
DeleteBehavior
크롤러가 삭제된 객체를 찾을 경우 삭제 동작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pdateBehavior
크롤러가 변경된 스키마를 찾을 경우 업데이트 동작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Crawler Targets
크롤할 데이터 스토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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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talogTargets" : [ CatalogTarget (p. 3460), ... ],
"DynamoDBTargets" : [ DynamoDBTarget (p. 3461), ... ],
"JdbcTargets" : [ JdbcTarget (p. 3462), ... ],
"S3Targets" : [ S3Target (p. 3463), ... ]

YAML
CatalogTargets:
- CatalogTarget (p. 3460)
DynamoDBTargets:
- DynamoDBTarget (p. 3461)
JdbcTargets:
- JdbcTarget (p. 3462)
S3Targets:
- S3Target (p. 3463)

Properties
CatalogTargets
AWS Glue Data Catalog 대상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talogTarget (p. 346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ynamoDBTargets
Amazon DynamoDB 대상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ynamoDBTarget (p. 346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dbcTargets
JDBC 대상 지정
Required: 아니요
Type: JdbcTarget (p. 346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Targets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대상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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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3Target (p. 346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Database
AWS::Glue::Database 리소스는 AWS Glue의 테이블에 대한 논리적 그룹화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에서 데이터 카탈로그의 데이터베이스 정의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참조하세
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lue::Database",
"Properties" : {
"CatalogId" : String,
"DatabaseInput" : DatabaseInput (p. 3468)
}

YAML
Type: AWS::Glue::Database
Properties:
CatalogId: String
DatabaseInput:
DatabaseInput (p. 3468)

Properties
CatalogId
카탈로그 객체를 생성할 계정에 대한 AWS 계정 ID입니다.

Note
계정 ID를 지정하려면 AWS::AccountId 가상 파라미터와 함께 Ref 내장 함수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예: !Ref AWS::AccountId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atabaseInput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입니다.
Required: 예
Type: DatabaseInput (p. 34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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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Glue::Database DatabaseIdentifier
리소스 링크에 대한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talogId" : String,
"DatabaseName" : String

YAML
CatalogId: String
DatabaseName: String

Properties
CatalogId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Name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Database DatabaseInput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및 업데이트할 때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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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reateTableDefaultPermissions" : [ PrincipalPrivileges (p. 3470), ... ],
"Description" : String,
"LocationUri" : String,
"Name" : String,
"Parameters" : Json,
"TargetDatabase" : DatabaseIdentifier (p. 3468)

YAML
CreateTableDefaultPermissions:
- PrincipalPrivileges (p. 3470)
Description: String
LocationUri: String
Name: String
Parameters: Json
TargetDatabase:
DatabaseIdentifier (p. 3468)

Properties
CreateTableDefaultPermissions
보안 주체에 대한 테이블에서 기본 권한 세트를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incipalPrivileges (p. 347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cationUri
데이터베이스의 위치(예: HDFS 경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저장될 때 소문자로 저장되어 Hive 호환성을 유지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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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rameters
이러한 키-값 쌍은 데이터베이스의 파라미터와 속성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Database
리소스 링크에 대한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설명하는 DatabaseIdentifier 구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baseIdentifier (p. 34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Database DataLakePrincipal
AWS Lake Formation 보안 주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LakePrincipalIdentifier" : String

YAML
DataLakePrincipalIdentifier: String

Properties
DataLakePrincipalIdentifier
AWS Lake Formation 보안 주체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Database PrincipalPrivileges
PrincipalPrivileges 속성 유형은 AWS::Glue::Database (p. 3467)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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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ermissions" : [ String, ... ],
"Principal" : DataLakePrincipal (p. 3470)

YAML
Permissions:
- String
Principal:
DataLakePrincipal (p. 3470)

Properties
Permission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ncipal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DataLakePrincipal (p. 347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DataCatalogEncryptionSettings
지정된 카탈로그에 대한 보안 구성을 설정합니다. 구성이 설정되면 지정된 암호화가 이후의 모든 카탈로그
쓰기에 적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Glue::DataCatalogEncryptionSettings",
"Properties" : {
"CatalogId" : String,
"DataCatalogEncryptionSettings" : DataCatalogEncryptionSettings (p. 3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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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AWS::Glue::DataCatalogEncryptionSettings
Properties:
CatalogId: String
DataCatalogEncryptionSettings:
DataCatalogEncryptionSettings (p. 3473)

Properties
CatalogId
설정이 생성되는 데이터 카탈로그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ataCatalogEncryptionSettings
데이터 카탈로그 보안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구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DataCatalogEncryptionSettings (p. 347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AWS::Glue::DataCatalogEncryptionSettings ConnectionPasswordEncryption
데이터 카탈로그가 CreateConnection 또는 UpdateConnection의 일부로 암호를 암호화하고 이를 연
결 속성의 ENCRYPTED_PASSWORD 필드에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카탈로그 암호화를
활성화하거나 암호 암호화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암호를 포함하는 CreationConnection 요청이 도착하면 데이터 카탈로그는 먼저 AWS KMS 키를 사용하
여 암호를 암호화합니다. 그런 다음 카탈로그 암호화도 활성화되어 있으면 전체 연결 객체를 다시 암호화합
니다.
이 암호화를 사용하려면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암호 키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도록 AWS KMS
키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만 암호 키에 대한 암호화 해제 권한을 갖도록 하고자 할 수 있
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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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sKeyId" : String,
"ReturnConnectionPasswordEncrypted" : Boolean

YAML
KmsKeyId: String
ReturnConnectionPasswordEncrypted: Boolean

Properties
KmsKeyId
연결 암호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AWS KMS 키입니다.
연결 암호 보호가 사용된 경우, CreateConnection 및 UpdateConnection의 호출자는 데이터 카탈
로그에 암호를 저장하기 전에 암호화하려면 지정된 AWS KMS 키에 대한 kms:Encrypt 이상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암호 키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도록 암호화 해제 권한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urnConnectionPasswordEncrypted
ReturnConnectionPasswordEncrypted 플래그가 ‘true’로 설정된 경우, 암호는 GetConnection
및 GetConnections의 응답에서 암호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암호화는 카탈로그 암호화와는 독립
적으로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DataCatalogEncryptionSettings DataCatalogEncryptionSettings
데이터 카탈로그 보안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구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nectionPasswordEncryption" : ConnectionPasswordEncryption (p. 3472),
"EncryptionAtRest" : EncryptionAtRest (p. 3474)

YAML
ConnectionPasswordEncryption:
ConnectionPasswordEncryption (p. 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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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ryptionAtRest:
EncryptionAtRest (p. 3474)

Properties
ConnectionPasswordEncryption
연결 암호 보호가 활성화된 경우 데이터 카탈로그는 고객 제공 키를 사용하여 CreateConnection 또
는 UpdateConnection의 일부로 암호를 암호화하고 이를 연결 속성의 ENCRYPTED_PASSWORD 필드
에 저장합니다. 카탈로그 암호화를 활성화하거나 암호 암호화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nectionPasswordEncryption (p. 347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ionAtRest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한 저장 데이터 암호화 구성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cryptionAtRest (p. 347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DataCatalogEncryptionSettings EncryptionAtRest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한 저장 데이터 암호화 구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talogEncryptionMode" : String,
"SseAwsKmsKeyId" : String

YAML
CatalogEncryptionMode: String
SseAwsKmsKeyId: String

Properties
CatalogEncryptionMode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저장 데이터 암호화 모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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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AwsKmsKeyId
저장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하는 AWS KMS 키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DevEndpoint
AWS::Glue::DevEndpoint 리소스는 개발자가 원격으로 AWS Glue용 ETL 스크립트를 디버그할 수 있는
개발 엔드포인트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에서 DevEndpoint 구조를 참조하세
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lue::DevEndpoint",
"Properties" : {
"Arguments" : Json,
"EndpointName" : String,
"ExtraJarsS3Path" : String,
"ExtraPythonLibsS3Path" : String,
"GlueVersion" : String,
"NumberOfNodes" : Integer,
"NumberOfWorkers" : Integer,
"PublicKey" : String,
"PublicKeys" : [ String, ... ],
"RoleArn" : String,
"SecurityConfiguration" : String,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Id" : String,
"Tags" : Json,
"WorkerType" : String
}

YAML
Type: AWS::Glue::DevEndpoint
Properties:
Arguments: Json
EndpointName: String
ExtraJarsS3Path: String
ExtraPythonLibsS3Path: String
GlueVersion: String
NumberOfNodes: Integer
NumberOfWorkers: Integer
PublicKey: String
PublicKeys:
- String
RoleArn: String
SecurityConfiguration: String
SecurityGroupId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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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netId: String
Tags: Json
WorkerType: String

Properties
Arguments
DevEndpoint 구성에 사용되는 인수의 맵입니다.
유효한 인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enable-glue-datacatalog": ""
• "GLUE_PYTHON_VERSION": "3"
• "GLUE_PYTHON_VERSION": "2"
CreateDevEndpoint 또는 UpdateDevEndpoint API의 Arguments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개발 엔
드포인트에 지원되는 Python 버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수가 제공되지 않으면 버전은 기본적으로
Python 2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pointName
DevEndpoint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traJarsS3Path
DevEndpoint에서 로드되어야 할 S3 버킷에 있는 하나 이상의 Java .jar 파일에 대한 경로입니다.

Note
DevEndpoint에서는 순수 Java/Scala 라이브러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traPythonLibsS3Path
DevEndpoint에서 로드되어야 할 Amazon S3 버킷에 있는 하나 이상의 Python 라이브러리에 대한 경
로입니다. 여러 값은 쉼표(,)로 구분된 완전한 경로여야 합니다.

Note
DevEndpoint에서는 순수 Python 라이브러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ndas Python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 등 C 확장을 활용하는 라이브러리는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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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lueVersion
AWS Glue 버전에 따라 AWS Glue에서 지원하는 Apache Spark와 Python의 버전이 정해집니다. Python
버전은 개발 엔드포인트에서 ETL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해 지원되는 버전을 나타냅니다.
이용 가능한 AWS Glue 버전과 그에 상응하는 Spark 및 Python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
서의 Glue 버전을 참조하세요.
Glue 버전 지정 없이 생성된 개발 엔드포인트는 Glue 0.9로 기본 지정됩니다.
CreateDevEndpoint 또는 UpdateDevEndpoint API의 Arguments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개발 엔
드포인트에 지원되는 Python 버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수가 제공되지 않으면 버전은 기본적으로
Python 2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berOfNodes
이 DevEndpoint에 할당된 AWS Glue 데이터 프로세싱 단위(DPU)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berOfWorkers
개발 엔드포인트로 할당되는 정의된 workerType의 작업자 수입니다.
정의할 수 있는 최대 작업자 수는 G.1X의 경우 299개, G.2X의 경우 149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ublicKey
인증용으로 이 DevEndpoint에서 사용될 퍼블릭 키입니다. 사용할 권장 속성이 퍼블릭 키이므로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 이 속성이 제공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ublicKeys
인증용으로 DevEndpoints에서 사용될 퍼블릭 키 목록입니다. 퍼블릭 키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마다
다른 프라이빗 키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이 속성의 사용이 단일 퍼블릭 키보다 우선됩니다.

Note
이전에 퍼블릭 키로 엔드포인트를 생성한 경우, 퍼블릭 키 목록을 설정할 수 있으려면 해당 키
를 제거해야 합니다. deletePublicKeys 속성의 퍼블릭 키 콘텐츠와 addPublicKeys 속성
의 새 키 목록을 사용하여 UpdateDevEndpoint API를 호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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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이 DevEndpoint에 사용되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Configuration
이 DevEndpoint에 사용할 SecurityConfiguration 구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Ids
이 DevEndpoint에 사용된 보안 그룹 식별자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
이 DevEndpoint에 대한 서브넷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DevEndpoint에서 사용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orkerType
개발 엔드포인트로 할당되는 미리 정의된 작업자 유형입니다. Standard, G.1X 또는 G.2X 값을 허용합니
다.
• Standard 작업자 유형의 경우, 각 작업자가 4vCPU, 16GB 메모리 및 50GB 디스크와, 작업자당 실행
기 2개를 제공합니다.
• G.1X 작업자 유형의 경우, 각 작업자가 1DPU(4vCPU, 16GB 메모리, 64GB 디스크)에 매핑되고, 작업
자당 실행기 1개를 제공합니다. 메모리 집약적인 작업의 경우 이 작업자 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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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X 작업자 유형의 경우, 각 작업자가 1DPU(8vCPU, 32GB 메모리, 128GB 디스크)에 매핑되고, 작
업자당 실행기 1개를 제공합니다. 메모리 집약적인 작업의 경우 이 작업자 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알려진 문제: 개발 엔드포인트가 G.2X WorkerType 구성으로 만들어질 경우 개발 엔드포인트의 Spark
드라이버가 4 vCPU, 16GB 메모리 및 64GB 디스크에서 실행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엔드포인트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참고 항목
•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의 DevEndpoint 구조

AWS::Glue::Job
AWS::Glue::Job 리소스는 데이터 카탈로그의 AWS Glue 작업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Glue에서 작업 추가 및 작업 구조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Glue::Job",
"Properties" : {
"AllocatedCapacity" : Double,
"Command" : JobCommand (p. 3486),
"Connections" : ConnectionsList (p. 3485),
"DefaultArguments" : Json,
"Description" : String,
"ExecutionProperty" : ExecutionProperty (p. 3486),
"GlueVersion" : String,
"LogUri" : String,
"MaxCapacity" : Double,
"MaxRetries" : Double,
"Name" : String,
"NotificationProperty" : NotificationProperty (p. 3487),
"NumberOfWorkers" : Integer,
"Role" : String,
"SecurityConfiguration" : String,
"Tags" : Json,
"Timeout" : Integer,
"WorkerType" :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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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AWS::Glue::Job
Properties:
AllocatedCapacity: Double
Command:
JobCommand (p. 3486)
Connections:
ConnectionsList (p. 3485)
DefaultArguments: Json
Description: String
ExecutionProperty:
ExecutionProperty (p. 3486)
GlueVersion: String
LogUri: String
MaxCapacity: Double
MaxRetries: Double
Name: String
NotificationProperty:
NotificationProperty (p. 3487)
NumberOfWorkers: Integer
Role: String
SecurityConfiguration: String
Tags: Json
Timeout: Integer
WorkerType: String

Properties
AllocatedCapacity
이 작업에 할당된 용량 단위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mand
작업을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Required: 예
Type: JobCommand (p. 348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ions
이 작업에 사용된 연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nectionsList (p. 348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Arguments
이름-값 페어로 지정된 이 작업의 기본 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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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lue 자체가 사용하는 인수 외에도, 사용자의 작업 실행 스크립트가 사용하는 인수를 여기에서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자체 작업 인수를 지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에서 Python에서
AWS Glue API 호출을 참조하세요.
AWS Glue가 작업을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키 값 페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Glue 개발자 안내
서에서 AWS Glue가 사용하는 특정 파라미터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작업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ecutionProperty
이 작업에 허용된 최대 동시 실행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xecutionProperty (p. 348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lueVersion
Glue 버전에 따라AWS Glue에서 지원하는 Apache Spark와 Python의 버전이 정해집니다. Python의 버
전으로 Spark 유형의 작업에 대해 지원되는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AWS Glue 버전과 그에 상응하는 Spark 및 Python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
서의 Glue 버전을 참조하세요.
Glue 버전 지정 없이 생성된 작업은 Glue 0.9로 기본 지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Uri
이 필드는 향후 사용하기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Capacity
이 작업이 실행될 때 할당할 수 있는 AWS Glue 데이터 처리 단위(DPU)의 수입니다. DPU는 4 vCPU의
컴퓨팅 파워와 16GB 메모리로 구성된 프로세싱 파워의 상대적 측정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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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Type 및 NumberOfWorkers를 사용하는 경우, Max Capacity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MaxCapacity에 할당할 수 있는 값은 Python 셸 작업을 실행하는지 또는 Apache Spark ETL 작업을 실
행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Python 셸 작업(JobCommand.Name="pythonshell")을 지정하면 0.0625 또는 1 DPU를 할당할 수 있습
니다. 기본값은 0.0625 DPU입니다.
• Apache Spark ETL 작업(JobCommand.Name="glueetl")을 지정하면 2~100 DPU를 할당할 수 있습니
다. 기본값은 10 DPU입니다. 이 작업 유형에는 부분적인 DPU 할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Retries
JobRun이 실패한 후 이 작업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최대 횟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이 작업 정의에 할당하는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otificationProperty
알림의 구성 속성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otificationProperty (p. 348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berOfWorkers
작업이 실행될 때 할당되는 정의된 workerType의 작업자 수입니다.
정의할 수 있는 최대 작업자 수는 G.1X의 경우 299개, G.2X의 경우 149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
이 작업과 연결된 IAM 역할의 이름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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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Configuration
이 작업에 사용할 SecurityConfiguration 구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작업에서 사용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
작업 타임아웃(분)입니다. 작업 실행이 종료되고 TIMEOUT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입니다. 기본값은 2,880 분(48 시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orkerType
작업이 실행될 때 할당되는 미리 정의된 작업자 유형입니다. Standard, G.1X 또는 G.2X 값을 허용합니
다.
• Standard 작업자 유형의 경우, 각 작업자가 4vCPU, 16GB 메모리 및 50GB 디스크와, 작업자당 실행
기 2개를 제공합니다.
• G.1X 작업자 유형의 경우, 각 작업자가 1DPU(4vCPU, 16GB 메모리, 64GB 디스크)에 매핑되고, 작업
자당 실행기 1개를 제공합니다. 메모리 집약적인 작업의 경우 이 작업자 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
다.
• G.2X 작업자 유형의 경우, 각 작업자가 1DPU(8vCPU, 32GB 메모리, 128GB 디스크)에 매핑되고, 작
업자당 실행기 1개를 제공합니다. 메모리 집약적인 작업의 경우 이 작업자 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작업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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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연결된 역할이 있는 작업을 생성합니다.

JSON
{

"Description": "AWS Glue Job Test",
"Resources": {
"MyJob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glue.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
]
}
}
]
}
},
"MyJob": {
"Type": "AWS::Glue::Job",
"Properties": {
"Command": {
"Name": "glueetl",
"ScriptLocation": "s3://aws-glue-scripts//prod-job1"
},
"DefaultArguments": {
"--job-bookmark-option": "job-bookmark-enable"
},
"ExecutionProperty": {
"MaxConcurrentRuns": 2
},
"MaxRetries": 0,
"Name": "cf-job1",
"Role": {
"Ref": "MyJob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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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YAML
--Description: "AWS Glue Job Test"
Resources:
MyJob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glue.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MyJob:
Type: AWS::Glue::Job
Properties:
Command:
Name: glueetl
ScriptLocation: "s3://aws-glue-scripts//prod-job1"
DefaultArguments:
"--job-bookmark-option": "job-bookmark-enable"
ExecutionProperty:
MaxConcurrentRuns: 2
MaxRetries: 0
Name: cf-job1
Role: !Ref MyJobRole

AWS::Glue::Job ConnectionsList
작업에서 사용하는 연결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onnections" : [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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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Connections:
- String

Properties
Connections
작업에서 사용하는 연결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Job ExecutionProperty
작업의 실행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ConcurrentRuns" : Double

YAML
MaxConcurrentRuns: Double

Properties
MaxConcurrentRuns
작업에 대해 동시 실행이 허용되는 최대 수입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이 임계값에 도달하면 오류가 반
환됩니다. 지정할 수 있는 최댓값은 서비스 제한에 따라 결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Job JobCommand
작업이 실행할 때 실행되는 코드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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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Name" : String,
"PythonVersion" : String,
"ScriptLocation" : String

YAML
Name: String
PythonVersion: String
ScriptLocation: String

Properties
Name
작업 명령의 이름입니다. Apache Spark ETL 작업의 경우, glueetl이어야 합니다. Python 셸 작업의 경
우, pythonshell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ythonVersion
Python 셸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Python 버전입니다. 허용되는 값은 2 또는 3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riptLocation
작업을 실행하는 스크립트의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경로를 지정합니다(필수).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Job NotificationProperty
알림의 구성 속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otifyDelayAfter"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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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NotifyDelayAfter: Integer

Properties
NotifyDelayAfter
작업 실행 시작 후 작업 실행 대기 알림을 전송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MLTransform
AWS::Glue::MLTransform은 기계 학습 변환을 관리하는 AWS Glue 리소스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lue::MLTransform",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GlueVersion" : String,
"InputRecordTables" : InputRecordTables (p. 3494),
"MaxCapacity" : Double,
"MaxRetries" : Integer,
"Name" : String,
"NumberOfWorkers" : Integer,
"Role" : String,
"Tags" : Json,
"Timeout" : Integer,
"TransformEncryption" : TransformEncryption (p. 3495),
"TransformParameters" : TransformParameters (p. 3496),
"WorkerType" : String
}

YAML
Type: AWS::Glue::MLTransform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GlueVersion: String
InputRecordTables:
InputRecordTables (p. 3494)
MaxCapacity: Double
MaxRetries: Integer
Name: String
NumberOfWorkers: Integer
Role: String
Tags: Json
Timeout: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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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Encryption:
TransformEncryption (p. 3495)
TransformParameters:
TransformParameters (p. 3496)
WorkerType: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기계 학습 변환에 대한 사용자 정의된 긴 형식의 설명 텍스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lueVersion
이 값은 이러한 기계 학습 변환과 호환되는 AWS Glue의 버전을 결정합니다. Glue 1.0은 대부분의 고객
에게 권장됩니다. 값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Glue 호환성은 Glue 0.9로 기본 설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Glue 버전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RecordTables
변환에 사용된 AWS Glue 테이블 정의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InputRecordTables (p. 349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xCapacity
이 변환의 태스크 실행에 할당된 AWS Glue 데이터 처리 단위(DPU)의 수입니다. 2~100DPU를 할당할
수 있으며, 기본값은 10입니다. DPU는 vCPU의 컴퓨팅 파워와 16GB 메모리로 구성된 프로세싱 파워의
상대적 측정값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Glue 요금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MaxCapacity는 NumberOfWorkers 및 WorkerType과 함께 사용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
• NumberOfWorkers나 WorkerType 중 하나가 설정되면 MaxCapacity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MaxCapacity가 설정되면 NumberOfWorkers와 WorkerType 모두 설정할 수 없습니다.
• WorkerType이 설정되면 NumberOfWorkers가 필요합니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 MaxCapacity와 NumberOfWorkers는 1 이상이어야 합니다.
WorkerType 필드를 Standard 이외의 다른 값으로 설정하면 MaxCapacity 필드가 자동으로 설정되
고 읽기 전용이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Retries
기계 학습 변환의 MLTaskRun이 실패한 후 최대 재시도 횟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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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기계 학습 변환의 사용자 정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고유해야 합니다. Name은 선택 항목입니다.
• Name을 지정할 경우 스택을 반복적으로 생성할 수 없습니다.
• Name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대신 무작위로 생성된 이름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berOfWorkers
변환의 작업이 실행될 때 할당되는 정의된 workerType의 작업자 수입니다.
WorkerType이 설정되면 NumberOfWorkers가 필요합니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
필수 권한이 있는 IAM 역할의 이름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필요한 권한에는 AWS Glue
리소스에 대한 AWS Glue 서비스 역할 권한과 변환에서 요구하는 Amazon S3 권한 모두가 포함됩니다.
• 이 역할에는 AWS Glue의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허용을 위한 AWS Glue 서비스 역할 권한이 필요합니
다. AWS Glue로 액세스하는 IAM 사용자에 정책 추가를 참조하세요.
• 이 역할에는 작업 실행에서 이 변환에 사용되는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소스,
대상, 임시 디렉터리, 스크립트 및 모든 라이브러리에 대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러한 기계 학습 변환에서 사용할 태그입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기계 학습 변환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AWS Glue의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Glue의 AWS 태그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
기계 학습 변환의 시간 초과(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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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formEncryption
사용자 데이터 액세스에 적용되는 변환의 유휴 시 암호화 설정입니다. Machine Learning 변환은 KMS를
사용하여 Amazon S3에서 암호화된 사용자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져온 레이블 및 교육된 변환은 이제 고객이 제공한 KMS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ransformEncryption (p. 34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formParameters
기계 학습 변환과 연결된 알고리즘별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예
Type: TransformParameters (p. 34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orkerType
이 변환의 작업이 실행될 때 할당되는 미리 정의된 작업자의 유형입니다. Standard, G.1X 또는 G.2X 값
을 허용합니다.
• Standard 작업자 유형의 경우, 각 작업자가 4vCPU, 16GB 메모리 및 50GB 디스크와, 작업자당 실행
기 2개를 제공합니다.
• G.1X 작업자 유형의 경우, 각 작업자가 4vCPU, 16GB 메모리 및 64GB 디스크와, 작업자당 실행기 1
개를 제공합니다.
• G.2X 작업자 유형의 경우, 각 작업자가 8vCPU, 32GB 메모리 및 128GB 디스크와, 작업자당 실행기 1
개를 제공합니다.
MaxCapacity는 NumberOfWorkers 및 WorkerType과 함께 사용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
• NumberOfWorkers나 WorkerType 중 하나가 설정되면 MaxCapacity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MaxCapacity가 설정되면 NumberOfWorkers와 WorkerType 모두 설정할 수 없습니다.
• WorkerType이 설정되면 NumberOfWorkers가 필요합니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 MaxCapacity와 NumberOfWorkers는 1 이상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변환 ID.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Glue::MLTransform FindMatchesParameters
일치 항목 찾기 변환을 구성하기 위한 파라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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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uracyCostTradeoff" : Double,
"EnforceProvidedLabels" : Boolean,
"PrecisionRecallTradeoff" : Double,
"PrimaryKeyColumnName" : String

YAML
AccuracyCostTradeoff: Double
EnforceProvidedLabels: Boolean
PrecisionRecallTradeoff: Double
PrimaryKeyColumnName: String

Properties
AccuracyCostTradeoff
정확도와 비용 간의 균형을 위해 변환을 튜닝할 때 선택하는 값입니다. 값 0.5는 시스템이 정확도 및 비
용 문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값 1.0은 순전히 정확도에 대한 바이어스를 의미하며 일
반적으로 더 높은 비용, 때로는 상당히 더 높은 비용을 나타냅니다. 값 0.0은 순전히 비용에 대한 바이어
스를 의미하며 비교적 정확하지 않은 FindMatches 변환, 때로는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정확도를 나타
냅니다.
정확도는 변환이 참 긍정과 참 부정을 얼마나 잘 찾는지 측정합니다. 정확도를 증가시키려면 더 많은 기
계 리소스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재현율도 증가합니다.
비용은 변환을 실행하는 데 얼마나 많은 컴퓨팅 리소스(따라서 비용)가 사용되는지를 측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forceProvidedLabels
사용자가 제공한 레이블과 일치하는 강제 출력을 켜거나 끄는 값입니다. 값이 True이면 find
matches 변환은 제공된 레이블과 일치하도록 출력을 강제합니다. 결과는 일반 융합 결과를 재정의합니
다. 값이 False이면 find matches 변환은 제공된 모든 레이블이 존중될 것을 보장하지 않으며 결과
는 교육된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이 값을 true로 설정하면 융합 실행 시간이 증가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cisionRecallTradeoff
정밀도와 재현율 간의 균형을 위해 변환을 튜닝할 때 선택하는 값입니다. 값 0.5는 기본 설정 없음, 값
1.0은 순전히 정밀도에 대한 바이어스, 값 0.0은 재현율에 대한 바이어스를 의미합니다. 이 값은 트레이
드오프이기 때문에 1.0에 가까운 값을 선택하면 매우 낮은 재현율을 의미하고 0.0에 가까운 값을 선택하
면 매우 낮은 정밀도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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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 지표는 모델이 일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빈도를 나타냅니다.
재현율 지표는 실제 일치에 대해 모델이 일치를 예측하는 빈도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maryKeyColumnName
소스 테이블에서 행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열의 이름입니다. 일치하는 레코드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됩니
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Glue::MLTransform GlueTables
입력 또는 출력 데이터에 사용되는 AWS Glue Data Catalog의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talogId" : String,
"ConnectionName" : String,
"DatabaseName" : String,
"TableName" : String

YAML
CatalogId: String
ConnectionName: String
DatabaseName: String
TableName: String

Properties
CatalogId
AWS Glue Data Catalog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ionName
AWS Glue Data Catalog에 대한 연결의 이름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349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Glu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Name
AWS Glue Data Catalog의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Name
AWS Glue Data Catalog의 테이블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MLTransform InputRecordTables
변환에 사용된 AWS Glue 테이블 정의의 목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lueTables" : [ GlueTables (p. 3493), ... ]

YAML
GlueTables:
- GlueTables (p. 3493)

Properties
GlueTables
입력 또는 출력 데이터에 사용되는 AWS Glue Data Catalog의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lueTables (p. 3493) 목록 (p. 34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MLTransform MLUserDataEncryption
사용자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데 적용되는 변환의 미사용 암호화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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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msKeyId" : String,
"MLUserDataEncryptionMode" : String

YAML
KmsKeyId: String
MLUserDataEncryptionMode: String

Properties
KmsKeyId
고객이 제공한 KMS 키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LUserDataEncryptionMode
사용자 데이터에 적용되는 암호화 모드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DISABLED: 암호화가 사용 중지되었습니다.
• SSEKMS: Amazon S3에 저장된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 AWS Key Management Service(SSE-KMS)와
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MLTransform TransformEncryption
사용자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데 적용되는 변환의 미사용 암호화 설정입니다. Machine Learning 변환은 KMS
를 사용하여 Amazon S3에서 암호화된 사용자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져온 레이블 및 교육된 변환은 이제 고객이 제공한 KMS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LUserDataEncryption" : MLUserDataEncryption (p. 3494),
"TaskRunSecurityConfiguration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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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MLUserDataEncryption:
MLUserDataEncryption (p. 3494)
TaskRunSecurityConfigurationName: String

Properties
MLUserDataEncryption
사용자 데이터 액세스에 적용되는 변환의 유휴 시 암호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LUserDataEncryption (p. 349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skRunSecurityConfigurationName
보안 구성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MLTransform TransformParameters
기계 학습 변환과 연결된 알고리즘별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ndMatchesParameters" : FindMatchesParameters (p. 3491),
"TransformType" : String

YAML
FindMatchesParameters:
FindMatchesParameters (p. 3491)
TransformType: String

Properties
FindMatchesParameters
일치 항목 찾기 알고리즘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indMatchesParameters (p. 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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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formType
기계 학습 변환의 유형입니다. FIND_MATCHES가 유일한 옵션입니다.
기계 학습 변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계 학습 변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Partition
AWS::Glue::Partition 리소스는 테이블 데이터 조각을 나타내는 AWS Glue 파티션을 생성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에서 CreatePartition 작업 및 파티션 구조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lue::Partition",
"Properties" : {
"CatalogId" : String,
"DatabaseName" : String,
"PartitionInput" : PartitionInput (p. 3500),
"TableName" : String
}

YAML
Type: AWS::Glue::Partition
Properties:
CatalogId: String
DatabaseName: String
PartitionInput:
PartitionInput (p. 3500)
TableName: String

Properties
CatalogId
파티션이 생성될 카탈로그의 AWS 계정 ID입니다.

Note
계정 ID를 지정하려면 AWS::AccountId 가상 파라미터와 함께 Ref 내장 함수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예: !Ref AWS::AccountId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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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DatabaseName
파티션이 생성되는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rtitionInput
파티션을 생성 및 업데이트할 때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Required: 예
Type: PartitionInput (p. 35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Name
생성될 파티션이 있는 메타데이터 테이블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파티션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참고 항목
•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의 CreatePartition 작업
•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의 Partition 구조

AWS::Glue::Partition Column
Table의 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omment" : String,
"Name" : String,
"Typ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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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Comment: String
Name: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Comment
자유 형식의 텍스트 설명.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Column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Column의 데이터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Partition Order
정렬된 열의 정렬 순서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lumn" : String (p. 3498),
"SortOrder" : Integer

YAML
Column: String (p. 3498)
SortOrder: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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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olumn
열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 349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rtOrder
열을 오름차순(== 1)으로 정렬할지 또는 내림차순(==0)으로 정렬할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Partition PartitionInput
파티션을 생성 및 업데이트할 때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rameters" : Json,
"StorageDescriptor" : StorageDescriptor (p. 3505),
"Values" : [ String, ... ]

YAML
Parameters: Json
StorageDescriptor:
StorageDescriptor (p. 3505)
Values:
- String

Properties
Parameters
이러한 키-값 쌍은 파티션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orageDescriptor
파티션이 저장된 물리적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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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StorageDescriptor (p. 350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파티션 값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SDK에 필수는 아니지만 유효한 입력을 위해 이 파라미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새 파티션의 키 값은 Amazon S3 접두사에 표시되는 파티션 키와 동일한 순서로 정렬되어야 하는 문자
열 객체의 배열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AWS Glue가 잘못된 키에 값을 추가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의 PartitionInput

AWS::Glue::Partition SchemaId
스키마 ID 필드를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이것 또는 SchemaVersionId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gistryName" : String,
"SchemaArn" : String,
"SchemaName" : String

YAML
RegistryName: String
SchemaArn: String
SchemaName: String

Properties
RegistryName
스키마가 포함된 스키마 레지스트리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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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Arn
서비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SchemaArn 또는 중 SchemaName 하나가 제공되어야 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maName
스키마의 이름입니다. SchemaArn 또는 중 SchemaName 하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Partition SchemaReference
AWS Glue 스키마 레지스트리에 저장된 스키마를 참조하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chemaId" : SchemaId (p. 3501),
"SchemaVersionId" : String,
"SchemaVersionNumber" : Integer

YAML
SchemaId:
SchemaId (p. 3501)
SchemaVersionId: String
SchemaVersionNumber: Integer

Properties
SchemaId
스키마 ID 필드를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이것 또는 SchemaVersionId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hemaId (p. 35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maVersionId
스키마 버전에 할당된 고유 ID입니다. 이것 또는 SchemaId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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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maVersionNumber
스키마의 버전 번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Partition SerdeInfo
추출기 및 로더 역할을 하는 직렬화/역직렬화 프로그램(SerDe)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Parameters" : Json,
"SerializationLibrary" : String

YAML
Name: String
Parameters: Json
SerializationLibrary: String

Properties
Name
SerDe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이러한 키-값 쌍은 SerDe의 초기화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ializationLibrary
일반적으로 SerDe를 구현하는 클래스입니다. 예를 들면,
org.apache.hadoop.hive.serde2.columnar.ColumnarSerD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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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Partition SkewedInfo
테이블에 왜곡된 값을 지정합니다. 왜곡된 값은 매우 높은 빈도를 통해 발생한 값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kewedColumnNames" : [ String, ... ],
"SkewedColumnValueLocationMaps" : Json,
"SkewedColumnValues" : [ String, ... ]

YAML
SkewedColumnNames:
- String
SkewedColumnValueLocationMaps: Json
SkewedColumnValues:
- String

Properties
SkewedColumnNames
왜곡된 값이 포함된 열의 이름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kewedColumnValueLocationMaps
왜곡된 값을 이 값을 포함하는 열에 매핑.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kewedColumnValues
너무 자주 나타나서 왜곡된 것으로 간주되는 값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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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Partition StorageDescriptor
테이블 데이터의 물리적 스토리지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Columns" : [ String, ... ],
"Columns" : [ Column (p. 3498), ... ],
"Compressed" : Boolean,
"InputFormat" : String,
"Location" : String,
"NumberOfBuckets" : Integer,
"OutputFormat" : String,
"Parameters" : Json,
"SchemaReference" : SchemaReference (p. 3502),
"SerdeInfo" : SerdeInfo (p. 3503),
"SkewedInfo" : SkewedInfo (p. 3504),
"SortColumns" : [ Order (p. 3499), ... ],
"StoredAsSubDirectories" : Boolean

YAML
BucketColumns:
- String
Columns:
- Column (p. 3498)
Compressed: Boolean
InputFormat: String
Location: String
NumberOfBuckets: Integer
OutputFormat: String
Parameters: Json
SchemaReference:
SchemaReference (p. 3502)
SerdeInfo:
SerdeInfo (p. 3503)
SkewedInfo:
SkewedInfo (p. 3504)
SortColumns:
- Order (p. 3499)
StoredAsSubDirectories: Boolean

Properties
BucketColumns
테이블의 열, 클러스터링 열 및 버킷 열을 지정하는 그룹화하는 reducer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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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s
테이블의 Columns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lumn (p. 349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pressed
테이블의 데이터가 압축되면 True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Format
입력 형식: SequenceFileInputFormat(이진), TextInputFormat 또는 사용자 지정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cation
테이블의 물리적 위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웨어하우스 위치,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베이스 위치, 테이블 이
름 순으로 나타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berOfBuckets
버킷 수입니다.
파티션에 차원 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Format
출력 형식: SequenceFileOutputFormat(이진), IgnoreKeyTextOutputFormat 또는 사용자 지정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키 값 형식의 사용자 제공 속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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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maReference
AWS Glue 스키마 레지스트리에 저장된 스키마를 참조하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hemaReference (p. 35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deInfo
직렬화/역직렬화(SerDe)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rdeInfo (p. 35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kewedInfo
열에 자주 표시되는 값에 대한 정보입니다(편향된 값).
Required: 아니요
Type: SkewedInfo (p. 350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rtColumns
테이블에 있는 각 버킷의 정렬 순서를 지정하는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rder (p. 349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oredAsSubDirectories
테이블 데이터가 하위 디렉터리에 저장되면 True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Registry
AWS::Glue::Registry는 AWS Glue 스키마 레지스트리의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관리하는 AWS Glue 리소스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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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Glue::Registry",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Glue::Registry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레지스트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레지스트리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 값 페어가 포함된 AWS 태그이며 콘솔, 명령줄 또는 API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VersionId|Key|Value" 조합을 문
자열로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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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AWS::Glue::Schema
AWS::Glue::Schema는 AWS Glue 스키마 레지스트리의 스키마를 관리하는 AWS Glue 리소스 유형입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lue::Schema",
"Properties" : {
"CheckpointVersion" : SchemaVersion (p. 3512),
"Compatibility" : String,
"DataFormat" : String,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Registry" : Registry (p. 3511),
"SchemaDefinition"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Glue::Schema
Properties:
CheckpointVersion:
SchemaVersion (p. 3512)
Compatibility: String
DataFormat: String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Registry:
Registry (p. 3511)
SchemaDefinitio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CheckpointVersion
VersionNumber 또는 IsLatest를 지정하여 스키마의 체크포인트를 설정합니다. 이는 체크포인트를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만 필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hemaVersion (p. 35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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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tibility
스키마의 호환성 모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Format
스키마 정의의 데이터 형식입니다. 현재 AVRO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스키마에 대한 설명입니다(생성 시 지정한 경우).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스키마 이름은 최대 255자이며 문자, 숫자, 하이픈, 밑줄, 달러 기호 또는 해시 표시만 포함할 수 있습니
다. 공백은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gistry
스키마가 저장되는 레지스트리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gistry (p. 351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chemaDefinition
SchemaName에 대해 DataFormat 설정을 사용하는 스키마 정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 값 페어가 포함된 AWS 태그이며 콘솔, 명령줄 또는 API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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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Fn::GetAtt
Arn
스키마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InitialSchemaVersion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AWS::Glue::Schema Registry
AWS Glue 스키마 레지스트리에서 레지스트리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Name" : String

YAML
Arn: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Arn
레지스트리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레지스트리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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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Glue::Schema SchemaVersion
스키마의 버전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sLatest" : Boolean,
"VersionNumber" : Integer

YAML
IsLatest: Boolean
VersionNumber: Integer

Properties
IsLatest
이 버전이 스키마의 최신 버전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Number
스키마의 버전 번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SchemaVersion
AWS::Glue::SchemaVersion는 AWS Glue 스키마 레지스트리의 스키마에 대한 스키마 버전을 관리하는
AWS Glue 리소스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Glue::SchemaVersion",
"Properties" : {
"Schema" : Schema (p. 3513),
"SchemaDefinition" :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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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AWS::Glue::SchemaVersion
Properties:
Schema:
Schema (p. 3513)
SchemaDefinition: String

Properties
Schema
스키마 버전이 포함된 스키마입니다.
Required: 예
Type: Schema (p. 351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chemaDefinition
스키마 버전에 대한 스키마 정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Fn::GetAtt
Version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AWS::Glue::SchemaVersion 스키마
래퍼 구조는 스키마 식별 필드를 포함합니다. SchemaArn, 또는 SchemaName 및 RegistryName가 제공되
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RegistryName" : String,
"SchemaArn" : String,
"Schema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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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RegistryName: String
SchemaArn: String
SchemaName: String

Properties
RegistryName
해당 스키마가 저장된 레지스트리의 이름입니다. SchemaArn, 또는 SchemaName 및 RegistryName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chemaArn
스키마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SchemaArn, 또는 SchemaName 및 RegistryName가 제
공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chemaName
스키마의 이름입니다. SchemaArn, 또는 SchemaName 및 RegistryName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Glue::SchemaVersionMetadata
AWS::Glue::SchemaVersionMetadata는 AWS Glue 스키마 레지스트리의 스키마 버전에 대한 메타데
이터 키-값 페어를 정의하는 AWS Glue 리소스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Glue::SchemaVersionMetadata",
"Properties" : {
"Key" : String,
"SchemaVersionId" : String,
"Value" :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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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AWS::Glue::SchemaVersionMetadata
Properties:
Key: String
SchemaVersionId: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메타데이터에 대한 키-값 페어의 메타데이터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chemaVersionId
스키마의 버전 번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ue
메타데이터 키의 해당하는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AWS::Glue::SecurityConfiguration
새로운 보안 구성을 생성합니다. 보안 구성은 AWS Glue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안 속성 세트입니다. 보안 구
성을 사용하여 미사용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AWS Glue에서 보안 구성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크롤러, 작업 및 개발 엔드포인트로 기록된 데이터 암호화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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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Glue::SecurityConfiguration",
"Properties" : {
"EncryptionConfiguration" : EncryptionConfiguration (p. 3517),
"Name" : String
}

YAML
Type: AWS::Glue::SecurityConfiguration
Properties:
EncryptionConfiguration:
EncryptionConfiguration (p. 3517)
Name: String

Properties
EncryptionConfiguration
이 보안 구성과 관련된 암호화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EncryptionConfiguration (p. 35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보안 구성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AWS::Glue::SecurityConfiguration CloudWatchEncryption
Amazon CloudWatch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oudWatchEncryptionMode" : String,
"KmsKeyArn" : String

YAML
CloudWatchEncryptionMod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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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KeyArn: String

Properties
CloudWatchEncryptionMode
CloudWatch 데이터에 사용할 암호화 모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KeyArn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KMS 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SecurityConfiguration EncryptionConfiguration
암호화 구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oudWatchEncryption" : CloudWatchEncryption (p. 3516),
"JobBookmarksEncryption" : JobBookmarksEncryption (p. 3518),
"S3Encryptions" : S3Encryptions (p. 3519)

YAML
CloudWatchEncryption:
CloudWatchEncryption (p. 3516)
JobBookmarksEncryption:
JobBookmarksEncryption (p. 3518)
S3Encryptions:
S3Encryptions (p. 3519)

Properties
CloudWatchEncryption
Amazon CloudWatch에 대한 암호화 구성.
Required: 아니요
Type: CloudWatchEncryption (p. 35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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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BookmarksEncryption
작업 북마크에 대한 암호화 구성.
Required: 아니요
Type: JobBookmarksEncryption (p. 351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Encryptions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구성.
Required: 아니요
Type: S3Encryptions (p. 351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SecurityConfiguration JobBookmarksEncryption
작업 북마크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JobBookmarksEncryptionMode" : String,
"KmsKeyArn" : String

YAML
JobBookmarksEncryptionMode: String
KmsKeyArn: String

Properties
JobBookmarksEncryptionMode
작업 북마크 데이터에 사용할 암호화 모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KeyArn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KMS 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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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SecurityConfiguration S3Encryption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msKeyArn" : String,
"S3EncryptionMode" : String

YAML
KmsKeyArn: String
S3EncryptionMode: String

Properties
KmsKeyArn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KMS 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EncryptionMode
Amazon S3 데이터에 사용할 암호화 모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SecurityConfiguration S3Encryptions
S3Encryptions 속성 유형은 보안 구성을 위한 Amazon S3(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데이터의 암
호화 구성을 지정합니다.

AWS::Glue::Table
AWS::Glue::Table 리소스는 AWS Glue 데이터 카탈로그의 표 형식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Glue 데이터 카탈로그의 테이블 정의 및 Table 구조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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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Glue::Table",
"Properties" : {
"CatalogId" : String,
"DatabaseName" : String,
"TableInput" : TableInput (p. 3530)
}

YAML
Type: AWS::Glue::Table
Properties:
CatalogId: String
DatabaseName: String
TableInput:
TableInput (p. 3530)

Properties
CatalogId
Table을 생성할 데이터 카탈로그의 ID입니다. 제공되지 않은 경우 기본값 AWS 계정 ID가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atabaseName
테이블 메타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반드시 모두 소문자로 저장하여 Hive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bleInput
테이블을 정의하는 데 사용된 구조입니다.
Required: 예
Type: TableInput (p. 35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테이블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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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Glue::Table Column
Table의 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ment" : String,
"Name" : String,
"Type" : String

YAML
Comment: String
Name: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Comment
자유 형식의 텍스트 설명.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Column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Column의 데이터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의 Column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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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Glue::Table Order
정렬된 열의 정렬 순서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lumn" : String (p. 3521),
"SortOrder" : Integer

YAML
Column: String (p. 3521)
SortOrder: Integer

Properties
Column
열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 352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rtOrder
열을 오름차순(== 1)으로 정렬할지 또는 내림차순(==0)으로 정렬할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의 Order 구조

AWS::Glue::Table SchemaId
스키마 ID 필드를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이것 또는 SchemaVersionId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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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Name" : String,
"SchemaArn" : String,
"SchemaName" : String

YAML
RegistryName: String
SchemaArn: String
SchemaName: String

Properties
RegistryName
스키마가 포함된 스키마 레지스트리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maArn
서비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SchemaArn 또는 중 SchemaName 하나가 제공되어야 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maName
스키마의 이름입니다. SchemaArn 또는 중 SchemaName 하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Table SchemaReference
AWS Glue 스키마 레지스트리에 저장된 스키마를 참조하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chemaId" : SchemaId (p. 3522),
"SchemaVersionId" : String,
"SchemaVersionNumber"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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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SchemaId:
SchemaId (p. 3522)
SchemaVersionId: String
SchemaVersionNumber: Integer

Properties
SchemaId
스키마 ID 필드를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이것 또는 SchemaVersionId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hemaId (p. 352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maVersionId
스키마 버전에 할당된 고유 ID입니다. 이것 또는 SchemaId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maVersionNumber
스키마의 버전 번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Table SerdeInfo
추출기 및 로더 역할을 하는 직렬화/역직렬화 프로그램(SerDe)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Parameters" : Json,
"SerializationLibrary" : String

YAML
Name: String
Parameters: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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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izationLibrary: String

Properties
Name
SerDe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이러한 키-값 쌍은 SerDe의 초기화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ializationLibrary
일반적으로 SerDe를 구현하는 클래스입니다. 예를 들면,
org.apache.hadoop.hive.serde2.columnar.ColumnarSerD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의 SerDeInfo 구조

AWS::Glue::Table SkewedInfo
테이블에 왜곡된 값을 지정합니다. 왜곡된 값은 매우 높은 빈도를 통해 발생한 값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kewedColumnNames" : [ String, ... ],
"SkewedColumnValueLocationMaps" : Json,
"SkewedColumnValues" : [ String, ... ]

YAML
SkewedColumnN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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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SkewedColumnValueLocationMaps: Json
SkewedColumnValues:
- String

Properties
SkewedColumnNames
왜곡된 값이 포함된 열의 이름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kewedColumnValueLocationMaps
왜곡된 값을 이 값을 포함하는 열에 매핑.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kewedColumnValues
너무 자주 나타나서 왜곡된 것으로 간주되는 값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Table StorageDescriptor
테이블 데이터의 물리적 스토리지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Columns" : [ String, ... ],
"Columns" : [ Column (p. 3521), ... ],
"Compressed" : Boolean,
"InputFormat" : String,
"Location" : String,
"NumberOfBuckets" : Integer,
"OutputFormat" : String,
"Parameters" : Json,
"SchemaReference" : SchemaReference (p. 3523),
"SerdeInfo" : SerdeInfo (p. 3524),
"SkewedInfo" : SkewedInfo (p. 3525),
"SortColumns" : [ Order (p. 3522), ... ],
"StoredAsSubDirectories" :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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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BucketColumns:
- String
Columns:
- Column (p. 3521)
Compressed: Boolean
InputFormat: String
Location: String
NumberOfBuckets: Integer
OutputFormat: String
Parameters: Json
SchemaReference:
SchemaReference (p. 3523)
SerdeInfo:
SerdeInfo (p. 3524)
SkewedInfo:
SkewedInfo (p. 3525)
SortColumns:
- Order (p. 3522)
StoredAsSubDirectories: Boolean

Properties
BucketColumns
테이블의 열, 클러스터링 열 및 버킷 열을 지정하는 그룹화하는 reducer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lumns
테이블의 Columns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lumn (p. 352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pressed
테이블의 데이터가 압축되면 True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Format
입력 형식: SequenceFileInputFormat(이진), TextInputFormat 또는 사용자 지정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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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테이블의 물리적 위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웨어하우스 위치,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베이스 위치, 테이블 이
름 순으로 나타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berOfBuckets
테이블에 차원 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Format
출력 형식: SequenceFileOutputFormat(이진), IgnoreKeyTextOutputFormat 또는 사용자 지정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키 값 형식의 사용자 제공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maReference
AWS Glue 스키마 레지스트리에 저장된 스키마를 참조하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hemaReference (p. 35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deInfo
직렬화/역직렬화(SerDe)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rdeInfo (p. 35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kewedInfo
열에 자주 표시되는 값에 대한 정보입니다(편향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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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SkewedInfo (p. 35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rtColumns
테이블에 있는 각 버킷의 정렬 순서를 지정하는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rder (p. 352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oredAsSubDirectories
테이블 데이터가 하위 디렉터리에 저장되면 True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의 StorageDescriptor 구조

AWS::Glue::Table TableIdentifier
리소스 링크에 대한 대상 테이블을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talogId" : String,
"DatabaseName" : String,
"Name" : String

YAML
CatalogId: String
DatabaseName: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CatalogId
테이블이 위치한 데이터 카탈로그의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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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Name
대상 테이블을 포함하는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대상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Table TableInput
테이블을 정의하는 데 사용된 구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Owner" : String,
"Parameters" : Json,
"PartitionKeys" : [ Column (p. 3521), ... ],
"Retention" : Integer,
"StorageDescriptor" : StorageDescriptor (p. 3526),
"TableType" : String,
"TargetTable" : TableIdentifier (p. 3529),
"ViewExpandedText" : String,
"ViewOriginalText" : String

YAML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Owner: String
Parameters: Json
PartitionKeys:
- Column (p. 3521)
Retention: Integer
StorageDescriptor:
StorageDescriptor (p. 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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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Type: String
TargetTable:
TableIdentifier (p. 3529)
ViewExpandedText: String
ViewOriginalText: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테이블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테이블 이름입니다. 저장될 때 소문자로 저장되어 Hive 호환성을 유지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wner
테이블 소유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이러한 키-값 쌍은 테이블과 관련된 속성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titionKeys
테이블을 분할할 열의 목록입니다. 초기 유형만 파티션 키로써 지원됩니다.
Amazon Athena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을 생성할 때 partitionKeys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최소한 값
partitionKeys를 빈 목록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예:
"PartitionKeys": []
Required: 아니요
Type: Column (p. 352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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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ention
이 테이블의 보관 기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orageDescriptor
이 테이블의 물리적 스토리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스토리지 서술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orageDescriptor (p. 352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Type
이 테이블 유형(EXTERNAL_TABLE, VIRTUAL_VIEW 등).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Table
리소스 링크에 대한 대상 테이블을 설명하는 TableIdentifier 구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bleIdentifier (p. 35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ewExpandedText
테이블이 보기인 경우 해당 보기의 확장된 텍스트이고 그렇지 않으면 nul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ewOriginalText
테이블이 보기인 경우 해당 보기의 원래 텍스트이고 그렇지 않으면 nul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Trigger
AWS::Glue::Trigger 리소스는 AWS Glue 작업을 실행하는 트리거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Glue의 작업 트리거링 및 Trigger 구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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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lue::Trigger",
"Properties" : {
"Actions" : [ Action (p. 3539),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Predicate" : Predicate (p. 3542),
"Schedule" : String,
"StartOnCreation" : Boolean,
"Tags" : Json,
"Type" : String,
"WorkflowName" : String
}

YAML
Type: AWS::Glue::Trigger
Properties:
Actions:
- Action (p. 3539)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Predicate:
Predicate (p. 3542)
Schedule: String
StartOnCreation: Boolean
Tags: Json
Type: String
WorkflowName: String

Properties
Actions
이 트리거에 의해 시작되는 작업
Required: 예
Type: Action (p. 353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이 트리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트리거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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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edicate
트리거가 실행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이 트리거의 조건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조건자 (p. 354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
일정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cron 표현식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에서 크롤러
와 작업을 위한 시간 기반 일정을 참조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12시 15분(UTC)에 실행하려면 cron(15
12 * * ? *)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rtOnCreation
생성 시 SCHEDULED 및 CONDITIONAL 트리거를 시작하려면 true로 설정합니다. ON_DEMAND 트리거에
는 True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트리거에서 사용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트리거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orkflowName
트리거와 연결된 워크플로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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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트리거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온디맨드 트리거
다음 예제에서는 하나의 작업을 트리거하는 온디맨드 트리거를 만듭니다.

JSON
{

}

"Resources": {
"OnDemandJobTrigger": {
"Type": "AWS::Glue::Trigger",
"Properties": {
"Type": "ON_DEMAND",
"Description": "DESCRIPTION_ON_DEMAND",
"Actions": [
{
"JobName": "prod-job2"
}
],
"Name": "prod-trigger1-ondemand"
}
}
}

YAML
Resources:
OnDemandJobTrigger:
Type: AWS::Glue::Trigger
Properties:
Type: ON_DEMAND
Description: DESCRIPTION_ON_DEMAND
Actions:
- JobName: prod-job2
Name: prod-trigger1-ondemand

예약된 트리거
다음 예제에서는 두 시간마다 실행되고 두 작업을 트리거하는 예약된 트리거를 생성합니다. prod-job3에
대한 인수를 선언합니다.

JSON
{

"Resources": {
"ScheduledJobTrig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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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ype": "AWS::Glue::Trigger",
"Properties": {
"Type": "SCHEDULED",
"Description": "DESCRIPTION_SCHEDULED",
"Schedule": "cron(0 */2 * * ? *)",
"Actions": [
{
"JobName": "prod-job2"
},
{
"JobName": "prod-job3",
"Arguments": {
"--job-bookmark-option": "job-bookmark-enable"
}
}
],
"Name": "prod-trigger1-scheduled"
}

YAML
Resources:
ScheduledJobTrigger:
Type: AWS::Glue::Trigger
Properties:
Type: SCHEDULED
Description: DESCRIPTION_SCHEDULED
Schedule: cron(0 */2 * * ? *)
Actions:
- JobName: prod-job2
- JobName: prod-job3
Arguments:
'--job-bookmark-option': job-bookmark-enable
Name: prod-trigger1-scheduled

조건부 트리거
다음 예제에서는 작업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을 기반으로 작업을 시작하는 조건부 트리거를 생성합니
다.

JSON
{

"Description": "AWS Glue trigger test",
"Resources": {
"MyJobTrigger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glue.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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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
]
}
}
]

}
},
"MyJob": {
"Type": "AWS::Glue::Job",
"Properties": {
"Name": "MyJobTriggerJob",
"LogUri": "wikiData",
"Role": {
"Ref": "MyJobTriggerRole"
},
"Command": {
"Name": "glueetl",
"ScriptLocation": "s3://testdata-bucket/s3-target/create-delete-job-xtf-ETL-s3json-to-csv.py"
},
"DefaultArguments": {
"--job-bookmark-option": "job-bookmark-enable"
},
"MaxRetries": 0
}
},
"MyJobTrigger": {
"Type": "AWS::Glue::Trigger",
"Properties": {
"Name": "MyJobTrigger",
"Type": "CONDITIONAL",
"Description": "Description for a conditional job trigger",
"Actions": [
{
"JobName": {
"Ref": "MyJob"
},
"Arguments": {
"--job-bookmark-option": "job-bookmark-enable"
}
}
],
"Predicate": {
"Conditions": [
{
"LogicalOperator": "EQUALS",
"JobName": {
"Ref": "MyJob"
},
"State": "SUCCEED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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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YAML
--Description: "AWS Glue trigger test"
Resources:
MyJobTrigger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glue.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MyJob:
Type: AWS::Glue::Job
Properties:
Name: "MyJobTriggerJob"
LogUri: "wikiData"
Role: !Ref MyJobTriggerRole
Command:
Name: "glueetl"
ScriptLocation: "s3://testdata-bucket/s3-target/create-delete-job-xtf-ETL-s3-jsonto-csv.py"
DefaultArguments:
"--job-bookmark-option": "job-bookmark-enable"
MaxRetries: 0
MyJobTrigger:
Type: AWS::Glue::Trigger
Properties:
Name: "MyJobTrigger"
Type: "CONDITIONAL"
Description: "Description for a conditional job trigger"
Actions:
- JobName: !Ref MyJob
Arguments:
"--job-bookmark-option": "job-bookmark-enable"
Predicate:
Conditions:
- LogicalOperator: EQUALS
JobName: !Ref MyJob
State: SUCC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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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Glue::Trigger Action
트리거에 의해 시작한 작업을 결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guments" : Json,
"CrawlerName" : String,
"JobName" : String,
"NotificationProperty" : NotificationProperty (p. 3542),
"SecurityConfiguration" : String,
"Timeout" : Integer

YAML
Arguments: Json
CrawlerName: String
JobName: String
NotificationProperty:
NotificationProperty (p. 3542)
SecurityConfiguration: String
Timeout: Integer

Properties
Arguments
이 트리거가 작동할 때 사용되는 작업 인수입니다. 이 작업 실행에서 작업 정의 자체에 설정된 기본 인수
를 바꿉니다.
AWS Glue 자체가 사용하는 인수 외에도, 사용자의 작업 실행 스크립트가 사용하는 인수를 여기에서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자체 작업 인수를 지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에서 Python에서
AWS Glue API 호출을 참조하세요.
AWS Glue가 작업을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키 값 페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가이드의 AWS
Glue가 사용하는 특정 파라미터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awlerName
이 작업에 사용할 크롤러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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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Name
실행할 작업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icationProperty
작업 실행 알림의 구성 속성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otificationProperty (p. 354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Configuration
이 작업에 사용할 SecurityConfiguration 구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
JobRun 제한 시간(분)입니다. 작업 실행이 종료되고 TIMEOUT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입니다. 기본값은 2,880 분(48 시간)입니다. 상위 작업에 설정된 제한 시간 값을 재정
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의 Action 구조

AWS::Glue::Trigger Condition
어떤 트리거가 시작되는지에 대한 조건을 결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rawlerName" : String,
"CrawlStat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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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Name" : String,
"LogicalOperator" : String,
"State" : String

YAML
CrawlerName: String
CrawlState: String
JobName: String
LogicalOperator: String
State: String

Properties
CrawlerName
이 조건이 적용되는 크롤러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awlState
이 조건이 적용되는 크롤러의 상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obName
JobRuns에 조건이 적용되고 트리거가 대기하는 작업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icalOperator
논리 연산자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
조건 상태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값은 SUCCEEDED, STOPPED, TIMEOUT, FAILE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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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의 Condition 구조

AWS::Glue::Trigger NotificationProperty
작업 실행 알림의 구성 속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otifyDelayAfter" : Integer

YAML
NotifyDelayAfter: Integer

Properties
NotifyDelayAfter
작업 실행 시작 후 작업 실행 지연 알림을 전송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lue::Trigger Predicate
트리거의 조건자를 정의하며, 이 조건자는 언제 실행할지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ditions" : [ Condition (p. 3540), ... ],
"Logical" : String

YAM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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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ition (p. 3540)
Logical: String

Properties
Conditions
트리거를 언제 실행할지를 지정하는 조건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dition (p. 354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ical
오직 하나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다면 조건부 필드입니다. 여러 조건이 있을 경우 이 필드는 필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의 Predicate 구조

AWS::Glue::Workflow
AWS::Glue::Workflow는 AWS Glue 워크플로를 관리하는 AWS Glue 리소스 유형입니다. 워크플로는
AWS Glue에 있는 관련 작업, 크롤러 및 트리거 세트의 컨테이너입니다.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AWS Glue가
단일 엔터티로 실행하고 추적할 수 있는 복잡한 다중 작업 ETL(추출, 변환, 로드) 활동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lue::Workflow",
"Properties" : {
"DefaultRunProperties" : Json,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Tags" : Json
}

YAML
Type: AWS::Glue::Workflow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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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RunProperties: Json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Tags: Json

Properties
DefaultRunProperties
각 워크플로우 실행의 일부로 사용할 속성 모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워크플로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흐름을 나타내는 워크플로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이 워크플로우에서 사용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워크플로우 이름.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 Ground Station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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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GroundStation::Config (p. 3545)
• AWS::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 (p. 3568)
• AWS::GroundStation::MissionProfile (p. 3576)

AWS::GroundStation::Config
지정된 파라미터로 Config를 만듭니다.
Config 객체는 위성 연락을 예약하고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Ground Station에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roundStation::Config",
"Properties" : {
"ConfigData" : ConfigData (p. 3552),
"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GroundStation::Config
Properties:
ConfigData:
ConfigData (p. 3552)
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ConfigData
구성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객체입니다. 구성당 하나의 하위 유형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구성 하위
유형에 대한 설명은 하위 유형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ConfigData (p. 355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구성 객체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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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리소스에 할당된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구성의 ARN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예:
{ "Ref": "Config" }
Ground Station 구성의 경우, Ref가 구성의 ARN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구성의 ARN (예: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
tracking/9940bf3b-d2ba-427e-9906-842b5e5d2296)입니다.
Id
구성의 ID(예: 9940bf3b-d2ba-427e-9906-842b5e5d2296)입니다.
Type
구성 유형(예: tracking)입니다.

AWS::GroundStation::Config AntennaDownlinkConfig
AWS Ground Station이 연락 중 다운링크용 안테나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션 프로파
일에 안테나 다운링크 구성을 사용하여 다운링크 데이터를 원시 DigIF 형식으로 수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pectrumConfig" : SpectrumConfig (p. 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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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SpectrumConfig:
SpectrumConfig (p. 3563)

Properties
SpectrumConfig
스펙트럼 구성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pectrumConfig (p. 35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Create an AntennaDownlinkConfig
다음 예제에서는 Ground Station AntennaDownlinkConfig를 생성합니다.

JSON
{

}

"AntennaDownlinkConfig": {
"SpectrumConfig": {
"CenterFrequency": {
"Value": 7812,
"Units": "MHz"
},
"Bandwidth": {
"Value": 30,
"Units": "MHz"
},
"Polarization": "RIGHT_HAND"
}
}

YAML
AntennaDownlinkConfig:
SpectrumConfig:
CenterFrequency:
Value: 7812
Units: MHz
Bandwidth:
Value: 30
Units: MHz
Polarization: RIGHT_HAND

AWS::GroundStation::Config AntennaDownlinkDemodDecodeConfig
AWS Ground Station이 연락 중 다운링크용 안테나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복조 및 디
코딩된 다운링크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미션 프로파일에 안테나 다운링크 복조 디코딩 구성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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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codeConfig" : DecodeConfig (p. 3555),
"DemodulationConfig" : DemodulationConfig (p. 3557),
"SpectrumConfig" : SpectrumConfig (p. 3563)

YAML
DecodeConfig:
DecodeConfig (p. 3555)
DemodulationConfig:
DemodulationConfig (p. 3557)
SpectrumConfig:
SpectrumConfig (p. 3563)

Properties
DecodeConfig
RF 신호가 디코딩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codeConfig (p. 35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modulationConfig
RF 신호가 복조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modulationConfig (p. 355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ectrumConfig
스펙트럼 구성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pectrumConfig (p. 35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AntennaDownlinkDemodDecodeConfig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Ground Station AntennaDownlinkDemodDecodeConfig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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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AntennaDownlinkDemodDecodeConfig": {
"SpectrumConfig": {
"CenterFrequency": {
"Value": 7812,
"Units": "MHz"
},
"Polarization": "RIGHT_HAND",
"Bandwidth": {
"Value": 30,
"Units": "MHz"
}
},
"DemodulationConfig": {
"UnvalidatedJSON": "{ \"type\":\"QPSK\", \"qpsk\":{ \"carrierFrequencyRecovery\":
{ \"centerFrequency\":{ \"value\":7812, \"units\":\"MHz\" }, \"range\":{ \"value\":250,
\"units\":\"kHz\" } }, \"symbolTimingRecovery\":{ \"symbolRate\":{ \"value\":15, \"units
\":\"Msps\" }, \"range\":{ \"value\":0.75, \"units\":\"ksps\" }, \"matchedFilter\":{ \"type
\":\"ROOT_RAISED_COSINE\", \"rolloffFactor\":0.5 } } } }"
},
"DecodeConfig": {
"UnvalidatedJSON": "{ \"edges\":[ { \"from\":\"I-Ingress\", \"to\":\"IQ-Recombiner
\" }, { \"from\":\"Q-Ingress\", \"to\":\"IQ-Recombiner\" }, { \"from\":\"IQ-Recombiner\",
\"to\":\"CcsdsViterbiDecoder\" }, { \"from\":\"CcsdsViterbiDecoder\", \"to\":\"NrzmDecoder
\" }, { \"from\":\"NrzmDecoder\", \"to\":\"UncodedFramesEgress\" } ], \"nodeConfigs
\":{ \"I-Ingress\":{ \"type\":\"CODED_SYMBOLS_INGRESS\", \"codedSymbolsIngress
\":{ \"source\":\"I\" } }, \"Q-Ingress\":{ \"type\":\"CODED_SYMBOLS_INGRESS\",
\"codedSymbolsIngress\":{ \"source\":\"Q\" } }, \"IQ-Recombiner\":{ \"type\":
\"IQ_RECOMBINER\" }, \"CcsdsViterbiDecoder\":{ \"type\":\"CCSDS_171_133_VITERBI_DECODER\",
\"ccsds171133ViterbiDecoder\":{ \"codeRate\":\"ONE_HALF\" } }, \"NrzmDecoder\":{ \"type\":
\"NRZ_M_DECODER\" }, \"UncodedFramesEgress\":{ \"type\":\"UNCODED_FRAMES_EGRESS\" } } }"
}
}
}

YAML
AntennaDownlinkDemodDecodeConfig:
SpectrumConfig:
CenterFrequency:
Value: 7812
Units: MHz
Polarization: RIGHT_HAND
Bandwidth:
Value: 30
Units: MHz
DemodulationConfig:
UnvalidatedJSON: '{
"type":"QPSK",
"qpsk":{
"carrierFrequencyRecovery":{
"centerFrequency":{
"value":7812,
"units":"MHz"
},
"range":{
"value":250,
"units":"kHz"
}
},
"symbolTimingRecovery":{
"symbolRate":{

API 버전 2010-05-15
354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Ground Station
"value":15,
"units":"Msps"

},
"range":{
"value":0.75,
"units":"ksps"
},
"matchedFilter":{
"type":"ROOT_RAISED_COSINE",
"rolloffFactor":0.5
}

}
}
}'
DecodeConfig:
UnvalidatedJSON: '{
"edges":[
{
"from":"I-Ingress",
"to":"IQ-Recombiner"
},
{
"from":"Q-Ingress",
"to":"IQ-Recombiner"
},
{
"from":"IQ-Recombiner",
"to":"CcsdsViterbiDecoder"
},
{
"from":"CcsdsViterbiDecoder",
"to":"NrzmDecoder"
},
{
"from":"NrzmDecoder",
"to":"UncodedFramesEgress"
}
],
"nodeConfigs":{
"I-Ingress":{
"type":"CODED_SYMBOLS_INGRESS",
"codedSymbolsIngress":{
"source":"I"
}
},
"Q-Ingress":{
"type":"CODED_SYMBOLS_INGRESS",
"codedSymbolsIngress":{
"source":"Q"
}
},
"IQ-Recombiner":{
"type":"IQ_RECOMBINER"
},
"CcsdsViterbiDecoder":{
"type":"CCSDS_171_133_VITERBI_DECODER",
"ccsds171133ViterbiDecoder":{
"codeRate":"ONE_HALF"
}
},
"NrzmDecoder":{
"type":"NRZ_M_DECODER"
},
"UncodedFramesEgress":{
"type":"UNCODED_FRAMES_EG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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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WS::GroundStation::Config AntennaUplinkConfig
AWS Ground Station이 연락 중 업링크용 안테나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pectrumConfig" : UplinkSpectrumConfig (p. 3567),
"TargetEirp" : Eirp (p. 3559),
"TransmitDisabled" : Boolean

YAML
SpectrumConfig:
UplinkSpectrumConfig (p. 3567)
TargetEirp:
Eirp (p. 3559)
TransmitDisabled: Boolean

Properties
SpectrumConfig
스펙트럼 구성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UplinkSpectrumConfig (p. 356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Eirp
업링크 전송에 사용할 등가 등방성 방사 전력(EIRP)입니다. 유효한 값은 20.0~50.0dBW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irp (p. 355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mitDisabled
업링크 전송이 비활성화되었는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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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AntennaUplinkConfig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Ground Station AntennaUplinkConfig를 생성합니다.

JSON
{

}

"AntennaUplinkConfig": {
"SpectrumConfig": {
"CenterFrequency": {
"Value": 2072.5,
"Units": "MHz"
},
"Polarization": "RIGHT_HAND"
},
"TargetEirp": {
"Value": 20,
"Units": "dBW"
}
}

YAML
AntennaUplinkConfig:
SpectrumConfig:
CenterFrequency:
Value: 2072.5
Units: MHz
Polarization: RIGHT_HAND
TargetEirp:
Value: 20.0
Units: dBW

AWS::GroundStation::Config ConfigData
구성 객체는 안테나를 구성하는 방식과 문의 중에 데이터가 흐르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Ground Station에 제
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ntennaDownlinkConfig" : AntennaDownlinkConfig (p. 3546),
"AntennaDownlinkDemodDecodeConfig" : AntennaDownlinkDemodDecodeConfig (p. 3547),
"AntennaUplinkConfig" : AntennaUplinkConfig (p. 3551),
"DataflowEndpointConfig" : DataflowEndpointConfig (p. 3554),
"S3RecordingConfig" : S3RecordingConfig (p. 3562),
"TrackingConfig" : TrackingConfig (p. 3565),
"UplinkEchoConfig" : UplinkEchoConfig (p. 3566)

YAML
AntennaDownlink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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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nnaDownlinkConfig (p. 3546)
AntennaDownlinkDemodDecodeConfig:
AntennaDownlinkDemodDecodeConfig (p. 3547)
AntennaUplinkConfig:
AntennaUplinkConfig (p. 3551)
DataflowEndpointConfig:
DataflowEndpointConfig (p. 3554)
S3RecordingConfig:
S3RecordingConfig (p. 3562)
TrackingConfig:
TrackingConfig (p. 3565)
UplinkEchoConfig:
UplinkEchoConfig (p. 3566)

Properties
AntennaDownlinkConfig
안테나 다운링크 구성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테나 다운링크 구성 객체는 Ground Station에
의해 복조 또는 디코딩이 수행되지 않는(IP 다운링크를 통한 RF) 다운링크에 대한 파라미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tennaDownlinkConfig (p. 35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ntennaDownlinkDemodDecodeConfig
다운링크 복조 디코딩 구성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운링크 복조 디코딩 구성 객체는 Ground
Station 서비스가 다운링크된 데이터를 복조 및 디코딩할 다운링크에 대한 파라미터를 제공하는 데 사용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tennaDownlinkDemodDecodeConfig (p. 35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ntennaUplinkConfig
업링크 구성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링크 구성 객체는 업링크 연락처에 대한 파라미터를 제
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tennaUplinkConfig (p. 355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flowEndpointConfig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구성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구성 객체는 연
락 중에 사용할 IP 엔드포인트에 대한 파라미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는
Ground Station이 다운링크 연락 중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Ground Station이 업링크 연락 중에 위성에 보
낼 데이터를 수신하는 위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flowEndpointConfig (p. 355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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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RecordingConfig
S3 레코딩 구성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3 레코딩 구성 객체는 다운링크 연락 중에 S3 레코딩
에 대한 파라미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RecordingConfig (p. 356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ckingConfig
추적 구성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추적 구성 객체는 연락 중에 무선으로 위성을 추적하는 방식
에 대한 파라미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rackingConfig (p. 356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plinkEchoConfig
업링크 에코 구성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링크 에코 구성 객체는 업링크 연락 중에 업링크 에
코에 대한 파라미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UplinkEchoConfig (p. 356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ConfigData 만들기
ConfigData에는 단일 구성 하위 유형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속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성 하위 유형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TrackingConfig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JSON
{

}

"TrackingConfig": {
"Autotrack": "PREFERRED"
}

YAML
TrackingConfig:
Autotrack: "PREFERRED"

AWS::GroundStation::Config DataflowEndpointConfig
연락 중 사용할 IP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AWS Ground Station에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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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DataflowEndpointName" : String,
"DataflowEndpointRegion" : String

YAML
DataflowEndpointName: String
DataflowEndpointRegion: String

Properties
DataflowEndpointName
연락 중에 사용할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flowEndpointRegion
연락 중에 사용할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의 리전입니다. 생략할 경우 Ground Station은 연락처의 리전
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DataflowEndpointConfig 만들기
다음 예제에서는 Ground Station DataflowEndpointConfig를 생성합니다.

JSON
{

}

"DataflowEndpointConfig": {
"DataflowEndpointName": "Downlink Demod Decode",
"DataflowEndpointRegion": "us-east-2"
}

YAML
DataflowEndpointConfig:
DataflowEndpointName: "Downlink Demod Decode"
DataflowEndpointRegion: "us-east-2"

AWS::GroundStation::Config DecodeConfig
디코딩 설정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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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UnvalidatedJSON" : String

YAML
UnvalidatedJSON: String

Properties
UnvalidatedJSON
디코딩 설정은 JSON 형식이며 데이터를 디코딩하기 위해 수행할 일련의 단계를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DecodeConfig 만들기
다음 예제에서는 Ground Station DecodeConfig를 생성합니다.

JSON
{

"DecodeConfig": {
"UnvalidatedJSON": "{ \"edges\":[ { \"from\":\"I-Ingress\", \"to\":\"IQ-Recombiner
\" }, { \"from\":\"Q-Ingress\", \"to\":\"IQ-Recombiner\" }, { \"from\":\"IQ-Recombiner\",
\"to\":\"CcsdsViterbiDecoder\" }, { \"from\":\"CcsdsViterbiDecoder\", \"to\":\"NrzmDecoder
\" }, { \"from\":\"NrzmDecoder\", \"to\":\"UncodedFramesEgress\" } ], \"nodeConfigs
\":{ \"I-Ingress\":{ \"type\":\"CODED_SYMBOLS_INGRESS\", \"codedSymbolsIngress
\":{ \"source\":\"I\" } }, \"Q-Ingress\":{ \"type\":\"CODED_SYMBOLS_INGRESS\",
\"codedSymbolsIngress\":{ \"source\":\"Q\" } }, \"IQ-Recombiner\":{ \"type\":
\"IQ_RECOMBINER\" }, \"CcsdsViterbiDecoder\":{ \"type\":\"CCSDS_171_133_VITERBI_DECODER\",
\"ccsds171133ViterbiDecoder\":{ \"codeRate\":\"ONE_HALF\" } }, \"NrzmDecoder\":{ \"type\":
\"NRZ_M_DECODER\" }, \"UncodedFramesEgress\":{ \"type\":\"UNCODED_FRAMES_EGRESS\" } } }"
}
}

YAML
DecodeConfig:
UnvalidatedJSON: '{
"edges":[
{
"from":"I-I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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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IQ-Recombiner"

},
{

"from":"Q-Ingress",
"to":"IQ-Recombiner"

},
{

"from":"IQ-Recombiner",
"to":"CcsdsViterbiDecoder"

},
{

"from":"CcsdsViterbiDecoder",
"to":"NrzmDecoder"

},
{

"from":"NrzmDecoder",
"to":"UncodedFramesEgress"

}
],
"nodeConfigs":{
"I-Ingress":{
"type":"CODED_SYMBOLS_INGRESS",
"codedSymbolsIngress":{
"source":"I"
}
},
"Q-Ingress":{
"type":"CODED_SYMBOLS_INGRESS",
"codedSymbolsIngress":{
"source":"Q"
}
},
"IQ-Recombiner":{
"type":"IQ_RECOMBINER"
},
"CcsdsViterbiDecoder":{
"type":"CCSDS_171_133_VITERBI_DECODER",
"ccsds171133ViterbiDecoder":{
"codeRate":"ONE_HALF"
}
},
"NrzmDecoder":{
"type":"NRZ_M_DECODER"
},
"UncodedFramesEgress":{
"type":"UNCODED_FRAMES_EGRESS"
}
}

}'

AWS::GroundStation::Config DemodulationConfig
복조 설정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UnvalidatedJS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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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UnvalidatedJSON: String

Properties
UnvalidatedJSON
복조 설정은 JSON 형식이며, 사용할 변조 체계(예: PSK, QPSK 등)와 일치하는 필터 등 복조에 대한 파
라미터를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DemodulationConfig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Ground Station DemodulationConfig를 생성합니다.

JSON
{

"DemodulationConfig": {
"UnvalidatedJSON": "{ \"type\":\"QPSK\", \"qpsk\":{ \"carrierFrequencyRecovery\":
{ \"centerFrequency\":{ \"value\":7812, \"units\":\"MHz\" }, \"range\":{ \"value\":250,
\"units\":\"kHz\" } }, \"symbolTimingRecovery\":{ \"symbolRate\":{ \"value\":15, \"units
\":\"Msps\" }, \"range\":{ \"value\":0.75, \"units\":\"ksps\" }, \"matchedFilter\":{ \"type
\":\"ROOT_RAISED_COSINE\", \"rolloffFactor\":0.5 } } } }"
},
}

YAML
DemodulationConfig:
UnvalidatedJSON: '{
"type":"QPSK",
"qpsk":{
"carrierFrequencyRecovery":{
"centerFrequency":{
"value":7812,
"units":"MHz"
},
"range":{
"value":250,
"units":"kHz"
}
},
"symbolTimingRecovery":{
"symbolRate":{
"value":15,
"units":"Msps"
},
"range":{
"value":0.75,
"units":"ks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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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chedFilter":{
"type":"ROOT_RAISED_COSINE",
"rolloffFactor":0.5
}

}'

AWS::GroundStation::Config Eirp
등가 등방성 방사 전력(EIRP)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Units" : String,
"Value" : Double

YAML
Units: String
Value: Double

Properties
Units
EIRP의 단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EIRP의 값입니다. 유효한 값은 20.0~50.0dBW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EIRP 만들기
다음 예제에서는 Ground Station EIRP를 생성합니다.

JSON
{

"TargetEirp": {

API 버전 2010-05-15
355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Ground Station

}

}

"Value": 20,
"Units": "dBW"

YAML
TargetEirp:
Value: 20.0
Units: dBW

AWS::GroundStation::Config Frequency
주파수를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Units" : String,
"Value" : Double

YAML
Units: String
Value: Double

Properties
Units
주파수의 단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주파수의 값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운링크의 경우 2200~2300MHz와 7750~8400MHz이며 업링크의 경
우 2025~2120MHz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빈도 만들기
다음 예제에서는 Ground Station Frequency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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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enterFrequency": {
"Value": 7812,
"Units": "MHz"
},

YAML
CenterFrequency:
Value: 7812
Units: MHz

AWS::GroundStation::Config FrequencyBandwidth
대역폭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Units" : String,
"Value" : Double

YAML
Units: String
Value: Double

Properties
Units
대역폭의 단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대역폭의 값입니다. AWS Ground Station에는 현재 다음과 같은 대역폭 제한이 있습니다.
• AntennaDownlinkDemodDecodeconfig의 경우 유효한 값은 125kHz~650MHz입니다.
• AntennaDownlinkconfig의 경우 유효한 값은 10kHz~54MHz입니다.
• AntennaUplinkConfig의 경우 유효한 값은 10kHz~54MHz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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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대역폭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Ground Station Bandwidth를 생성합니다.

JSON
{

}

"Bandwidth": {
"Value": 30,
"Units": "MHz"
},

YAML
Bandwidth:
Value: 30
Units: MHz

AWS::GroundStation::Config S3RecordingConfig
AWS Ground Station에서 다운링크 데이터를 S3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Arn" : String,
"Prefix"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BucketArn: String
Prefix: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BucketArn
데이터가 기록되는 S3 버킷입니다. 제공된 S3 버킷의 이름은 aws-groundstation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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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S3 데이터 객체의 접두사입니다. 대체에 선택적 키를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러한 값은 연락처 세
부 정보의 해당하는 값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satellite_id}/{year}/{month}/{day}/ 접두
사는 fake_satellite_id/2021/01/10/으로 바뀝니다.
대체에 사용할 선택적 키: {satellite_id} | {config-name} | {config-id} | {year} | {month}
| {day}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아카이브를 S3에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역할의 ARN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S3RecordingConfig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Ground Station S3RecordingConfig를 생성합니다.

JSON
{

}

"S3RecordingConfig": {
"BucketArn": "arn:aws:s3:us-west-2:123456789012:bucket-name",
"Prefix": "{satellite_id}/{config-name}_{config-id}/{year}/{month}/{day}",
"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BucketRole"
}

YAML
S3RecordingConfig:
BucketArn: arn:aws:s3:us-west-2:123456789012:bucket-name
Prefix: {satellite_id}/{config-name}_{config-id}/{year}/{month}/{day}
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BucketRole

AWS::GroundStation::Config SpectrumConfig
스펙트럼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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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Bandwidth" : FrequencyBandwidth (p. 3561),
"CenterFrequency" : Frequency (p. 3560),
"Polarization" : String

YAML
Bandwidth:
FrequencyBandwidth (p. 3561)
CenterFrequency:
Frequency (p. 3560)
Polarization: String

Properties
Bandwidth
스펙트럼의 대역폭입니다. AWS Ground Station에는 현재 다음과 같은 대역폭 제한이 있습니다.
• AntennaDownlinkDemodDecodeconfig의 경우 유효한 값은 125kHz~650MHz입니다.
• AntennaDownlinkconfig의 경우 유효한 값은 10kHz~54MHz입니다.
• AntennaUplinkConfig의 경우 유효한 값은 10kHz~54MHz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requencyBandwidth (p. 356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enterFrequency
스펙트럼의 중심 주파수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운링크의 경우 2200~2300MHz와 7750~8400MHz이며
업링크의 경우 2025~2120MHz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주파수 (p. 35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arization
스펙트럼의 편광입니다. 유효 값은 "RIGHT_HAND" 및 "LEFT_HAND"입니다. "RIGHT_HAND" 및
"LEFT_HAND" 편광을 모두 캡처하려면 두 개의 별도 구성이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SpectrumConfig 만들기
다음 예제에서는 Ground Station SpectrumConfig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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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SpectrumConfig": {
"Bandwidth": {
"Value": 30,
"Units": "MHz"
},
"CenterFrequency": {
"Value": 7812,
"Units": "MHz"
},
"Polarization": "RIGHT_HAND"
}

YAML
SpectrumConfig:
Bandwidth:
Value: 30
Units: MHz
CenterFrequency:
Value: 7812
Units: MHz
Polarization: RIGHT_HAND

AWS::GroundStation::Config TrackingConfig
AWS Ground Station이 연락 중 무선으로 위성을 추적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otrack" : String

YAML
Autotrack: String

Properties
Autotrack
자동 추적을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MOVED는 프로그램 추적이 연락 중에만 사용되도록 지정합
니다. PREFERRED는 연락 중 자동 추적이 기본 설정되지만 신호가 손실되면 프로그램 추적으로 폴백하
도록 지정합니다. REQUIRED는 연락 중에 자동 추적이 필요하고 신호가 손실되는 경우 프로그램 추적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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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TrackingConfig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Ground Station TrackingConfig를 생성합니다.

JSON
{

}

"TrackingConfig": {
"Autotrack": "PREFERRED"
}

YAML
TrackingConfig:
Autotrack: "PREFERRED"

AWS::GroundStation::Config UplinkEchoConfig
AWS Ground Station이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로 업링크 전송을 반향(echo back)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ntennaUplinkConfigArn" : String,
"Enabled" : Boolean

YAML
AntennaUplinkConfigArn: String
Enabled: Boolean

Properties
AntennaUplinkConfigArn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로 반향할 업링크 구성의 ARN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업링크 에코의 활성화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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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UplinkEchoConfig 만들기
다음 예제에서는 Ground Station UplinkEchoConfig를 생성합니다.

JSON
{

"UplinkEchoConfig": {
"AntennaUplinkConfigArn":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antennauplink/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Enabled": true
}
}

YAML
UplinkEchoConfig:
AntennaUplinkConfigArn: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antennauplink/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Enabled: true

AWS::GroundStation::Config UplinkSpectrumConfig
업링크 스펙트럼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nterFrequency" : Frequency (p. 3560),
"Polarization" : String

YAML
CenterFrequency:
Frequency (p. 3560)
Polarization: String

Properties
CenterFrequency
스펙트럼의 중심 주파수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운링크의 경우 2200~2300MHz와 7750~8400MHz이며
업링크의 경우 2025~2120MHz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주파수 (p. 35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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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ization
스펙트럼의 편광입니다. 유효 값은 "RIGHT_HAND" 및 "LEFT_HAN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업링크 SpectrumConfig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업링크 구성을 위한 Ground Station SpectrumConfig을(를) 만듭니다.

JSON
{

}

"SpectrumConfig": {

}

"CenterFrequency": {
"Value": 2100,
"Units": "MHz"
},
"Polarization": "RIGHT_HAND"

YAML
SpectrumConfig:
CenterFrequency:
Value: 2100
Units: MHz
Polarization: RIGHT_HAND

AWS::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 요청을 만듭니다.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에는 엔드포인트 목록이 포함됩니다.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의 이름이 미
션 프로파일에 지정되면 연락 중에 Ground Station 서비스가 엔드포인트 및 흐름 데이터에 연결합니다.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
"Properties" : {
"EndpointDetails" : [ EndpointDetails (p. 3572), ... ],
"Tags" : [ Ta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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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AWS::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
Properties:
EndpointDetails:
- EndpointDetails (p. 3572)
Tags:
- Tag

Properties
EndpointDetails
각 엔드포인트에 대한 주소 및 포트를 포함하는 엔드포인트 세부 정보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EndpointDetails (p. 3572) 목록 (p. 357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리소스에 할당된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의 ARN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
다.합니다. 예:
{ "Ref": "DataflowEndpointGroup" }
Ground Station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의 경우 Ref가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의 ARN을 반환합
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의 ARN(예: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dataflow-endpoint-group/9940bf3bd2ba-427e-9906-842b5e5d229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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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의 UUID입니다.

예제
DataflowEndpointGroup 만들기
다음 예제에서는 Ground Station DataflowEndpointGroup을 생성합니다.

JSON
{

"Resources": {
"myDataflowEndpointGroup": {
"Type": "AWS::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
"Properties": {
"EndpointDetails": [
{
"SecurityDetails": {
"SubnetIds": [
"subnet-6782e71e"
],
"SecurityGroupIds": [
"sg-6979fe18"
],
"RoleArn": "arn:aws:iam::012345678910:role/groundstation-service-roleAWSServiceRoleForAmazonGroundStation-EXAMPLEBQ4PI"
},
"Endpoint": {
"Name": "myEndpoint",
"Address": {
"Name": "172.10.0.2",
"Port": 44720
},
"Mtu": 1500
}
}
]
}
}
}
}

YAML
Resources:
myDataflowEndpointGroup:
Type: AWS::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
Properties:
EndpointDetails:
- SecurityDetails:
SubnetIds:
- subnet-12345678
SecurityGroupIds:
- sg-87654321
RoleArn: arn:aws:iam::012345678910:role/groundstation-service-roleAWSServiceRoleForAmazonGroundStation-EXAMPLEABCDE
Endpoint:
Name: myEndpoint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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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172.10.0.2
Port: 44720
Mtu: 1500

AWS::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 DataflowEndpoint
엔드포인트를 정의하는 소켓 주소 및 이름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dress" : SocketAddress (p. 3575),
"Mtu" : Integer,
"Name" : String

YAML
Address:
SocketAddress (p. 3575)
Mtu: Integer
Name: String

Properties
Address
엔드포인트의 주소 및 포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ocketAddress (p. 357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tu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의 최대 전송 단위(MTU) 크기(바이트)입니다. 유효한 값은 1400~1500입니다.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인 1500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엔드포인트 이름입니다.
위성에 사용할 수 있는 연락처를 나열할 때 Ground Station은 이름이 선택한 미션 프로파일의 데이터 흐
름 엔드포인트 구성에 지정된 값과 일치하는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를 검색합니다. 일치하는 데이터 흐
름 엔드포인트가 없으면 Ground Station은 위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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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DataflowEndpoint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Ground Station DataflowEndpoint를 생성합니다.

JSON
{

}

"Endpoint": {
"Name": "myEndpoint",
"Address": {
"Name": "172.10.0.2",
"Port": 44720
},
"Mtu": 1500

YAML
Endpoint:
Name: myEndpoint
Address:
Name: 172.10.0.2
Port: 44720
Mtu: 1500

AWS::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 EndpointDetails
보안 세부 정보 및 엔드포인트 정보.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point" : DataflowEndpoint (p. 3571),
"SecurityDetails" : SecurityDetails (p. 3574)

YAML
Endpoint:
DataflowEndpoint (p. 3571)
SecurityDetails:
SecurityDetails (p. 3574)

Properties
Endpoint
이름 및 엔드포인트 주소와 같은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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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ataflowEndpoint (p. 357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Details
역할 ARN 및 보안 그룹 및 서브넷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curityDetails (p. 357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EndpointDetails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Ground Station EndpointDetails를 생성합니다.

JSON
{

"EndpointDetails": [
{
"SecurityDetails": {
"SubnetIds": [
"subnet-6782e71e"
],
"SecurityGroupIds": [
"sg-6979fe18"
],
"RoleArn": "arn:aws:iam::012345678910:role/groundstation-service-roleAWSServiceRoleForAmazonGroundStation-EXAMPLEBQ4PI"
},
"Endpoint": {
"Name": "myEndpoint",
"Address": {
"Name": "172.10.0.2",
"Port": 44720
},
"Mtu": 1500
}
}
}
}

YAML
EndpointDetails:
- SecurityDetails:
SubnetIds:
- subnet-12345678
SecurityGroupIds:
- sg-87654321
RoleArn: arn:aws:iam::012345678910:role/groundstation-service-roleAWSServiceRoleForAmazonGroundStation-EXAMPLEABCDE
Endpoint:
Name: myEndpoint
Address:
Name: 172.10.0.2
Port: 4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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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u: 1500

AWS::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 SecurityDetails
이 DataflowEndpointGroup에 필요한 IAM 역할, 서브넷 및 보안 그룹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oleArn" : String,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Ids" : [ String, ... ]

YAML
RoleArn: String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Ids:
- String

Properties
RoleArn
Ground Station에서 수임할 권한이 있는 역할의 ARN(예: arn:aws:iam::1234567890:role/
DataDeliveryServiceRole)입니다.
Ground Station은 이 역할을 맡고,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 생성 후 지정된 서브넷의 VPC에 ENI를
생성합니다. 이 ENI는 위성 접촉 중에 스트리밍되는 데이터의 수신/송신 포인트로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Ids
보안 역할의 보안 그룹 ID(예: sg-1234567890abcdef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s
보안 세부 정보의 서브넷 ID(예: subnet-12345678)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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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SecurityDetails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Ground Station SecurityDetails를 생성합니다.

JSON
{

"SecurityDetails": {
"SubnetIds": [
"subnet-6782e71e"
],
"SecurityGroupIds": [
"sg-6979fe18"
],
"RoleArn": "arn:aws:iam::012345678910:role/groundstation-service-roleAWSServiceRoleForAmazonGroundStation-EXAMPLEBQ4PI"
}
}

YAML
SecurityDetails:
SubnetIds:
- subnet-12345678
SecurityGroupIds:
- sg-87654321
RoleArn: arn:aws:iam::012345678910:role/groundstation-service-roleAWSServiceRoleForAmazonGroundStation-EXAMPLEABCDE

AWS::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 SocketAddress
엔드포인트의 주소(예: 192.168.1.1)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Port" : Integer

YAML
Name: String
Port: Integer

Properties
Name
엔드포인트의 이름입니다(예: Endpoint 1).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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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엔드포인트의 포트입니다(예: 55888).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SocketAddress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Ground Station SocketAddress를 생성합니다.

JSON
{

}

"Address": {
"Name": "172.10.0.2",
"Port": 44720
}

YAML
Address:
Name: 172.10.0.2
Port: 44720

AWS::GroundStation::MissionProfile
미션 프로파일은 파라미터를 지정하고, 구성 객체에 대한 참조를 제공하여 Ground Station이 어떻게 연락처
를 나열하고 실행하는지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roundStation::MissionProfile",
"Properties" : {
"ContactPostPassDurationSeconds" : Integer,
"ContactPrePassDurationSeconds" : Integer,
"DataflowEdges" : [ DataflowEdge (p. 3580), ... ],
"MinimumViableContactDurationSeconds" : Integer,
"Name" : String,
"Tags" : [ Tag, ... ],
"TrackingConfigArn" :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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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GroundStation::MissionProfile
Properties:
ContactPostPassDurationSeconds: Integer
ContactPrePassDurationSeconds: Integer
DataflowEdges:
- DataflowEdge (p. 3580)
MinimumViableContactDurationSeconds: Integer
Name: String
Tags:
- Tag
TrackingConfigArn: String

Properties
ContactPostPassDurationSeconds
연락이 종료된 후 전달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CloudWatch Events를 수신하고자 하는 시간(초)입니
다. CloudWatch Event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oudWatch Events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tactPrePassDurationSeconds
연락을 시작하기 전 예정된 전달을 나타내는 CloudWatch Events를 수신하고자 하는 시간(초)입니다.
CloudWatch Event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oudWatch Events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flowEdges
구성 ARN 목록을 포함하는 목록입니다. 구성 ARN의 각 목록은 “시작” 구성과 “끝” 구성이 있는 엣지입
니다.
Required: 예
Type: DataflowEdge (p. 358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imumViableContactDurationSeconds
연락처를 나열할 때 Ground Station이 반환하는 최소 연락 길이(초)입니다. Ground Station은 이 기간보
다 짧은 연락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미션 프로파일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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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미션 프로파일에 할당된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ckingConfigArn
연락 중에 무선으로 위성을 추적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추적 구성 객체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미션 프로파일의 ARN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예:
{ "Ref": "MissionProfile" }
Ref는 미션 프로파일의 ARN을 반환합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미션 프로파일의 ARN(예: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missionprofile/9940bf3b-d2ba-427e-9906-842b5e5d2296)입니다.
Id
미션 프로파일의 ID(예: 9940bf3b-d2ba-427e-9906-842b5e5d2296)입니다.
Region
미션 프로파일의 리전입니다.

예제
다운링크 및 업링크를 포함한 미션 프로파일
다음 예제에서는 연락 중에 다운링크와 업링크를 모두 활용하는 미션 프로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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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미션 프로파일의 이름은 My Mission Profile입니다. CloudWatch Events는 연락이 시작되기
120초 전에 전송되고 연락이 완료되기 180초 후에 전송됩니다. 선택한 미션 프로파일로 사용 가능한 연락처
를 나열하면 기간이 300초 미만인 연락처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위성이 하늘을 통과하는 동안 참조된 추적 구성에 지정된 방법을 사용하여 추적됩니다.
목록의 첫 번째 데이터 흐름 엣지는 다운링크 연락처에 대한 데이터 흐름 지정 방법을 보여줍니다. 데이터는
안테나에서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로 전달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흐릅니다.
• 이 안테나 다운링크 구성에 정의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안테나에서:
•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antennadownlink/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 이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구성에 정의된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로:
•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dataflowendpoint/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목록의 두 번째 데이터 흐름 엣지는 업링크 연락처에 대한 데이터 흐름 지정 방법을 보여줍니다. 데이터는 위
성으로의 전송을 위해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에서 안테나로 전달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흐릅니다.
• 이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구성에 정의된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에서:
•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dataflowendpoint/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이 안테나 업링크 구성에 정의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안테나로:
•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antennauplink/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

JSON
{

"Resources": {
"MyMissionProfile": {
"Type": "AWS::GroundStation::MissionProfile",
"Properties": {
"Name": "My Mission Profile",
"ContactPrePassDurationSeconds": 120,
"ContactPostPassDurationSeconds": 180,
"MinimumViableContactDurationSeconds": 300,
"TrackingConfigArn":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
tracking/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DataflowEdges": [
{
"Source":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antennadownlink/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Destination":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dataflowendpoint/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
"Source":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dataflowendpoint/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Destination":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antennauplink/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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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Resources:
MyMissionProfile:
Type: AWS::GroundStation::MissionProfile
Properties:
Name: "Mission Profile"
ContactPrePassDurationSeconds: 120
ContactPostPassDurationSeconds: 180
MinimumViableContactDurationSeconds: 300
TrackingConfigArn: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
tracking/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DataflowEdges:
- Source: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antennadownlink/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Destination: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dataflowendpoint/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Source: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dataflowendpoint/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Destination: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antennauplink/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

AWS::GroundStation::MissionProfile DataflowEdge
데이터 흐름 엣지는 연락 중 어디에서 어디로 데이터가 흐르는지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 : String,
"Source" : String

YAML
Destination: String
Source: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
이 데이터 흐름 엣지에 대한 대상의 ARN입니다. 예를 들어, 다운링크 엣지에 대해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
트 구성의 ARN을 지정하거나 업링크 엣지에 대해 안테나 업링크 구성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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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이 데이터 흐름 엣지에 대한 소스의 ARN입니다. 예를 들어, 다운링크 엣지에 대해 안테나 다운링크 구성
의 ARN을 지정하거나 업링크 엣지에 대해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구성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다운링크 데이터 흐름 엣지
아래의 데이터 흐름 엣지는 다운링크 연락에 대한 데이터 흐름 지정 방식을 보여줍니다. 데이터는 안테나에
서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로 전달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흐릅니다.
• 이 안테나 다운링크 구성에 정의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안테나에서:
•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antennadownlink/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 이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구성에 정의된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로:
•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dataflowendpoint/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JSON
"DataflowEdges": [
{
"Source":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antennadownlink/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Destination":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dataflowendpoint/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

YAML
DataflowEdges:
- Source: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antennadownlink/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Destination: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dataflowendpoint/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업링크 데이터 흐름 엣지
아래의 데이터 흐름 엣지는 업링크 연락에 대한 데이터 흐름 지정 방식을 보여줍니다. 데이터는 위성으로의
전송을 위해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에서 안테나로 전달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흐릅
니다.
• 이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구성에 정의된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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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dataflowendpoint/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이 안테나 업링크 구성에 정의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안테나로:
•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antennauplink/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

JSON
"DataflowEdges": [
[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dataflowendpoint/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antennauplink/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
]
]

YAML
DataflowEdges:
- -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dataflowendpoint/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config/antennauplink/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

Amazon GuardDuty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GuardDuty::Detector (p. 3582)
• AWS::GuardDuty::Filter (p. 3585)
• AWS::GuardDuty::IPSet (p. 3591)
• AWS::GuardDuty::Master (p. 3593)
• AWS::GuardDuty::Member (p. 3595)
• AWS::GuardDuty::ThreatIntelSet (p. 3597)

AWS::GuardDuty::Detector
AWS::GuardDuty::Detector 리소스는 새 Amazon GuardDuty 탐지기를 지정합니다. 탐지기는 Amazon
GuardDuty 서비스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탐지기는 Amazon GuardDuty가 작동하는 데 필요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GuardDuty::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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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
"DataSources" : CFNDataSourceConfigurations (p. 3584),
"Enable" : Boolean,
"FindingPublishingFrequency" : String
}

YAML
Type: AWS::GuardDuty::Detector
Properties:
DataSources:
CFNDataSourceConfigurations (p. 3584)
Enable: Boolean
FindingPublishingFrequency: String

Properties
DataSources
감지기에 사용 설정할 데이터 소스를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FNDataSourceConfigurations (p. 358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
생성 시 감지기를 사용 설정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ndingPublishingFrequency
업데이트된 검색 결과를 내보내는 빈도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IFTEEN_MINUTES | ONE_HOUR | SIX_HOUR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탐지기의 고유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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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기 리소스 선언
다음 예에서는 GuardDuty Detector 리소스를 선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mydetector": {
"Type" : "AWS::GuardDuty::Detector",
"Properties" : {
"Enable" : True,
"FindingPublishingFrequency" : "FIFTEEN_MINUTES"
}
}

YAML
mydetector:
Type: AWS::GuardDuty::Detector
Properties:
Enable: True
FindingPublishingFrequency: FIFTEEN_MINUTES

AWS::GuardDuty::Detector CFNDataSourceConfigurations
감지기 생성 시 S3 데이터 이벤트 로그를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할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Logs" : CFNS3LogsConfiguration (p. 3584)

YAML
S3Logs:
CFNS3LogsConfiguration (p. 3584)

Properties
S3Logs
S3 데이터 이벤트 로그를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할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FNS3LogsConfiguration (p. 358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uardDuty::Detector CFNS3LogsConfiguration
감지기 생성 시 S3 데이터 이벤트 로그를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할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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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 : Boolean

YAML
Enable: Boolean

Properties
Enable
데이터 원본으로서 S3 데이터 이벤트 로그의 상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uardDuty::Filter
AWS::GuardDuty::Filter 리소스는 제공된 findingCriteria에서 정의한 새 필터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uardDuty::Filter",
"Properties" : {
"Action" : String,
"Description" : String,
"DetectorId" : String,
"FindingCriteria" : FindingCriteria (p. 3589),
"Name" : String,
"Rank" : Integer
}

YAML
Type: AWS::GuardDuty::Filter
Properties:
Action: String
Description: String
DetectorId: String
FindingCriteria:
FindingCriteria (p. 3589)
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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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Integer

Properties
Action
필터와 일치하는 결과에 적용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RCHIVE | NOO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필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5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tectorId
필터를 만들려는 GuardDuty 계정에 속하는 감지기의 ID.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indingCriteria
필터에서 결과 쿼리에 사용할 기준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FindingCriteria (p. 358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필터의 이름입니다. 최소 길이는 3이고, 최대 길이 64. 유효한 문자로는 영숫자, 점(.), 밑줄(_) 및 대시(-)
가 있습니다. 공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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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ank
현재 필터 목록에서 필터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또한 필터가 결과에 적용되는 순서를 지정합니다.

Important
기본적으로 필터는 순위와 동일한 순서로 생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터가 올바른 순서로 생
성되도록 하기 위해 "DependsOn":[ "ObjectName" ] 구문과 함께 선택적 DependsOn 속
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필터의 이름(예: SampleFilter)입
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필터 리소스 선언
다음 예에서는 GuardDuty Filter 리소스를 선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

}

"Type": "AWS::GuardDuty::Filter",
"Properties": {
"Action": "ARCHIVE",
"Description": "SampleFilter",
"DetectorId": "a12abc34d567e8fa901bc2d34e56789f0",
"FindingCriteria": {
"Criterion": {
"updatedAt": {
"Gte": 0
},
"severity": {
"Gte": 0
}
},
"Rank": 1,
"Name": "SampleFilter"
}

YAML
Type: "AWS::GuardDuty::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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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ction : "ARCHIVE"
Description : "SampleFilter"
DetectorId : "a12abc34d567e8fa901bc2d34e56789f0"
FindingCriteria :
Criterion:
"updatedAt":
Gte: 0
"severity":
Gte: 0
Rank : 1
Name : "SampleFilter"

AWS::GuardDuty::Filter Condition
GuardDuty 결과 필터링 시 단일 필드에 적용할 조건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q" : [ String, ... ],
"Gte" : Integer,
"Lt" : Integer,
"Lte" : Integer,
"Neq" : [ String, ... ]

YAML
Eq:
- String
Gte: Integer
Lt: Integer
Lte: Integer
Neq:
- String

Properties
Eq
결과 쿼리 시 단일 필드에 적용할 같음 조건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te
결과 쿼리 시 단일 필드에 적용할 ‘보다 크거나 같음’ 조건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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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결과 쿼리 시 단일 필드에 적용할 ‘보다 작음’ 조건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te
결과 쿼리 시 단일 필드에 적용할 ‘보다 작거나 같음’ 조건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q
결과 쿼리 시 단일 필드에 적용할 같지 않음 조건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uardDuty::Filter FindingCriteria
결과 쿼리 시 지정된 조건 및 값과 일치하는 결과 속성의 맵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riterion" : Json,
"ItemType" : Condition (p. 3588)

YAML
Criterion: Json
ItemType:
Condition (p. 3588)

Properties
Criterion
결과 쿼리 시 지정된 조건 및 값과 일치하는 결과 속성의 맵을 나타냅니다.
콘솔에 대한 JSON 기준의 매핑은 기준 찾기를 참조하세요. 사용 가능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accountId
•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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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ce
• id
• resource.accessKeyDetails.accessKeyId
• resource.accessKeyDetails.principalId
• resource.accessKeyDetails.userName
• resource.accessKeyDetails.userType
• resource.instanceDetails.iamInstanceProfile.id
• resource.instanceDetails.imageId
• resource.instanceDetails.instanceId
• resource.instanceDetails.outpostArn
• resource.instanceDetails.networkInterfaces.ipv6Addresses
• resource.instanceDetails.networkInterfaces.privateIpAddresses.privateIpAddress
• resource.instanceDetails.networkInterfaces.publicDnsName
• resource.instanceDetails.networkInterfaces.publicIp
• resource.instanceDetails.networkInterfaces.securityGroups.groupId
• resource.instanceDetails.networkInterfaces.securityGroups.groupName
• resource.instanceDetails.networkInterfaces.subnetId
• resource.instanceDetails.networkInterfaces.vpcId
• resource.instanceDetails.tags.key
• resource.instanceDetails.tags.value
• resource.resourceType
• service.action.actionType
• service.action.awsApiCallAction.api
• service.action.awsApiCallAction.callerType
• service.action.awsApiCallAction.errorCode
• service.action.awsApiCallAction.remoteIpDetails.city.cityName
• service.action.awsApiCallAction.remoteIpDetails.country.countryName
• service.action.awsApiCallAction.remoteIpDetails.ipAddressV4
• service.action.awsApiCallAction.remoteIpDetails.organization.asn
• service.action.awsApiCallAction.remoteIpDetails.organization.asnOrg
• service.action.awsApiCallAction.serviceName
• service.action.dnsRequestAction.domain
• service.action.networkConnectionAction.blocked
• service.action.networkConnectionAction.connectionDirection
• service.action.networkConnectionAction.localPortDetails.port
• service.action.networkConnectionAction.protocol
• service.action.networkConnectionAction.localIpDetails.ipAddressV4
• service.action.networkConnectionAction.remoteIpDetails.city.cityName
• service.action.networkConnectionAction.remoteIpDetails.country.countryName
• service.action.networkConnectionAction.remoteIpDetails.ipAddressV4
• service.action.networkConnectionAction.remoteIpDetails.organization.asn
• service.action.networkConnectionAction.remoteIpDetails.organization.asnOrg
• service.action.networkConnectionAction.remotePortDetails.port
• service.additionalInfo.threatListName
• service.arch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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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성을 TRUE로 설정하면 보관된 결과만 나열되고, FALSE로 설정하면 보관되지 않은 결과만 나열
됩니다. 이 속성을 설정하지 않으면 기존의 조사 결과가 모두 나열됩니다.
• service.resourceRole
• severity
• 유형
• updatedAt
유형: ISO 8601 문자열 형식: 값에 밀리초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YYYY-MMDDTHH:MM:SS.SSSZ 또는 YYYY-MM-DDTHH:MM:SSZ.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temType
결과 필터링 시 단일 필드에 적용할 조건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dition (p. 358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uardDuty::IPSet
AWS::GuardDuty::IPSet 리소스는 새 IPSet를 지정합니다. IPSet는 AWS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과
의 보안 통신을 허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IP 주소 목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uardDuty::IPSet",
"Properties" : {
"Activate" : Boolean,
"DetectorId" : String,
"Format" : String,
"Location" : String,
"Name" : String
}

YAML
Type: AWS::GuardDuty::IPSet
Properties:
Activate: Boolean
DetectorId: String
Format: String
Location: String
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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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ctivate
GuardDuty가 IPSet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tectorId
IPSet을 만들려는 GuardDuty 계정 감지기의 고유 ID.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ormat
IPSet을 포함하는 파일의 형식.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IEN_VAULT | FIRE_EYE | OTX_CSV | PROOF_POINT | STIX | TX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cation
IPSet을 포함하는 파일의 URI.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IPSet을 식별할 사용자에게 친숙한 이름.
허용되는 문자는 영숫자, 공백, 하이픈(-) 및 밑줄(_)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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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IPSet의 고유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IPSet 리소스 선언
다음 예에서는 GuardDuty IPSet 리소스를 선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myipset": {
"Type" : "AWS::GuardDuty::IPSet",
"Properties" : {
"Activate" : True,
"DetectorId" : "12abc34d567e8f4912ab3d45e67891f2",
"Format" : "TXT",
"Location" : "https://s3-us-west-2.amazonaws.com/mybucket/myipset.txt",
"Name" : "MyIPSet"
}
}

YAML
myipset:
Type: AWS::GuardDuty::IPSet
Properties:
Activate: True
DetectorId: "12abc34d567e8f4912ab3d45e67891f2"
Format: "TXT"
Location: "https://s3-us-west-2.amazonaws.com/mybucket/myipset.txt"
Name: "MyIPSet"

AWS::GuardDuty::Master
GuardDuty 멤버 계정에서 AWS::GuardDuty::Master 리소스를 사용하여 GuardDuty 관리자 계정의 초대
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의 초대를 수락하려면 AWS::GuardDuty::Master 리소스를 사용하기
전에 멤버 계정 초대를 보내야 합니다. Amazon GuardDuty API의 InviteMembers 작업을 사용하여 또는
AWS::GuardDuty::Member 리소스를 생성하여 멤버 계정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GuardDuty::Master",
"Properties" : {
"Detector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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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vitationId" : String,
"MasterId" : String

YAML
Type: AWS::GuardDuty::Master
Properties:
DetectorId: String
InvitationId: String
MasterId: String

Properties
DetectorId
GuardDuty 멤버 계정 감지기의 고유 ID.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vitationId
멤버 계정으로 지정된 계정에 전송된 초대의 ID입니다. GuardDuty API의 ListInvitation 작업을 사용하여
초대 ID를 찾을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sterId
GuardDuty 관리자 계정으로 지정된 계정의 AWS 계정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GuardDuty 관리자 계정의 고유
ID(예: 012345678901)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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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리소스 선언
GuardDuty Master 리소스를 선언하려면

JSON
"GDMaster": {
"Type" : "AWS::GuardDuty::Master",
"Properties" : {
"DetectorId" : "a12abc34d567e8fa901bc2d34e56789f0",
"MasterId" : "012345678901",
"InvitationId" : "84b097800250d17d1872b34c4daadcf5"
}
}

YAML
GDMaster:
Type: AWS::GuardDuty::Master
Properties:
DetectorId: "a12abc34d567e8fa901bc2d34e56789f0"
MasterId: "012345678901"
InvitationId: "84b097800250d17d1872b34c4daadcf5"

AWS::GuardDuty::Member
AWS::GuardDuty::Member 리소스를 사용하여 현재 GuardDuty 관리자 계정에 AWS 계정을 GuardDuty
멤버 계정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Status 속성의 값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Created인 경우 멤버 계정
을 생성할 수 있지만 초대할 수 없습니다. Status 속성의 값이 Invited인 경우 멤버 계정을 생성하고 초
대할 수 있습니다. Status 속성을 Invited로 설정하여 AWS::GuardDuty::Member 리소스를 생성해야
GuardDuty 멤버 계정에 AWS::GuardDuty::Master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uardDuty::Member",
"Properties" : {
"DetectorId" : String,
"DisableEmailNotification" : Boolean,
"Email" : String,
"MemberId" : String,
"Message" : String,
"Status" : String
}

YAML
Type: AWS::GuardDuty::Member
Properties:
DetectorId: String
DisableEmailNotification: Boolean
Email: String
MemberId: String
Messag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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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String

Properties
DetectorId
멤버에게 추가할 GuardDuty 서비스와 연결된 탐지기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isableEmailNotification
초대하는 멤버 계정에 대한 이메일 알림을 비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mail
멤버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emberId
멤버로 지정할 계정의 AWS 계정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essage
GuardDuty에 멤버로 초대하려는 계정으로 전송할 초대 메시지.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
Status 속성을 사용하여 멤버 계정과 관리자 계정 간의 관계 상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WS::GuardDuty::Member 리소스 사용 시 유효한 값은 Created 및 Invited입니다. 이 속성에 대
한 값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Created인 경우 멤버 계정을 생성할 수 있지만 초대할 수 없습니다. 이 속성
의 값이 Invited인 경우 멤버 계정을 생성하고 초대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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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GuardDuty 멤버 계정의 고유 ID(예:
012345678901)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멤버 리소스 선언
다음 예에서는 GuardDuty Member 리소스를 선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GDmaster": {
"Type": "AWS::GuardDuty::Member",
"Properties": {
"Status": "Invited",
"MemberId": "012345678901",
"Email": "guarddutymember@amazon.com",
"Message": "You are invited to enable Amazon Guardduty.",
"DetectorId": "a12abc34d567e8fa901bc2d34e56789f0",
"DisableEmailNotification": true
}
}

YAML
Type: AWS::GuardDuty::Member
Properties:
Status: Invited
MemberId: 012345678901
Email: guarddutymember@amazon.com
Message: You are invited to enable Amazon Guardduty.
DetectorId: a12abc34d567e8fa901bc2d34e56789f0
DisableEmailNotification: true

AWS::GuardDuty::ThreatIntelSet
AWS::GuardDuty::ThreatIntelSet 리소스는 새 ThreatIntelSet를 지정합니다.
ThreatIntelSet는 알려진 악성 IP 주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GuardDuty에서는 활성화된
ThreatIntelSet를 기반으로 결과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GuardDuty::ThreatIntelSet",
"Properties" : {
"Activate" :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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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tectorId" : String,
"Format" : String,
"Location" : String,
"Name" : String

YAML
Type: AWS::GuardDuty::ThreatIntelSet
Properties:
Activate: Boolean
DetectorId: String
Format: String
Location: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Activate
업로드한 ThreatIntelSet을 사용하여 GuardDuty를 시작할지를 나타내는 부울 값.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tectorId
threatIntelSet을 만들려는 GuardDuty 계정 감지기의 고유 ID.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ormat
ThreatIntelSet을 포함하는 파일의 형식.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IEN_VAULT | FIRE_EYE | OTX_CSV | PROOF_POINT | STIX | TX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cation
ThreatIntelSet을 포함하는 파일의 URI.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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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3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이 ThreatIntelSet에 포함된 IP 주소와 관련이 있는 작업에서 생성된 모든 결과에 표시되는 사용자 친화
적인 ThreatIntelSet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ThreatIntelSet의 고유 ID입니
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ThreatIntelSet 리소스 선언
다음 예에서는 GuardDuty ThreatIntelSet 리소스를 선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mythreatintelset": {
"Type": "AWS::GuardDuty::ThreatIntelSet",
"Properties": {
"Activate": true,
"DetectorId": "12abc34d567e8f4912ab3d45e67891f2",
"Format": "TXT",
"Location": "https://s3-us-west-2.amazonaws.com/mybucket/mythreatintelset.txt",
"Name": "MyThreatIntelSet"
}
}

YAML
mythreatintelset:
Type: AWS::GuardDuty::ThreatIntelSet
Properties:
Activate: true
DetectorId: "12abc34d567e8f4912ab3d45e67891f2"
Format: "TXT"
Location: "https://s3-us-west-2.amazonaws.com/mybucket/mythreatintelset.txt"
Name: "MyThreatIntel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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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리소스 유형 참
조
리소스 유형
• AWS::IAM::AccessKey (p. 3600)
• AWS::IAM::Group (p. 3602)
• AWS::IAM::InstanceProfile (p. 3605)
• AWS::IAM::ManagedPolicy (p. 3608)
• AWS::IAM::OIDCProvider (p. 3613)
• AWS::IAM::Policy (p. 3615)
• AWS::IAM::Role (p. 3619)
• AWS::IAM::SAMLProvider (p. 3628)
• AWS::IAM::ServerCertificate (p. 3630)
• AWS::IAM::ServiceLinkedRole (p. 3633)
• AWS::IAM::User (p. 3635)
• AWS::IAM::UserToGroupAddition (p. 3640)
• AWS::IAM::VirtualMFADevice (p. 3642)

AWS::IAM::AccessKey
지정된 사용자에 대한 새 AWS 비밀 액세스 키와 해당 AWS 액세스 키 ID를 생성합니다. 새 키에 대한 기본
상태는 Active입니다.
사용자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IAM에서는 요청에 서명하는 AWS 액세스 키 ID에 따라 사용자 이름을 묵
시적으로 지정합니다. 이 작업은 AWS 계정의 액세스 키에서 작동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작업을 사용하여
AWS 계정 루트 사용자 자격 증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AWS 계정에 연결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입니다.
생성할 수 있는 키 수의 할당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및 AWS STS 할당량을 참조
하세요.

Important
AWS 계정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 액세스 키는 키 및 사용자 생성 중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키에 다시 액세스하려면 텍스트 파일 등에 키를 저장해야 합니다. 보안 키를 분실하면 해당 사용
자의 액세스 키를 삭제한 후 새 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AM::AccessKey",
"Properties" : {
"Serial" : Integer,
"Status" : String,
"UserName" :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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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IAM::AccessKey
Properties:
Serial: Integer
Status: String
UserName: String

Properties
Serial
이 값은 CloudFormation에 특정하며 증가만 가능합니다. 이 값을 늘리면 액세스 키를 교체할 것임을
CloudFormation에 알리는 것입니다. 스택을 업데이트하면 CloudFormation에서 기존 액세스 키를 새 키
로 대체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tus
액세스 키의 상태입니다. Active는 API 호출에 대하 키가 유효함을 의미하고, Inactive는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ctive | Inactiv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
새 키가 속하는 IAM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에는 해당 regex 패턴에 따라 공백 없이 대문자 및 소문자 영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_+=,.@-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AccessKey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예:
AKIAIOSFODNN7EXAMPLE.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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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SecretAccessKey
지정된 AWS::IAM::AccessKey 리소스에 대한 보안 액세스 키를 반환합니다. 예: wJalrXUtnFEMI/
K7MDENG/bPxRfiCYzEXAMPLEKEY.

참고 항목
• AWS::IAM::AccessKey 템플릿 예제 조각을 보려면 IAM 액세스 키 리소스 선언을 참조하세요.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PI 참조의 CreateAccessKey

AWS::IAM::Group
새 그룹을 생성합니다.
생성할 수 있는 그룹 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엔터티에 대한 제한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AM::Group",
"Properties" : {
"GroupName" : String,
"ManagedPolicyArns" : [ String, ... ],
"Path" : String,
"Policies" : [ Policy (p. 3604), ... ]
}

YAML
Type: AWS::IAM::Group
Properties:
GroupName: String
ManagedPolicyArns:
- String
Path: String
Policies:
- Policy (p. 3604)

Properties
GroupName
생성할 그룹의 이름입니다. 이 값에 경로를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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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름은 계정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그룹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ADMINS’인 그룹과 ‘admins’인 그룹을 따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은 고유의 물리적 ID를 생성하고 그 ID를 그룹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Important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
의 또는 전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바꿔야 한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이름을 지정한 경우 CAPABILITY_NAMED_IAM 값을 지정하여 템플릿의 기능을 승인해야 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IAM 리소스 승인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동일한 템플릿을 여러 리전에서 재사용하는 경우 IAM 리소스의 이름을 지정하면 복구할 수 없
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Fn::Join 및 AWS::Region을 사용하
여 다음 예와 같이 리전별 이름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Fn::Join": ["", [{"Ref":
"AWS::Region"}, {"Ref": "MyResourceNam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nagedPolicyArns
연결하려는 IAM 정책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R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일반 참조에서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h
그룹에 대한 경로입니다. 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식별자를 참조하세요.
이 파라미터는 선택 항목입니다.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슬래시(/)로 기본 설정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해당 regex 패턴을 통해 슬래시(/) 문자 자체 또는 슬래시로 시작하고 종료해야 하는 문
자열로 구성된 문자열을 허용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구두점 문자, 숫자, 대문자, 소문자를 포함하여 !
(\u0021)부터 DEL 문자(\u007F)까지의 ASCII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u002F)|(\u002F[\u0021-\u007F]+\u002F)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ies
지정된 IAM 그룹에 포함된 인라인 정책 문서를 추가 또는 업데이트합니다. AWS::IAM::Group 조각을 보
려면 IAM 그룹 리소스 선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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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역할, 사용자 또는 그룹의 각 인라인 정책 이름은 고유해야 합니다. 고유한 이름을 선택하지 않
으면 IAM 자격 증명 업데이트가 실패합니다.
그룹에 포함할 수 있는 인라인 정책 수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엔터티에
대한 제한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Policy (p. 360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GroupName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예:
mystack-mygroup-1DZETITOWEKVO.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지정한 AWS::IAM::Group 리소스에 대한 ARN(Amazon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arn:aws:iam::123456789012:group/mystack-mygroup-1DZETITOWEKVO.

참고 항목
• AWS::IAM::Group 템플릿 예제 조각을 보려면 IAM 그룹 리소스 선언을 참조하세요.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PI 참조의 CreateGroup

AWS::IAM::Group Policy
연결된 정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연결된 정책은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연결된 관리형 정책입니다.
관리형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관리형 정책과 인라인 정책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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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Document" : Json,
"PolicyName" : String

YAML
PolicyDocument: Json
PolicyName: String

Properties
PolicyDocument
정책 문서입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최소: 1
Maximum: 131072
Pattern: [\u0009\u000A\u000D\u0020-\u00FF]+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yName
정책을 식별하는 이름입니다(ARN 아님).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PI 참조의 PolicyDetail

AWS::IAM::InstanceProfile
새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인스턴스 프로파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스턴스 프로파일 사용을 참
조하세요.
생성할 수 있는 인스턴스 프로파일 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객체 할당량을 참조
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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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
"InstanceProfileName" : String,
"Path" : String,
"Roles" : [ String, ... ]
}

YAML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InstanceProfileName: String
Path: String
Roles:
- String

Properties
InstanceProfileName
생성할 인스턴스 프로파일의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에는 해당 regex 패턴에 따라 공백 없이 대문자 및 소문자 영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_+=,.@-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th
인스턴스 프로파일의 경로입니다. 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식별자를 참조
하세요.
이 파라미터는 선택 항목입니다.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슬래시(/)로 기본 설정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해당 regex 패턴을 통해 슬래시(/) 문자 자체 또는 슬래시로 시작하고 종료해야 하는 문
자열로 구성된 문자열을 허용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구두점 문자, 숫자, 대문자, 소문자를 포함하여 !
(\u0021)부터 DEL 문자(\u007F)까지의 ASCII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u002F)|(\u002F[\u0021-\u007F]+\u00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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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s
인스턴스 프로필과 연결할 역할의 이름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역할만 EC2 인스턴스에 할당할 수 있으
며, 인스턴스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동일한 역할과 권한을 공유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 "Ref": "MyProfile" }
논리적 ID MyProfile가 있는 AWS::IAM::InstanceProfile 리소스의 경우 Ref는 인스턴스 프로파일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인스턴스 프로파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예:
{"Fn::GetAtt" : ["MyProfile", "Arn"] }
이 예제는 arn:aws:iam::1234567890:instance-profile/MyProfile-ASDNSDLKJ와 같은 값
을 반환합니다.

예제
IAM 인스턴스 프로파일
이 예제에서 InstanceProfile 리소스는 이름을 "MyRole"로 지정하여 역할을 참조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MyInstanceProfile": {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P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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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Roles": [ {
"Ref": "MyRole"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Path: "/"
Roles:
Ref: "MyRole"

참고 항목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PI 참조의 CreateInstanceProfile

AWS::IAM::ManagedPolicy
AWS 계정에 대한 새 관리형 정책을 생성합니다.
이 작업에서는 버전 식별자가 v1인 정책 버전을 생성하여 v1을 정책의 기본 버전으로 설정합니다. 정책 버전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관리형 정책의 버전 관리를 참조하세요.
IAM 정책을 검증하는 것이 모범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정책 검증을 참조하세요.
일반 관리형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관리형 정책과 인라인 정책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AM::ManagedPolicy",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Groups" : [ String, ... ],
"ManagedPolicyName" : String,
"Path" : String,
"PolicyDocument" : Json,
"Roles" : [ String, ... ],
"Users" : [ String, ... ]
}

YAML
Type: AWS::IAM::Managed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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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String
Groups:
- String
ManagedPolicyName: String
Path: String
PolicyDocument: Json
Roles:
- String
Users:
-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정책에 대한 기억하기 쉬운 설명입니다.
정책에 정의된 권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예: "프로덕션 DynamoDB 테이
블에 대한 액세스를 부여합니다."
정책 설명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값은 지정된 이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roups
정책을 연결할 그룹의 이름(ARN이 아닌, 기억하기 쉬운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에는 해당 regex 패턴에 따라 공백 없이 대문자 및 소문자 영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_+=,.@-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nagedPolicyName
정책에 대한 기억하기 쉬운 이름입니다.

Important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
의 또는 전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바꿔야 한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이름을 지정한 경우 CAPABILITY_NAMED_IAM 값을 지정하여 템플릿의 기능을 승인해야 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IAM 리소스 승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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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동일한 템플릿을 여러 리전에서 재사용하는 경우 IAM 리소스의 이름을 지정하면 복구할 수 없
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Fn::Join 및 AWS::Region을 사용하
여 다음 예와 같이 리전별 이름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Fn::Join": ["", [{"Ref":
"AWS::Region"}, {"Ref": "MyResourceNam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th
정책의 경로입니다.
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식별자를 참조하세요.
이 파라미터는 선택 항목입니다.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슬래시(/)로 기본 설정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해당 regex 패턴을 통해 슬래시(/) 문자 자체 또는 슬래시로 시작하고 종료해야 하는 문
자열로 구성된 문자열을 허용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구두점 문자, 숫자, 대문자, 소문자를 포함하여 !
(\u0021)부터 DEL 문자(\u007F)까지의 ASCII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licyDocument
새 정책의 콘텐츠로 사용하려는 JSON 정책 문서입니다.
IAM에서 JSON 형식으로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YAML 형식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의
경우 JSON 또는 YAML 형식으로 정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은 IAM에 제출하기
전에 항상 YAML 정책을 JSON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이 작업에서 전달할 수 있는 정책 문서의 최대 길이(공백 포함)는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백이 없
는 관리형 정책의 최대 문자 수를 보려면 IAM 및 AWS STS 문자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JSON 정책 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JSON 정책 언어의 문법을 참조하세
요.
이 파라미터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regex 패턴은 다음으로 구성된 문자의 문자열입니다
• 간격 문자(\u0020)에서 ASCII 문자 범위의 끝까지 인쇄 가능한 모든 ASCII 문자
• Basic Latin 및 Latin-1 Supplement 문자 세트(\u00FF까지)의 인쇄 가능한 문자
• 특수 문자 탭(\u0009), 줄 바꿈(\u000A) 및 캐리지 리턴(\u000D)
Required: 예
Type: Json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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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31072
Pattern: [\u0009\u000A\u000D\u0020-\u00FF]+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s
정책을 연결할 역할의 이름(ARN이 아닌, 기억하기 쉬운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에는 해당 regex 패턴에 따라 공백 없이 대문자 및 소문자 영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_+=,.@-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외부 정책(예: AWS::IAM::Policy 또는 AWS::IAM::ManagedPolicy)에 역할에 대한
Ref가 있고 리소스(예: AWS::ECS::Service)에도 동일한 역할에 대한 Ref가 있는 경
우 리소스가 외부 정책에 종속되도록 DependsOn 속성을 리소스에 추가합니다. 이 종속
성은 리소스의 수명 주기 전반에서 역할의 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AWS::ECS::Service 리소스를 사용하여 스택을 삭제하는 경우 DependsOn 속성을 사용하
면 역할의 정책이 삭제되기 전에 AWS CloudFormation에서 AWS::ECS::Service 리소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s
정책을 연결할 IAM 사용자의 이름(ARN이 아닌, 기억하기 쉬운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에는 해당 regex 패턴에 따라 공백 없이 대문자 및 소문자 영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_+=,.@-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최소: 1
Maximum: 64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ARN입니다.
다음 샘플에서 Ref 함수는 CreateTestDBPolicy 관리형 정책의 ARN(예:
arn:aws:iam::123456789012:policy/teststack-CreateTestDBPolicy-16M23YE3CS700)을
반환합니다.
{ "Ref": "CreateTestDBPolicy"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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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관리형 정책 생성
다음 예에서는 관리형 정책을 생성해 TestDBGroup 그룹과 연결합니다. 관리형 정책은 사용자에게 t2.micro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생성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MySQL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사용
해야 하고, 인스턴스 이름에는 접두사 test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JSON
{

"CreateTestDBPolicy": {
"Type": "AWS::IAM::ManagedPolicy",
"Properties": {
"Description": "Policy for creating a test database",
"Path":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rds:CreateDBInstance",
"Resource": {
"Fn::Join": [
"",
[
"arn:aws:rds:",
{
"Ref": "AWS::Region"
},
":",
{
"Ref": "AWS::AccountId"
},
":db:test*"
]
]
},
"Condition": {
"StringEquals": {
"rds:DatabaseEngine": "mysql"
}
}
},
{
"Effect": "Allow",
"Action": "rds:CreateDBInstance",
"Resource": {
"Fn::Join": [
"",
[
"arn:aws:rds:",
{
"Ref": "AWS::Region"
},
":",
{
"Ref": "AWS::AccountId"
},
":db:tes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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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Condition": {
"StringEquals": {
"rds:DatabaseClass": "db.t2.micro"
}
}

},
"Groups": [
"TestDBGroup"
]

YAML
CreateTestDBPolicy:
Type: 'AWS::IAM::ManagedPolicy'
Properties:
Description: Policy for creating a test database
Path: /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rds:CreateDBInstance'
Resource: !Join
- ''
- - 'arn:aws:rds:'
- !Ref 'AWS::Region'
- ':'
- !Ref 'AWS::AccountId'
- ':db:test*'
Condition:
StringEquals:
'rds:DatabaseEngine': mysql
- Effect: Allow
Action: 'rds:CreateDBInstance'
Resource: !Join
- ''
- - 'arn:aws:rds:'
- !Ref 'AWS::Region'
- ':'
- !Ref 'AWS::AccountId'
- ':db:test*'
Condition:
StringEquals:
'rds:DatabaseClass': db.t2.micro
Groups:
- TestDBGroup

참고 항목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PI 참조의 CreatePolicy

AWS::IAM::OIDCProvider
OpenID Connect(OIDC)를 지원하는 자격 증명 공급자(IdP)를 설명하는 IAM 엔터티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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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으로 생성한 OIDC 공급자를 역할의 신뢰 정책에서 보안 주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AWS와 OIDC 공급자 간에 신뢰 관계를 설정합니다.
IAM OIDC 공급자를 생성할 때 다음을 지정합니다.
• 신뢰할 OIDC 자격 증명 공급자(IdP)의 URL
• OIDC 공급자를 사용하여 인증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클라이언트 ID(대상이라고도 함) 목록
• IdP가 사용하는 하나 이상의 서버 인증서의 지문 목록
이 모든 정보는 AWS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OIDC IdP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Note
OIDC 공급자에 대한 신뢰는 이 작업에서 생성하는 IAM 공급자로부터 파생됩니다. 따라서
CreateOpenIDConnectProvider 작업에 대한 액세스를 권한이 높은 사용자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
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AM::OIDCProvider",
"Properties" : {
"ClientIdList" : [ String, ... ],
"Tags" : [ Tag, ... ],
"ThumbprintList" : [ String, ... ],
"Url" : String
}

YAML
Type: AWS::IAM::OIDCProvider
Properties:
ClientIdList:
- String
Tags:
- Tag
ThumbprintList:
- String
Url: String

Properties
ClientIdList
지정된 IAM OIDC 공급자 리소스 객체에 연결된 클라이언트 ID(대상이라고도 함)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
용은 CreateOpenIDConnectProvider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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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지정된 IAM OIDC 공급자에 연결된 태그 목록입니다. 반환된 태그 목록은 태그 키로 정렬됩니다. 태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리소스 태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umbprintList
지정된 IAM OIDC 공급자 리소스 객체에 연결된 인증서 지문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reateOpenIDConnectProvider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l
IAM OIDC 공급자 리소스 객체에 연결된 URL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reateOpenIDConnectProvider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ARN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지정한 AWS::IAM::OIDCProvider 리소스에 대한 ARN(Amazon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AWS::IAM::Policy
지정된 IAM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포함된 인라인 정책 문서를 추가 또는 업데이트합니다.
IAM 사용자에 관리형 정책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관리형
정책 및 인라인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그룹, 역할 및 사용자 속성은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을 하나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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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증명에 포함할 수 있는 인라인 정책 수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엔터티에
대한 제한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AM::Policy",
"Properties" : {
"Groups" : [ String, ... ],
"PolicyDocument" : Json,
"PolicyName" : String,
"Roles" : [ String, ... ],
"Users" : [ String, ... ]
}

YAML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Groups:
- String
PolicyDocument: Json
PolicyName: String
Roles:
- String
Users:
- String

Properties
Groups
정책을 연결할 그룹의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에는 해당 regex 패턴에 따라 공백 없이 대문자 및 소문자 영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_+=,.@-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yDocument
정책 문서입니다.
IAM에서 JSON 형식으로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YAML 형식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의
경우 JSON 또는 YAML 형식으로 정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은 IAM에 제출하기
전에 항상 YAML 정책을 JSON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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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라미터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regex 패턴은 다음으로 구성된 문자의 문자열입니다
• 간격 문자(\u0020)에서 ASCII 문자 범위의 끝까지 인쇄 가능한 모든 ASCII 문자
• Basic Latin 및 Latin-1 Supplement 문자 세트(\u00FF까지)의 인쇄 가능한 문자
• 특수 문자 탭(\u0009), 줄 바꿈(\u000A) 및 캐리지 리턴(\u000D)
Required: 예
Type: Json
최소: 1
Maximum: 131072
Pattern: [\u0009\u000A\u000D\u0020-\u00FF]+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yName
정책 문서의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에는 해당 regex 패턴에 따라 공백 없이 대문자 및 소문자 영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_+=,.@-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s
정책을 연결할 역할의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에는 해당 regex 패턴에 따라 공백 없이 대문자 및 소문자 영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_+=,.@-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외부 정책(예: AWS::IAM::Policy 또는 AWS::IAM::ManagedPolicy)에 역할에 대한
Ref가 있고 리소스(예: AWS::ECS::Service)에도 동일한 역할에 대한 Ref가 있는 경
우 리소스가 외부 정책에 종속되도록 DependsOn 속성을 리소스에 추가합니다. 이 종속
성은 리소스의 수명 주기 전반에서 역할의 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AWS::ECS::Service 리소스를 사용하여 스택을 삭제하는 경우 DependsOn 속성을 사용하
면 역할의 정책이 삭제되기 전에 AWS CloudFormation에서 AWS::ECS::Service 리소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s
정책을 연결할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에는 해당 regex 패턴에 따라 공백 없이 대문자 및 소문자 영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_+=,.@-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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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When the logical ID of this resource is provided to the Ref intrinsic function, Ref returns the resource
name.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정책 그룹이 있는 IAM 정책
JSON
{

}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
"PolicyName": "CFNUsers",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cloudformation:Describe*",
"cloudformation:List*",
"cloudformation:Get*"
],
"Resource": "*"
}
]
},
"Groups": [
{
"Ref": "CFNUserGroup"
}
]
}

YAML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PolicyName: CFNUsers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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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cloudformation:Describe*'
- 'cloudformation:List*'
- 'cloudformation:Get*'
Resource: '*'
Groups:
- !Ref CFNUserGroup

지정된 역할이 있는 IAM 정책
JSON
{

}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
]
},
"Roles": [
{
"Ref": "RootRole"
}
]
}

YAML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Roles:
- !Ref RootRole

참고 항목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PI 참조의 CreatePolicy

AWS::IAM::Role
AWS 계정에 대한 새 역할을 생성합니다.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생성할 수 있
는 역할 이름 및 역할 수의 할당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및 AWS STS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0-05-15
361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IAM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AM::Role",
"Properties" : {
"AssumeRolePolicyDocument" : Json,
"Description" : String,
"ManagedPolicyArns" : [ String, ... ],
"MaxSessionDuration" : Integer,
"Path" : String,
"PermissionsBoundary" : String,
"Policies" : [ Policy (p. 3626), ... ],
"Role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Json
Description: String
ManagedPolicyArns:
- String
MaxSessionDuration: Integer
Path: String
PermissionsBoundary: String
Policies:
- Policy (p. 3626)
Role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이 역할과 연결된 신뢰 정책입니다. 신뢰 정책에서는 어느 개체가 역할을 수임할 수 있는지 정의합니다.
하나의 신뢰 정책만을 역할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역할을 수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의 예제는 템
플릿 예제를 참조하십시오. IAM 정책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
서에서 IAM 정책 요소 참조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부여한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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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p{L}\p{M}\p{Z}\p{S}\p{N}\p{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nagedPolicyArns
역할에 연결하려는 IAM 관리형 정책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의 목록입니다.
AR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일반 참조에서 Amazon 리소스 이름(ARN) 및 AWS 서비스 네임스페
이스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SessionDuration
지정된 역할에 대해 설정하려는 최대 세션 기간(초)입니다. 이 설정에 대해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최댓값인 1시간이 적용됩니다. 이 설정에는 1~12시간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PI에서 역할을 수임한 사람은 누구나 DurationSeconds API 파라미터 또는 durationseconds CLI 파라미터를 사용해 더 긴 세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MaxSessionDuration 설
정은 DurationSeconds 파라미터를 사용해 요청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결정합니다. 사용자가
DurationSeconds 파라미터의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보안 자격 증명이 기본적으로 한 시간 동안 유효
하게 됩니다. 이는 AssumeRole* API 작업 또는 assume-role* CLI 작업 사용 시에 적용되지만 콘솔
URL을 생성하기 위해 이러한 작업을 사용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역할 사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3600
Maximum: 43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h
역할 경로입니다. 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식별자를 참조하세요.
이 파라미터는 선택 항목입니다.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슬래시(/)로 기본 설정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해당 regex 패턴을 통해 슬래시(/) 문자 자체 또는 슬래시로 시작하고 종료해야 하는 문
자열로 구성된 문자열을 허용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구두점 문자, 숫자, 대문자, 소문자를 포함하여 !
(\u0021)부터 DEL 문자(\u007F)까지의 ASCII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u002F)|(\u002F[\u0021-\u007F]+\u002F)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ermissionsBoundary
역할에 대한 권한 경계 설정에 사용되는 정책의 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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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경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자격 증명의 권한 경계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ies
지정된 IAM 역할에 포함된 인라인 정책 문서를 추가 또는 업데이트합니다.
인라인 정책을 역할에 포함시켰을 때 인라인 정책은 역할의 액세스(권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됩니다.
역할의 신뢰 정책은 역할 생성과 동시에 생성됩니다. 역할의 신뢰 정책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IAM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한을 위임하고 자격 증명을 연동하기 위한 역할 사용을 참조하세요.
또한 역할은 연결된 관리형 정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관리형 정책 및 인라인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역할과 함께 포함할 수 있는 인라인 정책 수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개체
에 대한 제한을 참조하세요.

Note
외부 정책(예: AWS::IAM::Policy 또는 AWS::IAM::ManagedPolicy)에 역할에 대한
Ref가 있고 리소스(예: AWS::ECS::Service)에도 동일한 역할에 대한 Ref가 있는 경
우 리소스가 외부 정책에 종속되도록 DependsOn 속성을 리소스에 추가합니다. 이 종속
성은 리소스의 수명 주기 전반에서 역할의 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AWS::ECS::Service 리소스를 사용하여 스택을 삭제하는 경우 DependsOn 속성을 사용하
면 역할의 정책이 삭제되기 전에 AWS CloudFormation에서 AWS::ECS::Service 리소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olicy (p. 362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Name
IAM 역할의 이름입니다(최대 64자). 유효한 값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CreateRole 작업에 대한
RoleName 파라미터를 참조하세요.
이 파라미터에는 해당 regex 패턴에 따라 공백 없이 대문자 및 소문자 영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_+=,.@-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할 이름은 계정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역할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Role1’ 및 ‘role1’, 두 가지로 지정된 역할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 고유의 물리적 ID를 생성하여 역할 이름에 해당 ID
를 사용합니다.
이름을 지정한 경우 CAPABILITY_NAMED_IAM 값을 지정하여 템플릿의 기능을 승인해야 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IAM 리소스 승인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동일한 템플릿을 여러 리전에서 재사용하는 경우 IAM 리소스의 이름을 지정하면 복구할 수 없
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Fn::Join 및 AWS::Region을 사용하
여 다음 예와 같이 리전별 이름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Fn::Join": ["", [{"Ref":
"AWS::Region"}, {"Ref": "MyResourceName"}]]}.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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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역할에 연결된 태그 목록입니다. 태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리소스 태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When the logical ID of this resource is provided to the Ref intrinsic function, Ref returns the resource
name.
예:
{ "Ref": "RootRole" }
논리적 ID RootRole을 사용하는 AWS::IAM::Role 리소스의 경우 Ref는 역할 이름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역할에 대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예:
{"Fn::GetAtt" : ["MyRole", "Arn"] }
이 예제는 arn:aws:iam::1234567890:role/MyRole-AJJHDSKSDF와 같은 값을 반환합니다.
RoleId
역할을 식별하는 안정적이고 고유한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예: AIDAJQABLZS4A3QDU576Q.
I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식별자를 참조하세요.

예제
포함 정책 및 인스턴스 프로파일이 있는 IAM 역할
이 예제에서는 AWS::IAM::Role에 포함된 정책을 보여 줍니다. 정책은 AWS::IAM::Role의 Policies
속성에서 인라인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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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Root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ec2.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
]
}
}
]
}
},
"RootInstanceProfile": {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Path": "/",
"Roles": [
{
"Ref": "RootRole"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Root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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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ec2.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Root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Path: /
Roles:
- !Ref RootRole

외부 정책 및 인스턴스 프로파일이 있는 IAM 역할
이 예제에서는 Policy 및 InstanceProfile 리소스가 IAM 역할로 외부적으로 지정됩니다. 이 리소스는 각
Roles 속성에서 ‘RootRole’이라는 이름을 지정하여 역할을 참조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Root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ec2.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
},
"RolePolicies": {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 ]
},
"Roles": [ {
"Ref": "RootRo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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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RootInstanceProfile": {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Path": "/",
"Roles": [ {
"Ref": "RootRole"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Root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ec2.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RolePolicies: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Roles:
- Ref: "RootRole"
Root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Path: "/"
Roles:
- Ref: "RootRole"

참고 항목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PI 참조의 CreateRole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템플릿 코드 조각
• AWS::IAM::InstanceProfile

AWS::IAM::Role Policy
연결된 정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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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정책은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연결된 관리형 정책입니다.
관리형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관리형 정책과 인라인 정책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olicyDocument" : Json,
"PolicyName" : String

YAML
PolicyDocument: Json
PolicyName: String

Properties
PolicyDocument
정책 문서입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최소: 1
Maximum: 131072
Pattern: [\u0009\u000A\u000D\u0020-\u00FF]+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yName
정책을 식별하는 이름입니다(ARN 아님).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PI 참조의 Policy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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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IAM::SAMLProvider
SAML 2.0을 지원하는 자격 증명 공급자(IdP)를 설명하는 IAM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이 작업으로 생성한 SAML 공급자 리소스를 IAM 역할의 신뢰 정책에서 보안 주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정책을 사용하면 SAML IdP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연동 사용자가 역할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에 대한 웹 기반 Single Sign-On(SSO)을 지원하는 IAM 역할 또는 AWS에 대한 API 액
세스를 지원하는 IAM 역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SAML 공급자 리소스를 생성할 때 IdP에서 가져온 SAML 메타데이터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이 문서에는 발
급자 이름, 만료 정보 및 IdP에서 보낸 SAML 인증 응답(어설션)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IdP로 사용되는 자격 증명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메타데이터 문서를 생성해야 합니
다.

Note
이 작업에는 서명 버전 4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SAML 2.0 페더레이션 사용자가 AWS Management Console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설정 및 SAML 2.0 기반 페더레이션 정보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AM::SAMLProvider",
"Properties" : {
"Name" : String,
"SamlMetadataDocument"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IAM::SAMLProvider
Properties:
Name: String
SamlMetadataDocument: String
Tags:
- Tag

Properties
Name
생성할 공급자의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에는 해당 regex 패턴에 따라 공백 없이 대문자 및 소문자 영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_+=,.@-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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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28
Pattern: [\w.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amlMetadataDocument
SAML 2.0을 지원하는 자격 증명 공급자(IdP)에 의해 생성된 XML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발급자 이름,
만료 정보 및 IdP로부터 받은 SAML 인증 응답(어설션)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키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조직의 IdP로 사용되는 자격 증명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메타데이터 문서를 생성해야 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SAML 2.0 기반 연동에 대하여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000
Maximum: 10000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새 IAM SAML 공급자에 연결할 태그 목록입니다. 각 태그는 키 이름과 연결 값으로 구성됩니다. 태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리소스 태깅을 참조하세요.

Note
태그 중 하나가 유효하지 않거나 허용되는 태그 수를 초과하면 전체 요청이 실패하고 리소스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ARN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지정한 AWS::IAM::SAMLProvider 리소스에 대한 ARN(Amazon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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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IAM::ServerCertificate
AWS 계정에 대한 서버 인증서 엔터티를 업로드합니다. 서버 인증서 엔터티에는 퍼블릭 키 인증서, 프라이빗
키 및 모두 PEM으로 인코딩되어야 하는 선택적 인증서 체인이 포함됩니다.
서버 인증서를 프로비저닝 및 관리하고 배포할 때 AWS Certificate Manager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CM을 사용하면 인증서를 요청하여 AWS 리소스에 배포할 수 있고, ACM을 통해 인증서 갱신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ACM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는 무료입니다. ACM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ertificate
Manager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서버 인증서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서버 인증서 작업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IAM으로 관리하는 서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AWS 서비스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로드할 수 있는 서버 인증서 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및 AWS STS 할당량을 참
조하세요.

Note
퍼블릭 키 인증서, 프라이빗 키 및 인증서 체인의 본문이 클 수 있으므로
UploadServerCertificate를 호출할 때는 GET 대신 POST를 사용해야 합니다. API를 통한 서
명 및 권한 부여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일반 참조에서 AWS API 요청 서명을 참조하세요.
IAM과 함께 쿼리 API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HTTP 쿼리 요청을 통한
API 호출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AM::ServerCertificate",
"Properties" : {
"CertificateBody" : String,
"CertificateChain" : String,
"Path" : String,
"PrivateKey" : String,
"ServerCertificate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IAM::ServerCertificate
Properties:
CertificateBody: String
CertificateChain: String
Path: String
PrivateKey: String
ServerCertificate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CertificateBody
퍼블릭 키 인증서의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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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6384
Pattern: [\u0009\u000A\u000D\u0020-\u00FF]+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ertificateChain
퍼블릭 키 인증서 체인의 콘텐츠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97152
Pattern: [\u0009\u000A\u000D\u0020-\u00FF]+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th
서버 인증서의 경로입니다. 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식별자를 참조하세요.
이 파라미터는 선택 항목입니다.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슬래시(/)로 기본 설정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해
당 regex 패턴을 통해 슬래시(/) 문자 자체 또는 슬래시로 시작하고 종료해야 하는 문자열로 구성된 문자
열을 허용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구두점 문자, 숫자, 대문자, 소문자를 포함하여 !(\u0021)부터 DEL 문
자(\u007F)까지의 ASCII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Note
Amazon CloudFront 배포에 사용할 서버 인증서를 업로드하는 경우 path 파라미터를 사용하
여 경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경로는 /cloudfront로 시작해야 하고 후행 슬래시를 포함해야
합니다(예: /cloudfront/test/).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u002F)|(\u002F[\u0021-\u007F]+\u002F)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vateKey
PEM으로 인코딩된 형식의 프라이빗 키의 콘텐츠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regex 패턴은 다음으로 구성된 문자의 문자열입니다
• 간격 문자(\u0020)에서 ASCII 문자 범위의 끝까지 인쇄 가능한 모든 ASCII 문자
• Basic Latin 및 Latin-1 Supplement 문자 세트(\u00FF까지)의 인쇄 가능한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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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문자 탭(\u0009), 줄 바꿈(\u000A) 및 캐리지 리턴(\u000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6384
Pattern: [\u0009\u000A\u000D\u0020-\u00FF]+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rverCertificateName
서버 인증서의 이름입니다. 이 값에 경로를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인증서 이름에는 공백을 포함할 수 없
습니다.
이 파라미터에는 해당 regex 패턴에 따라 공백 없이 대문자 및 소문자 영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_+=,.@-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서버 인증서에 연결된 태그 목록입니다. 태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리소스
태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ServerCertificateName을 반
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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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지정한 AWS::IAM::ServerCertificate 리소스에 대한 ARN(Amazon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AWS::IAM::ServiceLinkedRole
지정된 AWS 서비스에 연결된 IAM 역할을 생성합니다. 이 서비스는 역할을 삭제할 수 있는 시기와 연결된 정
책을 제어합니다. 따라서 예기치 않게 변경되었거나 삭제된 역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어 AWS 리소스가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서비스가 역할을 제어하도록 허용하면
서비스와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서비스 안정성과 적절한 정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
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이 서비스 연결 역할에 정책을 연결하려면 이 역할을 사용하는 AWS 서비스를 사용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AM::ServiceLinkedRole",
"Properties" : {
"AWSServiceName" : String,
"CustomSuffix" : String,
"Description" : String
}

YAML
Type: AWS::IAM::ServiceLinkedRole
Properties:
AWSServiceName: String
CustomSuffix: String
Description: String

Properties
AWSServiceName
이 역할이 연결된 AWS 서비스의 서비스 보안 주체입니다. URL과 비슷한 문자열을 사용합니다. 앞에
http://는 오지 않습니다. 예: elasticbeanstalk.amazonaws.com.
서비스 보안 주체는 고유하며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에 대한 정확한 서비스 보안 주
체를 확인하려면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과 연동되는 AWS 서비스를 참조하세요. 서비스 연결 역할
열에 예라고 표시된 서비스를 찾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설명서를 보려면 예 링크
를 선택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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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ustomSuffix
제공한 문자열입니다. 이 문자열에 서비스 제공 접두사가 붙어 전체 역할 이름을 구성합니다. 동일한 서
비스에 대해 요청을 여러 개 생성할 경우 각 요청에 대해 서로 다른 CustomSuffix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역할 이름 중복 오류가 발생하여 요청이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1 또는 -debug를 접
미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는 CustomSuffix 파라미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접미사(선택 사항)를 제공하고 작업이
실패할 경우 접미사 없이 다시 작업을 시도해 보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0
Pattern: [\p{L}\p{M}\p{Z}\p{S}\p{N}\p{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Auto Scaling을 위한 IAM 서비스 연결 역할
다음 예에서는 Auto Scaling 서비스가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합니다.

JSON
{

"Description": "SLR resource create test - Auto Scaling",
"Resources": {
"BasicSLR": {
"Type": "AWS::IAM::ServiceLinkedRole",
"Properties": {
"AWSServiceName": "autoscaling.amazonaws.com",
"Description": "Test SLR description",
"CustomSuffix": "TestSuf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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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Outputs": {
"SLRId": {
"Value": {
"Ref": "BasicSLR"
}
}
}

YAML
Description: SLR resource create test - Auto Scaling
Resources:
BasicSLR:
Type: 'AWS::IAM::ServiceLinkedRole'
Properties:
AWSServiceName: autoscaling.amazonaws.com
Description: Test SLR description
CustomSuffix: TestSuffix
Outputs:
SLRId:
Value: !Ref BasicSLR

참고 항목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PI 참조의 CreateServiceLinkedRole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

AWS::IAM::User
AWS 계정에 대한 새 IAM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생성할 수 있는 IAM 사용자 수의 할당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및 AWS STS 할당
량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AM::User",
"Properties" : {
"Groups" : [ String, ... ],
"LoginProfile" : LoginProfile (p. 3639),
"ManagedPolicyArns" : [ String, ... ],
"Path" : String,
"PermissionsBoundary" : String,
"Policies" : [ Policy (p. 3639), ... ],
"Tags" : [ Tag, ... ],
"UserName" :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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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IAM::User
Properties:
Groups:
- String
LoginProfile:
LoginProfile (p. 3639)
ManagedPolicyArns:
- String
Path: String
PermissionsBoundary: String
Policies:
- Policy (p. 3639)
Tags:
- Tag
UserName: String

Properties
Groups
사용자를 추가할 그룹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inProfile
지정된 IAM 사용자의 암호를 생성합니다. 암호를 사용하면 IAM 사용자가 AWS Management Console
을 통해 AWS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WS CLI, AWS API 또는 IAM 콘솔의 [사용자(Users)] 페이지를 사용하여 모든 IAM 사용자에 대한 암호
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의 [내 보안 자격 증명(My Security Credentials)] 페
이지에서 ChangePassword를 사용하여 기존 암호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암호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암호 관리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LoginProfile (p. 363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nagedPolicyArns
사용자에게 연결하려는 IAM 관리형 정책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의 목록입니다.
AR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일반 참조에서 Amazon 리소스 이름(ARN) 및 AWS 서비스 네임스페
이스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h
사용자 이름의 경로입니다. 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식별자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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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라미터는 선택 항목입니다.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슬래시(/)로 기본 설정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해당 regex 패턴을 통해 슬래시(/) 문자 자체 또는 슬래시로 시작하고 종료해야 하는 문
자열로 구성된 문자열을 허용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구두점 문자, 숫자, 대문자, 소문자를 포함하여 !
(\u0021)부터 DEL 문자(\u007F)까지의 ASCII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u002F)|(\u002F[\u0021-\u007F]+\u002F)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missionsBoundary
사용자에 대한 권한 경계 설정에 사용되는 정책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ies
지정된 IAM 사용자에 포함된 인라인 정책 문서를 추가 또는 업데이트합니다. AWS::IAM::User 조각을 보
려면 IAM 사용자 리소스 선언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역할, 사용자 또는 그룹의 각 정책 이름은 고유해야 합니다. 고유한 이름을 선택하지 않으면
IAM 자격 증명 업데이트가 실패합니다.
사용자에 포함할 수 있는 인라인 정책 수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엔터티
에 대한 제한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Policy (p. 363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새 사용자에게 연결할 태그의 목록입니다. 각 태그는 키 이름과 연결 값으로 구성됩니다. 태깅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리소스 태깅을 참조하세요.

Note
태그 중 하나가 유효하지 않거나 허용되는 태그 수를 초과하면 전체 요청이 실패하고 리소스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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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
생성할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이 값에 경로를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이 파라미터에는 해당 regex 패턴에 따라 공백 없이 대문자 및 소문자 영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_+=,.@-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계정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사
용자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John’과 ‘john’이라는 사용자를 둘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 고유한 물리적 ID를 생성하여 사용자 이름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이름을 지정한 경우 CAPABILITY_NAMED_IAM 값을 지정하여 템플릿의 기능을 승인해야 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IAM 리소스 승인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동일한 템플릿을 여러 리전에서 재사용하는 경우 IAM 리소스의 이름을 지정하면 복구할 수 없
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Fn::Join 및 AWS::Region을 사용하
여 다음 예와 같이 리전별 이름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Fn::Join": ["", [{"Ref":
"AWS::Region"}, {"Ref": "MyResourceNam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UserName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예: mystackmyuser-1CCXAFG2H2U4D.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지정한 AWS::IAM::User 리소스에 대한 ARN(Amazon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arn:aws:iam::123456789012:user/mystack-myuser-1CCXAFG2H2U4D.

참고 항목
• AWS::IAM::User 템플릿 예제 조각을 보려면 IAM 사용자 리소스 선언을 참조하세요.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PI 참조의 CreateUser

API 버전 2010-05-15
363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IAM

AWS::IAM::User LoginProfile
지정된 사용자의 암호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AWS Management Console을 통해 AWS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암호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암호 관리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ssword" : String,
"PasswordResetRequired" : Boolean

YAML
Password: String
PasswordResetRequired: Boolean

Properties
Password
사용자의 암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sswordResetRequired
사용자가 다음 로그인할 때 새 암호를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PI 참조의 LoginProfile

AWS::IAM::User Policy
연결된 정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연결된 정책은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연결된 관리형 정책입니다.
관리형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관리형 정책과 인라인 정책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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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PolicyDocument" : Json,
"PolicyName" : String

YAML
PolicyDocument: Json
PolicyName: String

Properties
PolicyDocument
정책 문서입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최소: 1
Maximum: 131072
Pattern: [\u0009\u000A\u000D\u0020-\u00FF]+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yName
정책을 식별하는 이름입니다(ARN 아님).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PI 참조의 PolicyDetail

AWS::IAM::UserToGroupAddition
지정된 사용자를 지정된 그룹에 추가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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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IAM::UserToGroupAddition",
"Properties" : {
"GroupName" : String,
"Users" : [ String, ... ]
}

YAML
Type: AWS::IAM::UserToGroupAddition
Properties:
GroupName: String
Users:
- String

Properties
GroupName
업데이트할 그룹의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에는 해당 regex 패턴에 따라 공백 없이 대문자 및 소문자 영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_+=,.@-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s
그룹에 추가할 사용자 이름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When the logical ID of this resource is provided to the Ref intrinsic function, Ref returns the resource
name.
예:
{ "Ref": "MyUserToGroupAdd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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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ID MyUserToGroupAddition를 사용하는 AWS::IAM::UserToGroupAddition 리소스의 경우
Ref는 AWS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참고 항목
• AWS::IAM::UserToGroupAddition 템플릿 예제 조각을 보려면 그룹에 사용자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PI 참조의 AddUserToGroup

AWS::IAM::VirtualMFADevice
AWS account에 대한 새 가상 MFA 디바이스를 생성합니다. 가상 MFA를 생성한 후 EnableMFADevice를 사
용하여 MFA 디바이스를 IAM 사용자에게 연결합니다. 가상 MFA 디바이스 생성 및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가상 MFA 디바이스 사용을 참조하세요.
생성할 수 있는 MFA 디바이스의 최대 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및 AWS STS 할당
량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QR 코드 및 Base32 문자열에 포함된 시드 정보는 다른 비밀 액세스 정보처럼 취급되어야 합니다.
즉, AWS 액세스 키 또는 암호와 마찬가지로 시드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상 디바이스를 프로비
저닝한 후에는 보안 절차에 따라 정보가 폐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AM::VirtualMFADevice",
"Properties" : {
"Path" : String,
"Tags" : [ Tag, ... ],
"Users" : [ String, ... ],
"VirtualMfaDeviceName" : String
}

YAML
Type: AWS::IAM::VirtualMFADevice
Properties:
Path: String
Tags:
- Tag
Users:
- String
VirtualMfaDeviceName: String

Properties
Path
가상 MFA 디바이스의 경로입니다. 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식별자를 참조
하세요.
API 버전 2010-05-15
364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IAM

이 파라미터는 선택 항목입니다.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슬래시(/)로 기본 설정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해당 regex 패턴을 통해 슬래시(/) 문자 자체 또는 슬래시로 시작하고 종료해야 하는 문
자열로 구성된 문자열을 허용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구두점 문자, 숫자, 대문자, 소문자를 포함하여 !
(\u0021)부터 DEL 문자(\u007F)까지의 ASCII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u002F)|(\u002F[\u0021-\u007F]+\u002F)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새 IAM 가상 MFA 디바이스에 연결하려는 태그 목록입니다. 각 태그는 키 이름과 연결 값으로 구성됩니
다. 태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리소스 태깅을 참조하세요.

Note
태그 중 하나가 유효하지 않거나 허용되는 태그 수를 초과하면 전체 요청이 실패하고 리소스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s
이 가상 MFA 디바이스에 연결된 IAM 사용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rtualMfaDeviceName
가상 MFA 디바이스의 이름입니다. 경로에 사용하여 가상 MFA 디바이스를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이 파라미터에는 해당 regex 패턴에 따라 공백 없이 대문자 및 소문자 영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_+=,.@-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Pattern: [\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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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SerialNumber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SerialNumber
지정된 AWS::IAM::VirtualMFADevice 리소스의 일련 번호를 반환합니다.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ccess
Analyze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AccessAnalyzer::Analyzer (p. 3644)

AWS::AccessAnalyzer::Analyzer
AWS::AccessAnalyzer::Analyzer 리소스는 새 분석기를 지정합니다. 분석기는 IAM Access Analyzer
기능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IAM Access Analyzer가 작동하려면 분석기가 필요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ccessAnalyzer::Analyzer",
"Properties" : {
"AnalyzerName" : String,
"ArchiveRules" : [ ArchiveRule (p. 3647), ... ],
"Tags" : [ Tag, ... ],
"Type" : String
}

YAML
Type: AWS::AccessAnalyzer::Analyzer
Properties:
AnalyzerName: String
Archive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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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hiveRule (p. 3647)
Tags:
- Tag
Type: String

Properties
AnalyzerName
분석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rchiveRules
분석기에 추가할 아카이브 규칙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ist of ArchiveRule (p. 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분석기에 적용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유형은 분석기의 트러스트 영역을 나타냅니다.
허용되는 값: ACCOUNT | ORGANIZATION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생성된 분석기의 ARN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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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 리소스 선언
다음 예제에서는 IAM Access Analyzer Analyzer 리소스를 선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Analyzer": {
"Properties": {
"AnalyzerName": "DevAccountAnalyzer",
"ArchiveRules": [
{
"Filter": [
{
"Eq": [
"123456789012"
],
"Property": "principal.AWS"
}
],
"RuleName": "ArchiveTrustedAccountAccess"
},
{
"Filter": [
{
"Contains": [
"arn:aws:s3:::docs-bucket",
"arn:aws:s3:::clients-bucket"
],
"Property": "resource"
}
],
"RuleName": "ArchivePublicS3BucketsAccess"
}
],
"Tags": [
{
"Key": "Kind",
"Value": "Dev"
}
],
"Type": "ACCOUNT"
},
"Type": "AWS::AccessAnalyzer::Analyzer"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Analyzer:
Type: 'AWS::AccessAnalyzer::Analyzer'
Properties:
AnalyzerName: MyAccountAnalyzer
Type: ACCOUNT
Tags:
Key: Kind
Value: Dev
Archive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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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rchive findings for a trusted AWS account
RuleName: ArchiveTrustedAccountAccess
Filter:
Property: 'principal.AWS'
Eq:
- '123456789012'
# Archive findings for known public S3 buckets
RuleName: ArchivePublicS3BucketsAccess
Filter:
Property: 'resource'
Contains:
- 'arn:aws:s3:::docs-bucket'
- 'arn:aws:s3:::clients-bucket'

AWS::AccessAnalyzer::Analyzer ArchiveRule
아카이브 규칙의 기준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lter" : [ Filter (p. 3648), ... ],
"RuleName" : String

YAML
Filter:
- Filter (p. 3648)
RuleName: String

Properties
Filter
규칙에 대한 기준입니다.
Required: 예
Type: 필터 (p. 3648)의 목록 (p. 36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Name
아카이브 규칙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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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ccessAnalyzer::Analyzer Filter
규칙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ains" : [ String, ... ],
"Eq" : [ String, ... ],
"Exists" : Boolean,
"Neq" : [ String, ... ],
"Property" : String

YAML
Contains:
- String
Eq:
- String
Exists: Boolean
Neq:
- String
Property: String

Properties
Contains
규칙에 일치시킬 “포함” 조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q
규칙에 일치시킬 “같음” 조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ists
규칙에 일치하는 “있음” 조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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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q
규칙에 일치시킬 “같지 않음” 조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perty
규칙에 대한 필터에서 기준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속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C2 Image Builde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ImageBuilder::Component (p. 3649)
• AWS::ImageBuilder::ContainerRecipe (p. 3655)
• AWS::ImageBuilder::DistributionConfiguration (p. 3666)
• AWS::ImageBuilder::Image (p. 3674)
• AWS::ImageBuilder::ImagePipeline (p. 3678)
• AWS::ImageBuilder::ImageRecipe (p. 3684)
• AWS::ImageBuilder::InfrastructureConfiguration (p. 3695)

AWS::ImageBuilder::Component
구성 요소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운로드, 설치 및 구성하거나 소프트웨어 패키지에서 실행할 테스트를 정
의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를 정의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문서입니다. 또한 구성 요소는 유효성 검사 및 보안 강
화 단계를 정의합니다. 구성 요소는 YAML 문서 형식을 사용하여 정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Image Builder
에서 문서 사용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ImageBuilder::Component",
"Properties" : {
"ChangeDescription" : String,
"Data" : String,
"Description" : String,
"KmsKeyId" : String,
"Name" : String,
"Platform" : String,
"SupportedOsVersions" : [ String, ... ],
"Tags" : {Key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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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i" : String,
"Version" : String

YAML
Type: AWS::ImageBuilder::Component
Properties:
ChangeDescription: String
Data: String
Description: String
KmsKeyId: String
Name: String
Platform: String
SupportedOsVersions:
- String
Tags:
Key : Value
Uri: String
Version: String

Properties
ChangeDescription
구성 요소의 변경 설명입니다. 예 initial version.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ata
구성 요소의 데이터입니다. 예: name: HelloWorldTestingDocument\ndescription: This
is hello world testing document.\nschemaVersion: 1.0\n\nphases:\n - name:
test\n steps:\n - name: HelloWorldStep\n action: ExecuteBash\n inputs:\n
commands:\n - echo \"Hello World! Test.\"\n.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성 요소를 만드는 스
키마에 대해서는 아래 예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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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msKeyId
구성 요소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KMS 키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구성 요소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_A-Za-z-0-9][-_A-Za-z0-9 ]{1,126}[-_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latform
구성 요소의 플랫폼입니다. 예: Windows.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Linux | Window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pportedOsVersions
구성 요소에서 지원하는 운영 체제(OS) 버전입니다. OS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미지 레시피 생
성 중에 상위 이미지 OS 버전에 대해 접두사 일치가 수행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2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구성 요소와 연결된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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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구성 요소의 URI입니다. Amazon S3 URL이어야 하며 요청자는 Amazon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Amazon S3를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할당량까지 구성 요소 콘텐츠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data 또는 uri를 사용하여 구성 요소 내의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ersion
구성 요소 버전입니다. 예: 1.0.0.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0-9]+\.[0-9]+\.[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ARN
입니다(예: arn:aws:imagebuilder:us-west-2:123456789012:component/
examplecomponent/2019.12.02/1).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구성 요소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다음과 같은 패턴이 적용됩니다:
^arn:aws[^:]*:imagebuilder:[^:]+:(?:\d{12}|aws):(?:image-recipe|
infrastructure-configuration|distribution-configuration|component|image|
image-pipeline)/[a-z0-9-_]+(?:/(?:(?:x|\d+)\.(?:x|\d+)\.(?:x|\d+))(?:/\d
+)?)?$.
Encrypted
구성 요소의 암호화 상태를 반환합니다. 예를 들면 true 또는 false입니다.
Name
구성 요소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Type
구성 요소 유형을 반환합니다. 예: BUILD 또는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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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성 요소 만들기
다음 예제에서는 JSON 및 YAML형식의 구성 요소 리소스 문서에 대한 스키마를 보여줍니다. 이 예에는
Data 필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ata 또는 Uri 필드를 사용하여 구성 요소 문서를 참조
할 수 있습니다.

JSON
{

"Resources": {
"ComponentAllParameters": {
"Type": "AWS::ImageBuilder::Component",
"Properties": {
"Name": "component-name",
"Platform": "Linux",
"Version": "1.0.0",
"Description": "description",
"ChangeDescription": "change-description",
"KmsKeyId": "customer-kms-key-id",
"SupportedOsVersions": ["Amazon Linux 2"],
"Tags": {
"CustomerComponentTagKey1": "CustomerComponentTagValue1",
"CustomerComponentTagKey2": "CustomerComponentTagValue2"
},
"Data": "name: HelloWorldTestingLinuxDoc - InlineData\n description: This is hello
world testing doc\nschemaVersion: 1.0\n\nphases:\n - name: build\n
steps:\n
name: HelloWorldStep\n
action: ExecuteBash\n
inputs:\n
commands:\n
- echo \"Hello World! Build.\"\n - name: validate\n
steps:\n
- name:
HelloWorldStep\n
action: ExecuteBash\n
inputs:\n
commands:\n
- echo \"Hello World! Validate.\"\n - name: test\n
steps:\n
- name:
HelloWorldStep\n
action: ExecuteBash\n
inputs:\n
commands:\n
- echo \"Hello World! Test.\"\n"
}
}
}

}

YAML
Resources:
ComponentAllParameters:
Type: 'AWS::ImageBuilder::Component'
Properties:
Name: 'component-name'
Platform: 'Linux'
Version: '1.0.0'
Description: 'description'
ChangeDescription: 'change-description'
KmsKeyId: 'customer-kms-key-id'
SupportedOsVersions:
- 'Amazon Linux 2'
Tags:
CustomerComponentTagKey1: 'CustomerComponentTagValue1'
CustomerComponentTagKey2: 'CustomerComponentTagValue2'
# Require one of 'Data' or 'Uri' for Component template
Data: |
name: HelloWorldTestingLinuxDoc - InlineData
description: This is hello world testing doc
schemaVersio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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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s:
- name: build
steps:
- name: HelloWorldStep
action: ExecuteBash
inputs:
commands:
- echo "Hello World! Build."
- name: validate
steps:
- name: HelloWorldStep
action: ExecuteBash
inputs:
commands:
- echo "Hello World! Validate."
- name: test
steps:
- name: HelloWorldStep
action: ExecuteBash
inputs:
commands:
- echo "Hello World! Test."

Uri를 사용하여 구성 요소 만들기
다음 예제에서는 구성 요소 리소스 문서에 대한 스키마를 YAML 및 JSON 형식으로 보여 줍니다. 이 예에는
Uri 필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ata 또는 Uri 필드를 사용하여 구성 요소 문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YAML
Resources:
ComponentAllParameters:
Type: 'AWS::ImageBuilder::Component'
Properties:
Name: 'component-name'
Platform: 'Linux'
Version: '1.0.0'
# Require one of 'Data' or 'Uri' for Component template
Uri: 's3://imagebuilder/component_document.yml'
Description: 'description'
ChangeDescription: 'change-description'
KmsKeyId: 'customer-kms-key-id'
SupportedOsVersions:
- 'CentOS'
- 'Red Hat Enterprise Linux'
Tags:
CustomerComponentTagKey1: 'CustomerComponentTagValue1'
CustomerComponentTagKey2: 'CustomerComponentTagValue2'

JSON
{

"Resources": {
"ComponentAllParameters": {
"Type": "AWS::ImageBuilder::Component",
"Properties": {
"Name": "component-name",
"Platform": "Linux",
"Version": "1.0.0",
"Uri": "s3://imagebuilder/component_document.yml",
"Description": "description",
"ChangeDescription": "change-description",

API 버전 2010-05-15
365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Image Builder

}

}

}

}

"KmsKeyId": "customer-kms-key-id",
"SupportedOsVersions": ["CentOS", "Red Hat Enterprise Linux"],
"Tags": {
"CustomerComponentTagKey1": "CustomerComponentTagValue1",
"CustomerComponentTagKey2": "CustomerComponentTagValue2"
}

AWS::ImageBuilder::ContainerRecipe
새 컨테이너 레시피를 생성합니다. 컨테이너 레시피는 이미지의 구성, 테스트 및 평가 방법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mageBuilder::ContainerRecipe",
"Properties" : {
"Components" : [ ComponentConfiguration (p. 3661), ... ],
"ContainerTyp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DockerfileTemplateData" : String,
"DockerfileTemplateUri" : String,
"ImageOsVersionOverride" : String,
"InstanceConfiguration" : InstanceConfiguration (p. 3664),
"KmsKeyId" : String,
"Name" : String,
"ParentImage" : String,
"PlatformOverride" : String,
"Tags" : {Key : Value, ...},
"TargetRepository" : TargetContainerRepository (p. 3665),
"Version" : String,
"WorkingDirectory" : String
}

YAML
Type: AWS::ImageBuilder::ContainerRecipe
Properties:
Components:
- ComponentConfiguration (p. 3661)
ContainerType: String
Description: String
DockerfileTemplateData: String
DockerfileTemplateUri: String
ImageOsVersionOverride: String
InstanceConfiguration:
InstanceConfiguration (p. 3664)
KmsKeyId: String
Name: String
ParentImage: String
PlatformOverride: String
Tags:
Key : Value
TargetRepos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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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ContainerRepository (p. 3665)
Version: String
WorkingDirectory: String

Properties
Components
컨테이너 레시피에 포함된 구축 및 테스트용 구성 요소입니다.
Required: 예
Type: ComponentConfiguration (p. 3661)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tainerType
Docker와 같은 컨테이너 유형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OCKER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컨테이너 레시피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ockerfileTemplateData
Dockerfile은 Docker 컨테이너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텍스트 문서이며 내부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
션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템플릿 데이터는 Image Builder가 컨테이너 이미
지 레시피에 따라 빌드 정보 또는 스크립트를 배치하는 컨텍스트 변수로 구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ockerfileTemplateUri
컨테이너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사용할 Dockerfile의 S3 URI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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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OsVersionOverride
소스 이미지의 운영 체제 버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Configuration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 및 테스트하기 위해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옵션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stanceConfiguration (p. 36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msKeyId
대상 리전에 배포할 컨테이너 이미지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KMS 키를 식별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컨테이너 레시피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_A-Za-z-0-9][-_A-Za-z0-9 ]{1,126}[-_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rentImage
컨테이너 레시피의 소스 이미지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latformOverride
사용자 지정 소스 이미지를 사용할 때 운영 체제 플랫폼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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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컨테이너 레시피에 연결되는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rgetRepository
컨테이너 이미지의 대상 리포지토리입니다.
Required: 예
Type: TargetContainerRepository (p. 366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ersion
컨테이너 레시피의 의미 체계 버전입니다.

Note
의미 체계 버전에는 다음 네 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major>.<minor>.<patch>/<build> 처음 세
개의 값을 할당하고 모든 값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할당: 처음 3개 노드에 대해 0을 포함한 모든 양의 정수 값을 상한 2^30-1 또는 1073741823으
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Image Builder는 자동으로 빌드 번호를 할당하며, 이 번호는 업데이트
에 대해 열려 있지 않습니다.
패턴: 할당할 수 있는 노드에 대한 할당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모든 숫자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1.0.0과 같은 소프트웨어 버전 패턴이나 날짜(예: 2021.01.01)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필터링: 의미 체계 버전이 있는 리소스를 검색하거나 참조할 때 와일드카드(x)를 사용하여 결과
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노드에서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첫 번째 와일드카드 오른쪽에
있는 모든 노드도 와일드카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x’ 또는 ‘1.x.x’를 지정하면 목록 결과
를 필터링할 수 있지만 ‘1.x.2’ 및 ‘x.2.x’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빌드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Image Builder가 자동으로 와일드카드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0-9]+\.[0-9]+\.[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WorkingDirectory
구축 및 테스트 워크플로 중에 사용할 작업 디렉터리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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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리소스 ARN을 반환
합니다(예: arn:aws:imagebuilder:us-east-1:123456789012:container-recipe/
mybasicrecipe/2020.12.17).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컨테이너 레시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예: arn:aws:imagebuilder:useast-1:123456789012:container-recipe/mybasicrecipe/2020.12.17.
Name
컨테이너 레시피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제
컨테이너 레시피를 생성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ContainerRecipe 리소스 문서에 대한 스키마를 YAML 및 JSON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YAML
Resources:
ContainerRecipeAllParameters:
Type: 'AWS::ImageBuilder::ContainerRecipe'
Properties:
Name: 'container-recipe-name'
Version: '1.0.0'
ParentImage: !Ref ParentImage
Description: 'description'
ContainerType: 'DOCKER'
Components:
- ComponentArn: !Ref ComponentArn
- ComponentArn: !Ref AnotherComponentArn
TargetRepository:
Service: 'ECR'
RepositoryName: !Ref RepositoryName
DockerfileTemplateData: |
FROM {{{ imagebuilder:parentImage }}}
{{{ imagebuilder:environments }}}
{{{ imagebuilder:components }}}
WorkingDirectory: "dummy-working-directory"
KmsKeyId: !Ref KmsKeyId
Tags:
Usage: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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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s:
OutputContainerRecipeArn:
Value:
'Fn::GetAtt':
- ContainerRecipeAllParameters
- Arn

JSON
{

"Resources": {
"ContainerRecipeAllParameters": {
"Type": "AWS::ImageBuilder::ContainerRecipe",
"Properties": {
"Name": "container-recipe-name",
"Version": "1.0.0",
"ParentImage": {
"Ref": "ParentImage"
},
"Description": "description",
"ContainerType": "DOCKER",
"Components": [
{
"ComponentArn": {
"Ref": "ComponentArn"
}
},
{
"ComponentArn": {
"Ref": "AnotherComponentArn"
}
}
],
"TargetRepository": {
"Service": "ECR",
"RepositoryName": {
"Ref": "RepositoryName"
},
},
"DockerfileTemplateData": "FROM
{{{ imagebuilder:parentImage }}}\n{{{ imagebuilder:environments }}}\n{{{ imagebuilder:components }}}\n
"WorkingDirectory": "dummy-working-directory",
"KmsKeyId": {
"Ref": "KmsKeyId"
},
"Tags": {
"Usage": "Documentation"
}
}
}
},
"Outputs": {
"OutputContainerRecipeArn": {
"Value": {
"Fn::GetAtt": [
"ContainerRecipeAllParameters",
"Arn"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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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ImageBuilder::ContainerRecipe ComponentConfiguration
구성 요소의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ponentArn" : String

YAML
ComponentArn: String

Properties
ComponentArn
구성 요소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rn:aws[^:]*:imagebuilder:[^:]+:(?:[0-9]{12}|aws):component/[a-z0-9_]+/(?:(?:([0-9]+|x)\.([0-9]+|x)\.([0-9]+|x))|(?:[0-9]+\.[0-9]+\.[0-9]+/
[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ImageBuilder::ContainerRecipe EbsInstanceBlockDeviceSpecification
Amazon EBS 특정 블록 디바이스 매핑 사양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leteOnTermination" : Boolean,
"Encrypted" : Boolean,
"Iops" : Integer,
"KmsKeyId" : String,
"SnapshotId" : String,
"VolumeSize" : Integer,
"VolumeType" : String

YAML
DeleteOnTermination: Boolean
Encrypted: Boolean
Iops: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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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KeyId: String
SnapshotId: String
VolumeSize: Integer
VolumeType: String

Properties
DeleteOnTermination
연결된 디바이스 종료 시 삭제를 구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crypted
디바이스 암호화를 구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ops
디바이스 IOPS를 구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00
Maximum: 100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msKeyId
디바이스를 암호화할 때 사용할 KMS 키를 구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napshotId
디바이스 콘텐츠를 정의하는 스냅샷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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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VolumeSize
디바이스의 볼륨 크기를 재정의하는 데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60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olumeType
디바이스의 볼륨 유형을 재정의하는 데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p2 | gp3 | io1 | io2 | sc1 | st1 | standar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ImageBuilder::ContainerRecipe InstanceBlockDeviceMapping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인스턴스에 대한 블록 디바이스 매핑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viceName" : String,
"Ebs" : EbsInstanceBlockDeviceSpecification (p. 3661),
"NoDevice" : String,
"VirtualName" : String

YAML
DeviceName: String
Ebs:
EbsInstanceBlockDeviceSpecification (p. 3661)
NoDevice: String
VirtualName: String

Properties
DeviceName
이러한 매핑이 적용되는 디바이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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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bs
이 매핑에 대한 Amazon EBS 특정 구성을 관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bsInstanceBlockDeviceSpecification (p. 366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oDevice
상위 이미지에서 매핑을 제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irtualName
인스턴스 휘발성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ImageBuilder::ContainerRecipe InstanceConfiguration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고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인스턴스의 사용자 지정 소스 AMI 및 블록 디바이스
매핑 구성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lockDeviceMappings" : [ InstanceBlockDeviceMapping (p. 3663), ... ],
"Image" : String

YAML
BlockDeviceMapp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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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nceBlockDeviceMapping (p. 3663)
Image: String

Properties
BlockDeviceMappings
이 Image Builder AMI에서 인스턴스를 빌드하기 위해 연결할 블록 디바이스를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stanceBlockDeviceMapping (p. 3663)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mage
컨테이너 빌드 및 테스트 인스턴스의 기본 이미지로 사용할 AMI ID입니다. 지정하지 않은 경우 Image
Builder는 적절한 ECS 최적화 AMI를 기본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ImageBuilder::ContainerRecipe TargetContainerRepository
출력 컨테이너 이미지가 저장되는 컨테이너 리포지토리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positoryName" : String,
"Service" : String

YAML
RepositoryName: String
Service: String

Properties
RepositoryName
출력 컨테이너 이미지가 저장되는 컨테이너 리포지토리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 리포지토리 위치가 접
두사로 추가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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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rvice
이 이미지가 등록된 서비스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CR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ImageBuilder::DistributionConfiguration
배포 구성을 사용하면 출력 AMI의 이름과 설명을 지정할 수 있고, AMI를 시작할 권한을 다른 AWS account
에 부여할 수 있으며, AMI를 다른 AWS Regions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AMI를 Amazon S3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mageBuilder::DistributionConfiguration",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Distributions" : [ Distribution (p. 3670), ... ],
"Name" : String,
"Tags" : {Key : Value, ...}
}

YAML
Type: AWS::ImageBuilder::DistributionConfiguration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Distributions:
- Distribution (p. 3670)
Name: String
Tags:
Key : Value

Properties
Description
이 배포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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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tributions
배포 객체의 배열로 형식이 지정된 이 배포 구성의 배포입니다.
Required: 예
Type: Distribution (p. 3670)의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이 배포 구성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_A-Za-z-0-9][-_A-Za-z0-9 ]{1,126}[-_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이 배포 구성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예: arn:aws:imagebuilder:us-west-2:123456789012:distribution-configuration/
myexampledistribution)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이 배포 구성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다음과 같은 패턴이 적용됩니
다: ^arn:aws[^:]*:imagebuilder:[^:]+:(?:\d{12}|aws):(?:image-recipe|
infrastructure-configuration|distribution-configuration|component|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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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ipeline)/[a-z0-9-_]+(?:/(?:(?:x|\d+)\.(?:x|\d+)\.(?:x|\d+))(?:/\d
+)?)?$.
Name
배포 구성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제
AMI에 대한 배포 구성 리소스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YAML 및 JSON 형식 AMI의 배포 구성 리소스 문서에 대한 스키마를 보여줍니다.

YAML
Resources:
DistributionConfigurationAllParameters:
Type: 'AWS::ImageBuilder::DistributionConfiguration'
Properties:
Name: 'distribution-configuration-name'
Description: 'description'
Distributions:
- Region: 'us-west-2'
AmiDistributionConfiguration:
Name: 'ami-distro-config-name-1 {{ imagebuilder:buildDate }}'
Description: 'description'
AmiTags:
AmiTagKey: 'ami-tag-key'
LaunchPermissionConfiguration:
UserGroups:
- 'DummyGroup1'
- 'DummyGroup2'
UserIds:
- '123123123123' # Dummy account Id A
- '321321321321' # Dummy account Id B
LicenseConfigurationArns:
- 'example-license-configuration-arn'
- Region: 'us-east-1'
AmiDistributionConfiguration:
Name: 'ami-distro-config-name-2 {{ imagebuilder:buildDate }}'
Description: 'description'
Tags:
CustomerDistributionConfigTagKey1: 'CustomerDistributionConfigTagValue1'
CustomerDistributionConfigTagKey2: 'CustomerDistributionConfigTagValue2'

JSON
{

"Resources": {
"DistributionConfigurationAllParameters": {
"Type": "AWS::ImageBuilder::DistributionConfiguration",
"Properties": {
"Name": "distribution-configuration-name",
"Description": "description",
"Distributions": [
{
"Region": "us-west-2",
"AmiDistributionConfiguration": {
"Name": "ami-distro-config-name-1
{{ imagebuilder:buildDate }}",
"Description": "description",
"AmiTa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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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TagKey": "ami-tag-key"
},
"LaunchPermissionConfiguration": {
"UserGroups": [
"DummyGroup1",
"DummyGroup2"
],
"UserIds": [
"123123123123",
"321321321321"
]
}

},
{

},
"LicenseConfigurationArns": [
"example-license-configuration-arn"
]

"Region": "us-east-1",
"AmiDistributionConfiguration": {
"Name": "ami-distro-config-name-2
{{ imagebuilder:buildDate }}",
"Description": "description"
}
}
]
},
"Tags": {
"CustomerDistributionConfigTagKey1": "CustomerDistributionConfigTagValue1",
"CustomerDistributionConfigTagKey2": "CustomerDistributionConfigTagValue2"
}
}
}

}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배포 구성 리소스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YAML 및 JSON 형식 컨테이너 이미지의 배포 구성 리소스 문서에 대한 스키마를 보여줍니
다.

YAML
Resources:
DistributionConfigurationAllParameters:
Type: 'AWS::ImageBuilder::DistributionConfiguration'
Properties:
Name: 'distribution-configuration-all-parameters'
Description: 'Distribution configuration template test'
Distributions:
- Region: 'us-west-2'
ContainerDistributionConfiguration:
Description: 'test distribution cfn template'
TargetRepository:
Service: ECR
RepositoryName: 'cfn-test'
ContainerTags:
- 'Tag1'
- 'Tag2'
- Region: 'us-east-1'
ContainerDistributionConfiguration:
Description: 'test distribution cfn template'
TargetRepository:
Service: ECR
RepositoryName: 'cf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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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Tags:
- 'Tag1'
- 'Tag2'

Tags:
DistributionConfigurationTestTagKey1: 'DistributionConfigurationTestTagValue1'
DistributionConfigurationTestTagKey2: 'DistributionConfigurationTestTagValue2'

JSON
{

}

"Resources": {
"DistributionConfigurationAllParameters": {
"Type": "AWS::ImageBuilder::DistributionConfiguration",
"Properties": {
"Name": "distribution-configuration-name",
"Description": "test distribution cfn template",
"Distributions": [
{
"Region": "us-west-2",
"ContainerDistributionConfiguration": {
"Description": "description",
"TargetRepository": {
"Service": "ECR",
"RepositoryName": "cfn-test"
},
"ContainerTags": ["Tag1", "Tag2"]
}
},
{
"Region": "us-east-1",
"ContainerDistributionConfiguration": {
"Description": "description",
"TargetRepository": {
"Service": "ECR",
"RepositoryName": "cfn-test"
},
"ContainerTags": ["Tag1", "Tag2"]
}
}
]
},
"Tags": {
"DistributionConfigurationTestTagKey1": "DistributionConfigurationTestTagValue1",
"DistributionConfigurationTestTagKey2": "DistributionConfigurationTestTagValue2"
}
}
}

참고 항목
• Image Builder 사용 설명서의 배포 구성 생성.

AWS::ImageBuilder::DistributionConfiguration Distribution
배포 구성 배포는 배포 구성에서 특정 리전에 대한 설정을 정의합니다. 배포가 AMI에 대한 것인지 컨테이너
이미지인지 여부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배포에 대해 다음 데이터 유형 중 하나를 정확히 포함합
니다.
• amiDistribution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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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inerDistributionConfiguration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miDistributionConfiguration" : Json,
"ContainerDistributionConfiguration" : Json,
"LaunchTemplateConfigurations" : [ LaunchTemplateConfiguration (p. 3673), ... ],
"LicenseConfigurationArns" : [ String, ... ],
"Region" : String

YAML
AmiDistributionConfiguration: Json
ContainerDistributionConfiguration: Json
LaunchTemplateConfigurations:
- LaunchTemplateConfiguration (p. 3673)
LicenseConfigurationArns:
- String
Region: String

Properties
AmiDistributionConfiguration
시작 권한 및 AMI 태그와 같은 특정 AMI 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예제 스키마를 참조하십시
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tainerDistributionConfiguration
특정 지역에서의 암호화, 라이선스 및 공유에 대한 컨테이너 배포 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예
제 스키마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unchTemplateConfigurations
지정된 계정에 대한 이미지 배포에 적용되는 launchTemplateConfiguration 설정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unchTemplateConfiguration (p. 3673)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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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ConfigurationArns
지정된 리전에서 AMI와 연결할 라이선스 관리자 구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icenseConfiguration
API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on
배포 구성의 대상 리전입니다. 예: eu-west-1.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예제 AmiDistributionConfiguration 스키마
다음 예제는 AmiDistributionConfiguration 속성에 대한 스키마를 YAML 및 JSON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AMI
를 공개하려면 시작 권한 승인 계정을 all로 설정합니다. EC2 ModifyImageAttribute에서 AMI를 공개하는 예
제를 참조하십시오.

YAML
AmiDistributionConfiguration:
Name: 'AmiCopyConfiguration - {{ imagebuilder:buildDate }}'
Description: 'description'
AmiTags:
AmiTagKey: 'AmiTagValue'
LaunchPermissionConfiguration:
UserGroups:
- 'String - group name 1'
- 'String - group name 1'
UserIds:
- 'String - account id 1'
- 'String - account id 2'

JSON
"AmiDistributionConfiguration": {
"Name": "AmiCopyConfiguration - {{ imagebuilder:buildDate }}",
"Description": "description",
"AmiTags": {
"AmiTagKey": "AmiTagValue"
},
"LaunchPermissionConfiguration": {
"UserGroups": [
"GroupNam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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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oupName2"
],
"UserIds": [
"123456789012",
"345678901234"
]

AWS::ImageBuilder::DistributionConfiguration LaunchTemplateConfiguration
특정 계정에 사용할 Amazon EC2 시작 템플릿을 식별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ountId" : String,
"LaunchTemplateId" : String,
"SetDefaultVersion" : Boolean

YAML
AccountId: String
LaunchTemplateId: String
SetDefaultVersion: Boolean

Properties
AccountId
이 구성이 적용되는 계정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0-9]{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unchTemplateId
사용할 Amazon EC2 시작 템플릿을 식별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lt-[a-z0-9-_]{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tDefaultVersion
지정한 Amazon EC2 시작 템플릿을 지정한 계정에 대한 기본 시작 템플릿으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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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mageBuilder::Image
이미지 빌드 버전입니다. 이미지는 특정 IT 표준을 충족하도록 소프트웨어 및 설정으로 사전 설치 및 사전 구
성되어 맞춤화된 안전한 최신 “골든” 서버 이미지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mageBuilder::Image",
"Properties" : {
"ContainerRecipeArn" : String,
"DistributionConfigurationArn" : String,
"EnhancedImageMetadataEnabled" : Boolean,
"ImageRecipeArn" : String,
"ImageTestsConfiguration" : ImageTestsConfiguration (p. 3677),
"InfrastructureConfigurationArn" : String,
"Tags" : {Key : Value, ...}
}

YAML
Type: AWS::ImageBuilder::Image
Properties:
ContainerRecipeArn: String
DistributionConfigurationArn: String
EnhancedImageMetadataEnabled: Boolean
ImageRecipeArn: String
ImageTestsConfiguration:
ImageTestsConfiguration (p. 3677)
InfrastructureConfigurationArn: String
Tags:
Key : Value

Properties
ContainerRecipeArn
이 파이프라인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레시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tributionConfigurationArn
배포 구성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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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Pattern: ^arn:aws[^:]*:imagebuilder:[^:]+:(?:[0-9]{12}|aws):(?:image-recipe|
container-recipe|infrastructure-configuration|distribution-configuration|
component|image|image-pipeline)/[a-z0-9-_]+(?:/(?:(?:x|[0-9]+)\.(?:x|
[0-9]+)\.(?:x|[0-9]+))(?:/[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hancedImageMetadataEnabled
운영 체제(OS) 버전 및 패키지 목록을 포함하여 생성되는 이미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정
보는 EC2 Image Builder를 사용하는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mageRecipeArn
이미지 레시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rn:aws[^:]*:imagebuilder:[^:]+:(?:[0-9]{12}|aws):(?:image-recipe|
container-recipe|infrastructure-configuration|distribution-configuration|
component|image|image-pipeline)/[a-z0-9-_]+(?:/(?:(?:x|[0-9]+)\.(?:x|
[0-9]+)\.(?:x|[0-9]+))(?:/[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mageTestsConfiguration
이미지 테스트 구성 요소에 대한 구성 설정에는 테스트를 해제할 수 있는 토글과 제한 시간 설정이 포함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mageTestsConfiguration (p. 367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frastructureConfigurationArn
이 이미지 파이프라인과 연결된 인프라 구성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이미지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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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ARN입니다(예:
arn:aws:imagebuilder:us-west-2:123456789012:image/my-example-image).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이미지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예: arn:aws:imagebuilder:uswest-2:123456789012:image/mybasicrecipe/2019.12.03/1.
ImageId
Image Builder를 사용 중인 리전에 있는 Amazon EC2 AMI의 AMI ID를 반환합니다.
Name
이미지의 이름을 돌려줍니다.

예제
이미지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Image 리소스 문서의 모든 파라미터에 대한 스키마를 YAML 및 JSON 형식으로 보여줍니
다.

YAML
Resources:
ImageAllParameters:
Type: 'AWS::ImageBuilder::Image'
Properties:
ImageRecipeArn: !Ref ImageRecipeArn
InfrastructureConfigurationArn: !Ref InfrastructureConfigurationArn
DistributionConfigurationArn: !Ref DistributionConfigurationArn
ImageTestsConfiguration:
ImageTestsEnabled: false
TimeoutMinutes: 60
Tags:
CustomerImageTagKey1: 'CustomerImageTagValue1'
CustomerImageTagKey2: 'CustomerImageTagValue2'

JSON
{

"Resources": {
"ImageAllParameters": {
"Type": "AWS::ImageBuilder::Image",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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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mageRecipeArn": {
"Ref": "ImageRecipeArn"
},
"InfrastructureConfigurationArn": {
"Ref": "InfrastructureConfigurationArn"
},
"DistributionConfigurationArn": {
"Ref": "DistributionConfigurationArn"
},
"ImageTestsConfiguration": {
"ImageTestsEnabled": false,
"TimeoutMinutes": 60
},
"Tags": {
"CustomerImageTagKey1": "CustomerImageTagValue1",
"CustomerImageTagKey2": "CustomerImageTagValue2"
}

AWS::ImageBuilder::Image ImageTestsConfiguration
Image Builder를 사용하여 이미지 또는 컨테이너 레시피를 생성하는 경우 최종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
는 빌드 또는 테스트 구성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를 생성하려면 빌드 구성 요소가 하나 이상 있
어야 하지만 테스트 구성 요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추가하면 이미지가 생성된 후 대상 이미지가
작동하고 Amazon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데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가 실행됩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mageTestsEnabled" : Boolean,
"TimeoutMinutes" : Integer

YAML
ImageTestsEnabled: Boolean
TimeoutMinutes: Integer

Properties
ImageTestsEnabled
이 이미지를 빌드할 때 테스트를 실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imeoutMinutes
테스트를 실행하도록 허용되는 최대 시간(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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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60
Maximum: 144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ImageBuilder::ImagePipeline
이미지 파이프라인은 AWS에서 보안 OS 이미지를 빌드하기 위한 자동화 구성입니다. Image Builder 이미지
파이프라인은 이미지 빌드 수명 주기의 빌드, 유효성 검사 및 테스트 단계를 정의하는 이미지 레시피와 연결
됩니다. 이미지 파이프라인을 이미지가 빌드되는 위치를 정의하는 인프라 구성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스
턴스 유형, 서브넷, 보안 그룹, 로깅 및 기타 인프라 관련 구성과 같은 속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 파이프라인을 배포 구성과 연결하여 이미지를 배포할 방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mageBuilder::ImagePipeline",
"Properties" : {
"ContainerRecipeArn" : String,
"Description" : String,
"DistributionConfigurationArn" : String,
"EnhancedImageMetadataEnabled" : Boolean,
"ImageRecipeArn" : String,
"ImageTestsConfiguration" : ImageTestsConfiguration (p. 3682),
"InfrastructureConfigurationArn" : String,
"Name" : String,
"Schedule" : Schedule (p. 3683),
"Status" : String,
"Tags" : {Key : Value, ...}
}

YAML
Type: AWS::ImageBuilder::ImagePipeline
Properties:
ContainerRecipeArn: String
Description: String
DistributionConfigurationArn: String
EnhancedImageMetadataEnabled: Boolean
ImageRecipeArn: String
ImageTestsConfiguration:
ImageTestsConfiguration (p. 3682)
InfrastructureConfigurationArn: String
Name: String
Schedule:
Schedule (p. 3683)
Status: String
Tags:
Key :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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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ontainerRecipeArn
이 파이프라인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레시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이 이미지 파이프 라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tributionConfigurationArn
이 이미지 파이프라인과 연결된 배포 구성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hancedImageMetadataEnabled
운영 체제(OS) 버전 및 패키지 목록을 포함하여 생성되는 이미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정
보는 EC2 Image Builder를 사용하는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RecipeArn
이 이미지 파이프라인과 연결된 이미지 레시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TestsConfiguration
생성된 이미지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지 생성 후 실행되는 이미지 테스트의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mageTestsConfiguration (p. 368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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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ConfigurationArn
이 이미지 파이프라인과 연결된 인프라 구성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이미지 파이프라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_A-Za-z-0-9][-_A-Za-z0-9 ]{1,126}[-_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chedule
이미지 파이프 라인의 일정입니다. 일정은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새 이미지를 생성하는 빈도와 시기를
구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hedule (p. 368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
이미지 파이프라인의 상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이미지 파이프라인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ARN입니
다(예: arn:aws:imagebuilder:us-west-2:123456789012:image-pipeline/
mywindows2016pipeline).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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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이미지 파이프라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예: arn:aws:imagebuilder:uswest-2:123456789012:image-pipeline/mywindows2016pipeline.
Name
이미지 파이프라인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제
이미지 파이프라인을 생성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ImagePipeline 리소스 문서의 모든 파라미터에 대한 스키마를 YAML 및 JSON 형식으로 보
여 줍니다.

YAML
Resources:
ImagePipelineAllParameters:
Type: 'AWS::ImageBuilder::ImagePipeline'
Properties:
Name: 'image-pipeline-name'
Description: 'description'
ImageRecipeArn: !Ref ImageRecipeArn
InfrastructureConfigurationArn: !Ref InfrastructureConfigurationArn
DistributionConfigurationArn: !Ref DistributionConfigurationArn
ImageTestsConfiguration:
ImageTestsEnabled: false
TimeoutMinutes: 90
Schedule:
ScheduleExpression: 'cron(0 0 * * ? *)'
PipelineExecutionStartCondition: 'EXPRESSION_MATCH_ONLY'
Status: 'DISABLED'
Tags:
CustomerImagePipelineTagKey1: 'CustomerImagePipelineTagValue1'
CustomerImagePipelineTagKey2: 'CustomerImagePipelineTagValue2'

JSON
{

"Resources": {
"ImagePipelineAllParameters": {
"Type": "AWS::ImageBuilder::ImagePipeline",
"Properties": {
"Name": "image-pipeline-name",
"Description": "description",
"ImageRecipeArn": {
"Ref": "ImageRecipeArn"
},
"InfrastructureConfigurationArn": {
"Ref": "InfrastructureConfiguration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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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DistributionConfigurationArn": {
"Ref": "DistributionConfigurationArn"
},
"ImageTestsConfiguration": {
"ImageTestsEnabled": false,
"TimeoutMinutes": 90
},
"Schedule": {
"ScheduleExpression": "cron(0 0 * * ? *)",
"PipelineExecutionStartCondition": "EXPRESSION_MATCH_ONLY"
},
"Status": "DISABLED",
"Tags": {
"CustomerImagePipelineTagKey1": "CustomerImagePipelineTagValue1",
"CustomerImagePipelineTagKey2": "CustomerImagePipelineTagValue2"
}

AWS::ImageBuilder::ImagePipeline ImageTestsConfiguration
Image Builder를 사용하여 이미지 또는 컨테이너 레시피를 생성하는 경우 이미지 파이프라인에서 최종 이미
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빌드 또는 테스트 구성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를 생성하려면 빌드 구성
요소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하지만 테스트 구성 요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이미지를 빌드한 후
대상 이미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Amazon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데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
는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mageTestsEnabled" : Boolean,
"TimeoutMinutes" : Integer

YAML
ImageTestsEnabled: Boolean
TimeoutMinutes: Integer

Properties
ImageTestsEnabled
이 이미지를 빌드할 때 테스트를 실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정의합니다. 예: true 또는 fals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Minutes
테스트를 실행하도록 허용되는 최대 시간(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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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60
Maximum: 144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mageBuilder::ImagePipeline Schedule
일정은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새 이미지를 생성하는 빈도와 시기를 구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ipelineExecutionStartCondition" : String,
"ScheduleExpression" : String

YAML
PipelineExecutionStartCondition: String
ScheduleExpression: String

Properties
PipelineExecutionStartCondition
이 조건은 파이프라인이 새 이미지 빌드를 트리거해야 하는 시
기를 구성합니다. pipelineExecutionStartCondition을
EXPRESSION_MATCH_AND_DEPENDENCY_UPDATES_AVAILABLE로 설정하고 이미지 레시피의 소스
이미지 또는 구성 요소에 의미 체계 버전 필터를 사용하면 Image Builder가 의미 체계 버전 필터와 일치
하는 새 버전의 이미지 또는 구성 요소가 레시피에 있는 경우에만 새 이미지를 빌드합니다. 이 항목을
EXPRESSION_MATCH_ONLY로 설정하면 Cron 표현식이 현재 시간과 일치할 때마다 새 이미지를 빌드합
니다. 의미 체계 버전 구문은 Image Builder API 참조의 CreateComponent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XPRESSION_MATCH_AND_DEPENDENCY_UPDATES_AVAILABLE |
EXPRESSION_MATCH_ONL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Expression
cron 표현식은 EC2 Image Builder가 pipelineExecutionStartCondition을 평가하는 빈도를 결정
합니다.
Image Builder에서 cron 표현식의 형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C2 Image Builder에서
cron 표현식 사용을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0-05-15
368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Image Builder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Image Builder 사용 설명서의 이미지 파이프라인 생성.

AWS::ImageBuilder::ImageRecipe
Image Builder 이미지 레시피는 출력 이미지에 대해 원하는 구성을 생성하기 위해 소스 이미지와 소스 이미
지에 적용할 구성 요소를 정의하는 문서입니다. 이미지 레시피를 사용하여 빌드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콘솔
마법사, AWS CLI 또는 API를 사용하여 Image Builder 이미지 레시피를 공유, 브랜치 처리 및 편집할 수 있습
니다. 버전 제어 소프트웨어와 함께 이미지 레시피를 사용하여 버전이 지정된 공유 가능한 이미지 레시피를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mageBuilder::ImageRecipe",
"Properties" : {
"AdditionalInstanceConfiguration" : AdditionalInstanceConfiguration (p. 3688),
"BlockDeviceMappings" : [ InstanceBlockDeviceMapping (p. 3693), ... ],
"Components" : [ ComponentConfiguration (p. 3689),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ParentImage" : String,
"Tags" : {Key : Value, ...},
"Version" : String,
"WorkingDirectory" : String
}

YAML
Type: AWS::ImageBuilder::ImageRecipe
Properties:
AdditionalInstanceConfiguration:
AdditionalInstanceConfiguration (p. 3688)
BlockDeviceMappings:
- InstanceBlockDeviceMapping (p. 3693)
Components:
- ComponentConfiguration (p. 3689)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ParentImage: String
Tags:
Key :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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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String
WorkingDirectory: String

Properties
AdditionalInstanceConfiguration
새 AMI를 생성하기 전에 Image Builder는 임시 Amazon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여 이미지 구성을 빌드
하고 테스트합니다. 인스턴스 구성은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제어 계층을 추가합니다. AMI에서 인스턴스
를 시작할 때 실행할 스크립트를 추가하고 설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dditionalInstanceConfiguration (p. 368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lockDeviceMappings
이 레시피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적용할 블록 디바이스 매핑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stanceBlockDeviceMapping (p. 3693)의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mponents
이미지 레시피의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운로드, 설치, 구성 및 테스트하
기 위한 일련의 단계를 정의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문서입니다. 또한 구성 요소는 유효성 검사 및 보안 강
화 단계를 정의합니다. 구성 요소는 YAML 문서 형식을 사용하여 정의됩니다.
Required: 예
Type: ComponentConfiguration (p. 3689)의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이미지 레시피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이미지 레시피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_A-Za-z-0-9][-_A-Za-z0-9 ]{1,126}[-_A-Za-z-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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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rentImage
이미지 레시피의 상위 이미지입니다. 문자열은 이미지 ARN(SemVer는 괜찮음) 또는 AMI ID여야 합니
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이미지 레시피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ersion
이미지 레시피의 의미 체계 버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0-9]+\.[0-9]+\.[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WorkingDirectory
빌드 및 테스트 워크플로우 중에 사용할 작업 디렉터리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ARN입
니다(예: arn:aws:imagebuilder:us-east-1:123456789012:image-recipe/
mybasicrecipe/2019.12.03).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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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이미지 레시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예: arn:aws:imagebuilder:useast-1:123456789012:image-recipe/mybasicrecipe/2019.12.03.
Name
이미지 레시피의 이름입니다.

예제
이미지 레시피 생성
다음 예는 ImageRecipe 리소스 문서의 모든 파라미터에 대한 스키마를 YAML 및 JSON 형식으로 보여줍니
다.

YAML
Resources:
ImageRecipeAllParameters:
Type: 'AWS::ImageBuilder::ImageRecipe'
Properties:
Name: 'image-recipe-name'
Version: '1.0.0'
ParentImage: !Ref ParentImage
Description: 'description'
Components:
- ComponentArn: !Ref ComponentArn
- ComponentArn: !Ref AnotherComponentArn
BlockDeviceMappings:
- DeviceName: "device-name"
VirtualName: "virtual-name"
Ebs:
DeleteOnTermination: true
Encrypted: true
Iops: 100
KmsKeyId: !Ref KmsKeyId
SnapshotId: "snapshot-id"
VolumeType: "gp2"
VolumeSize: 100
Tags:
CustomerImageRecipeTagKey1: 'CustomerImageRecipeTagValue1'
CustomerImageRecipeTagKey2: 'CustomerImageRecipeTagValue2'

JSON
{

"Resources": {
"ImageRecipeAllParameters": {
"Type": "AWS::ImageBuilder::ImageRecipe",
"Properties": {
"Name": "image-recipe-name",
"Versio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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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ParentImage": {
"Ref": "ParentImage"
},
"Description": "description",
"Components": [
{
"ComponentArn": {
"Ref": "ComponentArn"
}
},
{
"ComponentArn": {
"Ref": "AnotherComponentArn"
}
}
],
"BlockDeviceMappings": [
{
"DeviceName": "device-name",
"VirtualName": "virtual-name",
"Ebs": {
"DeleteOnTermination": true,
"Encrypted": true,
"Iops": 100,
"KmsKeyId": {
"Ref": "KmsKeyId"
},
"SnapshotId": "snapshot-id",
"VolumeType": "gp2",
"VolumeSize": 100
}
}
],
"Tags": {
"CustomerImageRecipeTagKey1": "CustomerImageRecipeTagValue1",
"CustomerImageRecipeTagKey2": "CustomerImageRecipeTagValue2"
}

참고 항목
• Image Builder 사용 설명서의 기본 이미지 레시피 생성.

AWS::ImageBuilder::ImageRecipe AdditionalInstanceConfiguration
이러한 설정은 인프라 구성 외에도 빌드 인스턴스에 대한 추가 제어 계층을 제공합니다. Image Builder가
SSM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인스턴스의 경우 생성한 AMI에 대해 해당 에이전트를 유지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빌드 인스턴스에 대해 시작 시 실행할 명령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SystemsManagerAgent" : SystemsManagerAgent (p. 3694),
"UserDataOverrid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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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SystemsManagerAgent:
SystemsManagerAgent (p. 3694)
UserDataOverride: String

Properties
SystemsManagerAgent
빌드 인스턴스의 SSM 에이전트에 대한 설정을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ystemsManagerAgent (p. 369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DataOverride
이 속성을 사용하여 빌드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실행할 명령 또는 명령 스크립트를 제공합니다.

Note
userDataOverride 속성은 Image Builder에서 Linux 빌드 인스턴스에 SSM이 설치되도록 하기
위해 추가한 모든 명령을 대체합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재정의하는 경우 소스 이미지에 SSM이
사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SSM을 설치하기 위한 명령을 추가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1847
Pattern: ^(?:[A-Za-z0-9+/]{4})*(?:[A-Za-z0-9+/]{2}==|[A-Za-z0-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mageBuilder::ImageRecipe ComponentConfiguration
구성 요소의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ponentArn" : String,
"Parameters" : [ ComponentParameter (p. 3690), ... ]

YAML
Component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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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 ComponentParameter (p. 3690)

Properties
ComponentArn
구성 요소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rn:aws[^:]*:imagebuilder:[^:]+:(?:[0-9]{12}|aws):component/[a-z0-9_]+/(?:(?:([0-9]+|x)\.([0-9]+|x)\.([0-9]+|x))|(?:[0-9]+\.[0-9]+\.[0-9]+/
[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rameters
특정 레시피에 대해 구성 요소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파라미터 설정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mponentParameter (p. 3690)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ImageBuilder::ImageRecipe ComponentParameter
명명된 구성 요소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키/값 페어를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 : [ String, ... ]

YAML
Name: String
Value:
- String

Properties
Name
설정할 구성 요소 파라미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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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256
Pattern: [^\x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ue
명명된 구성 요소 파라미터의 값을 설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ImageBuilder::ImageRecipe EbsInstanceBlockDeviceSpecification
이미지 레시피 EBS 인스턴스 블록 디바이스 사양에는 이미지에 대한 Amazon EBS 특정 블록 디바이스 매핑
사양이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leteOnTermination" : Boolean,
"Encrypted" : Boolean,
"Iops" : Integer,
"KmsKeyId" : String,
"SnapshotId" : String,
"VolumeSize" : Integer,
"VolumeType" : String

YAML
DeleteOnTermination: Boolean
Encrypted: Boolean
Iops: Integer
KmsKeyId: String
SnapshotId: String
VolumeSize: Integer
VolumeType: String

Properties
DeleteOnTermination
연결된 디바이스의 종료 시 삭제를 구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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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rypted
디바이스 암호화를 구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ops
디바이스 IOPS를 구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00
Maximum: 100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msKeyId
디바이스를 암호화할 때 사용할 KMS 키를 구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napshotId
디바이스 콘텐츠를 정의하는 스냅샷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olumeSize
디바이스의 볼륨 크기를 재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60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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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Type
디바이스의 볼륨 유형을 재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p2 | gp3 | io1 | io2 | sc1 | st1 | standar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ImageBuilder::ImageRecipe InstanceBlockDeviceMapping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인스턴스에 대한 블록 디바이스 매핑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viceName" : String,
"Ebs" : EbsInstanceBlockDeviceSpecification (p. 3691),
"NoDevice" : String,
"VirtualName" : String

YAML
DeviceName: String
Ebs:
EbsInstanceBlockDeviceSpecification (p. 3691)
NoDevice: String
VirtualName: String

Properties
DeviceName
이러한 매핑이 적용되는 디바이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bs
이 매핑에 대한 Amazon EBS 특정 구성을 관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bsInstanceBlockDeviceSpecification (p. 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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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NoDevice
상위 이미지에서 매핑을 제거하려면 빈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NoDevice 필드에 있는 빈 문자열 값의 예입니다.
NoDevic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irtualName
인스턴스 휘발성 디바이스를 관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ImageBuilder::ImageRecipe SystemsManagerAgent
빌드 인스턴스의 SSM 에이전트에 대한 설정을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UninstallAfterBuild" : Boolean

YAML
UninstallAfterBuild: Boolean

Properties
UninstallAfterBuild
새 AMI를 생성하기 전에 SSM 에이전트를 최종 빌드 이미지에서 제거할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이 값을
true로 설정하면 최종 이미지에서 에이전트가 제거됩니다. false로 설정된 경우 에이전트는 새 AMI에 포
함되도록 안에 남아 있습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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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ImageBuilder::InfrastructureConfiguration
인프라 구성을 사용하면 이미지를 빌드하고 테스트할 인프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구성에서 인스턴
스와 연결할 인스턴스 유형, 서브넷 및 보안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Amazon EC2 키 페어를 이미지
빌드에 사용된 인스턴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빌드가 실패하고 terminateInstanceOnFailure를
false로 설정한 경우 인스턴스에 로그온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mageBuilder::InfrastructureConfiguration",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InstanceProfileName" : String,
"InstanceTypes" : [ String, ... ],
"KeyPair" : String,
"Logging" : Logging (p. 3699),
"Name" : String,
"ResourceTags" : {Key : Value, ...},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nsTopicArn" : String,
"SubnetId" : String,
"Tags" : {Key : Value, ...},
"TerminateInstanceOnFailure" : Boolean
}

YAML
Type: AWS::ImageBuilder::InfrastructureConfiguration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InstanceProfileName: String
InstanceTypes:
- String
KeyPair: String
Logging:
Logging (p. 3699)
Name: String
ResourceTags:
Key : Value
SecurityGroupIds:
- String
SnsTopicArn: String
SubnetId: String
Tags:
Key : Value
TerminateInstanceOnFailure: Boolean

Properties
Description
인프라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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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ProfileName
인프라 구성의 인스턴스 프로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Types
인프라 구성의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Pair
인프라 구성의 Amazon EC2 키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ing
로깅 구성은 Image Builder가 로그를 업로드하는 위치를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gging (p. 36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인프라 구성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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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_A-Za-z-0-9][-_A-Za-z0-9 ]{1,126}[-_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Tags
Image Builder에서 만든 리소스에 연결된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Ids
인프라 구성의 보안 그룹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sTopicArn
인프라 구성에 대한 SNS 주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
인프라 구성의 서브넷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인프라 구성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rminateInstanceOnFailure
인프라 구성의 구성 실패 시 인스턴스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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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ARN입니다(예:
arn:aws:imagebuilder:us-west-2:123456789012:infrastructure-configuration/myexample-infrastructure).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인프라 구성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다음과 같은 패턴이 적용됩니다:
^arn:aws[^:]*:imagebuilder:[^:]+:(?:\d{12}|aws):(?:image-recipe|
infrastructure-configuration|distribution-configuration|component|image|
image-pipeline)/[a-z0-9-_]+(?:/(?:(?:x|\d+)\.(?:x|\d+)\.(?:x|\d+))(?:/\d
+)?)?$.
Name
인프라 구성의 이름입니다.

예제
인프라 구성을 생성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JSON 및 YAML 형식 InfrastructureConfiguration 리소스 문서의 모든 파라미터에 대한 스키
마를 보여줍니다.

JSON
{

"Resources": {
"InfrastructureConfigurationAll": {
"Type": "AWS::ImageBuilder::InfrastructureConfiguration",
"Properties": {
"Name": "infrastructure-configuration-name",
"InstanceProfileName": "instance-profile-name",
"Description": "description",
"InstanceTypes": [
"m4.large",
"m5.large"
],
"KeyPair": "key-pair",
"Logg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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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Logs": {
"S3BucketName": "imagebuilder-logging-bucket",
"S3KeyPrefix": "imagebuilder-bucket-prefix"
}
},
"SnsTopicArn": {
"Ref": "SnsTopicArn"
},
"TerminateInstanceOnFailure": true,
"SecurityGroupIds": [
"security-group-id-1",
"security-group-id-2"
],
"SubnetId": "subnet-id",
"Tags": {
"CustomerInfraConfigTagKey1": "CustomerInfraConfigTagValue1",
"CustomerInfraConfigTagKey2": "CustomerInfraConfigTagValue2"
}

}
}

}

}

YAML
Resources:
InfrastructureConfigurationAll:
Type: 'AWS::ImageBuilder::InfrastructureConfiguration'
Properties:
Name: 'infrastructure-configuration-name'
InstanceProfileName: 'instance-profile-name'
Description: 'description'
InstanceTypes:
- 'm4.large'
- 'm5.large'
KeyPair: 'key-pair'
Logging:
S3Logs:
S3BucketName: 'imagebuilder-logging-bucket'
S3KeyPrefix: 'imagebuilder-bucket-prefix'
SnsTopicArn: !Ref SnsTopicArn
TerminateInstanceOnFailure: true
SecurityGroupIds:
- 'security-group-id-1'
- 'security-group-id-2'
SubnetId: 'subnet-id'
Tags:
CustomerInfraConfigTagKey1: 'CustomerInfraConfigTagValue1'
CustomerInfraConfigTagKey2: 'CustomerInfraConfigTagValue2'

AWS::ImageBuilder::InfrastructureConfiguration Logging
로깅 구성은 Image Builder에서 로그를 업로드하는 위치를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S3Logs" : S3Logs (p. 3700)

API 버전 2010-05-15
369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Image Builder
}

YAML
S3Logs:
S3Logs (p. 3700)

Properties
S3Logs
Amazon S3 로깅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Logs (p. 37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mageBuilder::InfrastructureConfiguration S3Logs
Amazon S3 로깅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BucketName" : String,
"S3KeyPrefix" : String

YAML
S3BucketName: String
S3KeyPrefix: String

Properties
S3BucketName
로그를 저장할 Amazon S3 버킷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KeyPrefix
로그를 저장할 Amazon S3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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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Systems Manager Incident Manage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SSMIncidents::ReplicationSet (p. 3701)
• AWS::SSMIncidents::ResponsePlan (p. 3703)

AWS::SSMIncidents::ReplicationSet
AWS::SSMIncidents::ReplicationSet 리소스는 Incident Manager 데이터가 복제될 리전 세트와 데이
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KMS 키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SMIncidents::ReplicationSet",
"Properties" : {
"DeletionProtected" : Boolean,
"Regions" : [ ReplicationRegion (p. 3702), ... ]
}

YAML
Type: AWS::SSMIncidents::ReplicationSet
Properties:
DeletionProtected: Boolean
Regions:
- ReplicationRegion (p. 3702)

Properties
DeletionProtected
복제 세트 삭제 방지가 활성화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삭제 방지가 활성화된 경우 복제 세트의 마지
막 리전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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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ons
복제 세트의 리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ReplicationRegion (p. 370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Incidents::ReplicationSet RegionConfiguration
RegionConfiguration 속성은 복제 세트에 추가할 리전 및 KMS 키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seKmsKeyId" : String

YAML
SseKmsKeyId: String

Properties
SseKmsKeyId
복제 세트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할 KMS 키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Incidents::ReplicationSet ReplicationRegion
ReplicationRegion 속성 유형은 복제 세트에 추가할 리전 및 KMS 키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gionConfiguration" : RegionConfiguration (p. 3702),
"Region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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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RegionConfiguration:
RegionConfiguration (p. 3702)
RegionName: String

Properties
RegionConfiguration
리전 구성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gionConfiguration (p. 37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onName
복제 세트에 추가할 리전 이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Incidents::ResponsePlan
AWS::SSMIncidents::ResponsePlan 리소스는 인시던트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응답 계획의 세부 정보
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SMIncidents::ResponsePlan",
"Properties" : {
"Actions" : [ Action (p. 3705), ... ],
"ChatChannel" : ChatChannel (p. 3706),
"DisplayName" : String,
"Engagements" : [ String, ... ],
"IncidentTemplate" : IncidentTemplate (p. 3706),
"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SSMIncidents::ResponsePlan
Properties:
Actions:
- Action (p. 3705)
Chat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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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Channel (p. 3706)
DisplayName: String
Engagements:
- String
IncidentTemplate:
IncidentTemplate (p. 3706)
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ctions
인시던트 시작 시 응답 계획이 시작하는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tion (p. 3705)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hatChannel
인시던트 중 협업에 사용되는 AWS Chatbot 채팅 채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hatChannel (p. 370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playName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작성된 응답 계획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gagements
인시던트 중에 응답 계획이 연결되는 연락처 및 에스컬레이션 계획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identTemplate
이 응답 계획을 사용할 때 인시던트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세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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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IncidentTemplate (p. 370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응답 계획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Incidents::ResponsePlan Action
Action 속성 유형은 시작할 구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smAutomation" : SsmAutomation (p. 3709)

YAML
SsmAutomation:
SsmAutomation (p. 3709)

Properties
SsmAutomation
인시던트 중에 Runbook으로 사용될 Systems Manager 자동화 문서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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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SsmAutomation (p. 37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Incidents::ResponsePlan ChatChannel
인시던트 중 협업에 사용되는 AWS Chatbot 채팅 채널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hatbotSns" : [ String, ... ]

YAML
ChatbotSns:
- String

Properties
ChatbotSns
AWS Chatbot이 채팅 채널에 인시던트에 대한 업데이트를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SNS 대상입니다. SNS
주제를 사용하여 채팅 채널을 통해 인시던트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Incidents::ResponsePlan IncidentTemplate
IncidentTemplate 속성 유형은 이 응답 계획을 사용할 때 인시던트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DedupeString" : String,
"Impact" : Integer,
"NotificationTargets" : [ NotificationTargetItem (p. 3708), ... ],
"Summary"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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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String

YAML
DedupeString:
String
Impact: Integer
NotificationTargets:
- NotificationTargetItem (p. 3708)
Summary: String
Title: String

Properties
DedupeString
인시던트에 대해 하나의 인시던트 레코드만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pact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의합니다. 영향을 제공하면 응답 계획에서 제공하는 영향을 덮어씁니다.

가능성 있는 영향:
• 1 - 심각한 영향, 일반적으로 모든 고객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전체 애플리케이션 오류와 관련이 있
습니다.
• 2 - 높은 영향. 많은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적인 애플리케이션 오류입니다.
• 3 - 중간 영향. 애플리케이션이 고객에게 축소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4 - 낮은 영향. 고객은 아직 이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5 - 영향 없음. 고객이 현재는 영향을 받고 있지 않지만 영향을 피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icationTargets
AWS Chatbot이 채팅 채널에 인시던트에 대한 업데이트를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SNS 대상입니다. SNS
주제를 사용하여 채팅 채널을 통해 인시던트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otificationTargetItem (p. 37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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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mmary
요약은 인시던트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4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tle
인시던트 제목은 간략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Incidents::ResponsePlan NotificationTargetItem
AWS Chatbot이 인시던트 채팅 채널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SNS 주제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nsTopicArn" : String

YAML
SnsTopicArn: String

Properties
SnsTopicArn
SNS 주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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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0
Maximum: 1000
Pattern: ^arn:aws(-cn|-us-gov)?:[a-z0-9-]*:[a-z0-9-]*:([0-9]{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Incidents::ResponsePlan SsmAutomation
SsmAutomation 속성 유형은 인시던트 동안 Runbook으로 사용될 Systems Manager 자동화 문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ocumentName" : String,
"DocumentVersion" : String,
"Parameters" : [ SsmParameter (p. 3710), ... ],
"RoleArn" : String,
"TargetAccount" : String

YAML
DocumentName: String
DocumentVersion: String
Parameters:
- SsmParameter (p. 3710)
RoleArn: String
TargetAccount: String

Properties
DocumentName
자동화 문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a-zA-Z0-9_\-.:/]{3,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cumentVersion
실행 시 사용할 자동화 문서의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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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자동화 문서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키-값 쌍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smParameter (p. 371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명령을 실행할 때 자동화 문서가 맡을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00
Pattern: ^arn:aws(-cn|-us-gov)?:iam::([0-9]{12})?:ro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Account
자동화 문서가 실행될 계정입니다. 이는 관리 계정 또는 애플리케이션 계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MPACTED_ACCOUNT | RESPONSE_PLAN_OWNER_ACCOU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Incidents::ResponsePlan SsmParameter
자동화 문서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키-값 쌍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s" : [ String, ... ]

YAML
Key: String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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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Properties
Key
자동화 문서를 실행할 때 사용할 키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자동화 문서를 실행할 때 사용할 값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ident Manager 연락처
리소스 유형
• AWS::SSMContacts::Contact (p. 3711)
• AWS::SSMContacts::ContactChannel (p. 3716)

AWS::SSMContacts::Contact
AWS::SSMContacts::Contact 리소스는 연락처 또는 에스컬레이션 계획을 지정합니다. Incident
Manager 연락처는 응답자 참여 및 상호 작용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작업 및 데이터 유형의 하위 세
트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SMContacts::Contact",
"Properties" : {
"Alias" : String,
"DisplayName" : String,
"Plan" : [ Stage (p. 3715), ... ],
"Type" : String
}

YAML
Type: AWS::SSMContacts::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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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lias: String
DisplayName: String
Plan:
- Stage (p. 3715)
Type: String

Properties
Alias
연락처 또는 에스컬레이션 계획의 고유하고 식별 가능한 별칭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isplayName
연락처 또는 에스컬레이션 계획의 전체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5
Pattern: ^[\p{L}\p{Z}\p{N}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lan
스테이지 목록입니다. 연락처에는 지정된 연락처 채널에 연락하는 스테이지가 포함된 계약 계획이 있습
니다. 에스컬레이션 계획은 지정된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스테이지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Stage (p. 371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연락처 유형을 나타냅니다. 단일 연락처는 PERSONAL 유형이고 에스컬레이션 계획은 ESCALATION 유
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SCALATION |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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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의 ARN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Contact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ssm-contacts:uswest-2:123456789012:contact/contactalias).

AWS::SSMContacts::Contact ChannelTargetInfo
Incident Manager가 연락처 연계에 사용하는 연락처 채널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hannelId" : String,
"RetryIntervalInMinutes" : Integer

YAML
ChannelId: String
RetryIntervalInMinutes: Integer

Properties
ChannelId
연락 채널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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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arn:(aws|aws-cn|aws-us-gov):ssm-contacts:[-\w+=\/,.@]*:[0-9]+:([\w+=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ryIntervalInMinutes
연계가 초기에 실패할 경우 연계 전송을 재시도하기 전에 대기할 시간(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Contacts::Contact ContactTargetInfo
Incident Manager가 인시던트 중에 관계되고 있는 연락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actId" : String,
"IsEssential" : Boolean

YAML
ContactId: String
IsEssential: Boolean

Properties
ContactId
연락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aws|aws-cn|aws-us-gov):ssm-contacts:[-\w+=\/,.@]*:[0-9]+:([\w+=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sEssential
연락처의 확인 후 계획의 단계 진행을 중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울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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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Contacts::Contact Stage
Stage 속성 유형은 에스컬레이션 계획 또는 참여 계획이 지정된 연락처 또는 연락 방법에 관계되는 설정 시
간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urationInMinutes" : Integer,
"Targets" : [ Targets (p. 3715), ... ]

YAML
DurationInMinutes: Integer
Targets:
- Targets (p. 3715)

Properties
DurationInMinutes
다음 단계를 시작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대상이 지정된 경우에만 기간을 0으로 설정할 수 있습
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s
에스컬레이션 계획 또는 참여 계획이 관계되는 연락처 또는 연락 방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rgets (p. 3715) 목록 (p. 371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Contacts::Contact Targets
참여 중인 연락처 또는 연락처 채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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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hannelTargetInfo" : ChannelTargetInfo (p. 3713),
"ContactTargetInfo" : ContactTargetInfo (p. 3714)

YAML
ChannelTargetInfo:
ChannelTargetInfo (p. 3713)
ContactTargetInfo:
ContactTargetInfo (p. 3714)

Properties
ChannelTargetInfo
연락처 채널 Incident Manager에 대한 정보가 관계되고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hannelTargetInfo (p. 37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tactTargetInfo
Incident Manager가 인시던트 중에 관계되고 있는 연락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tactTargetInfo (p. 371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Contacts::ContactChannel
AWS::SSMContacts::ContactChannel 리소스는 Incident Manager가 연락처를 참여시키는 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락처 채널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SSMContacts::ContactChannel",
"Properties" : {
"ChannelAddress" : String,
"ChannelName" : String,
"ChannelType" : String,
"ContactId" : String,
"DeferActivation" :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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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Type: AWS::SSMContacts::ContactChannel
Properties:
ChannelAddress: String
ChannelName: String
ChannelType: String
ContactId: String
DeferActivation: Boolean

Properties
ChannelAddress
Incident Manager가 연락처 채널을 연결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세부 정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hannelName
연락처 채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p{L}\p{Z}\p{N}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hannelType
연락처 채널의 유형입니다. Incident Manager는 다음 3가지 연락 방법을 지원합니다.
• SMS
• 음성
• EMAIL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MAIL | SMS | VOIC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tactId
연락처 채널을 추가할 연락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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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aws|aws-cn|aws-us-gov):ssm-contacts:[-\w+=\/,.@]*:[0-9]+:([\w+=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ferActivation
나중에 채널을 활성화하려는 경우 활성화를 연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Incident Manager는 활성
화될 때까지 연락처 채널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의 ARN입니다(예:
arn:aws:ssm-contacts:us-west-2:123456789012:contact-channel/contactalias/
cec1bb12-34f5-6789-a1ee-e1ca2345d6f7).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ContactChannel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mazon Inspecto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Inspector::AssessmentTarget (p. 3718)
• AWS::Inspector::AssessmentTemplate (p. 3720)
• AWS::Inspector::ResourceGroup (p. 3723)

AWS::Inspector::AssessmentTarget
AWS::Inspector::AssessmentTarget 리소스는 평가 실행 중에 분석될 Amazon EC2 인스턴스를 지정
하는 Amazon Inspector 평가 대상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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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nspector::AssessmentTarget",
"Properties" : {
"AssessmentTargetName" : String,
"ResourceGroupArn" : String
}

YAML
Type: AWS::Inspector::AssessmentTarget
Properties:
AssessmentTargetName: String
ResourceGroupArn: String

Properties
AssessmentTargetName
Amazon Inspector 평가 대상 이름. 이름은 AWS account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4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GroupArn
평가 대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리소스 그룹을 지정하는 ARN입니다. resourceGroupArn이 지정되
지 않은 경우 현재 AWS account과 리전의 모든 EC2 인스턴스가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새로운 평가 대상의 ResourceGroupArn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
환됩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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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평가 대상과 연결된 리소스 그룹을 지정하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제
Amazon Inspector 평가 대상 리소스 선언
다음 예에서는 Amazon Inspector 평가 대상을 생성하기 위해 AWS::Inspector::AssessmentTarget 리
소스를 선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myassessmenttarget": {
"Type": "AWS::Inspector::AssessmentTarget",
"Properties": {
"AssessmentTargetName" : "MyAssessmentTarget",
"ResourceGroupArn" : "arn:aws:inspector:us-west-2:123456789012:resourcegroup/0AB6DMKnv"
}
}

YAML
myassessmenttarget:
Type: AWS::Inspector::AssessmentTarget
Properties:
AssessmentTargetName : "MyAssessmentTarget"
ResourceGroupArn : "arn:aws:inspector:us-west-2:123456789012:resourcegroup/0AB6DMKnv"

AWS::Inspector::AssessmentTemplate
AWS::Inspector::AssessmentTemplate 리소스는 평가 실행 및 관련 구성에 의해 평가될 Inspector 평
가 대상을 지정하는 Amazon Inspector 평가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Inspector::AssessmentTemplate",
"Properties" : {
"AssessmentTargetArn" : String,
"AssessmentTemplate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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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rationInSeconds" : Integer,
"RulesPackageArns" : [ String, ... ],
"UserAttributesForFindings" : [ Tag, ... ]

YAML
Type: AWS::Inspector::AssessmentTemplate
Properties:
AssessmentTargetArn: String
AssessmentTemplateName: String
DurationInSeconds: Integer
RulesPackageArns:
- String
UserAttributesForFindings:
- Tag

Properties
AssessmentTargetArn
이 평가 템플릿에 포함되는 평가 대상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ssessmentTemplateName
만들려는 평가 템플릿을 식별하는 사용자 정의 이름입니다. 동일한 평가 대상에 대해 평가 템플릿을 여
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특정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평가 템플릿의 이름은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4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urationInSeconds
평가 실행 기간입니다(초).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80
Maximum: 864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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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PackageArns
평가 템플릿에 사용하려는 규칙 패키지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rAttributesForFindings
이 평가 템플릿을 사용하는 평가 실행에서 생성된 결과 모두에 대해 할당되는 사용자 정의 속성입니다.
평가 템플릿 내에서 각 키는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1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새 평가 템플릿의 AssessmentTargetArn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
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생성된 평가 템플릿을 지정하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제
Amazon Inspector 평가 템플릿 리소스 선언
다음 예에서는 Amazon Inspector 평가 템플릿을 생성하기 위해
AWS::Inspector::AssessmentTemplate 리소스를 선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myassessmenttemplate": {
"Type": "AWS::Inspector::AssessmentTemplate",
"Properties": {
"AssessmentTargetArn": "arn:aws:inspector:us-west-2:123456789012:target/0nvgVha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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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rationInSeconds": 180,
"AssessmentTemplateName": "MyAssessmentTemplate",
"RulesPackageArns": [
"arn:aws:inspector:us-west-2:758058086616:rulespackage/0-11B9DBXp"
],
"UserAttributesForFindings": [
{
"Key": "Example",
"Value": "example"
}
]

YAML
myassessmenttemplate:
Type: AWS::Inspector::AssessmentTemplate
Properties:
AssessmentTargetArn: "arn:aws:inspector:us-west-2:123456789012:target/0-nvgVhaxX"
AssessmentTemplateName: MyAssessmentTemplate
DurationInSeconds: 180
RulesPackageArns:
- "arn:aws:inspector:us-west-2:758058086616:rulespackage/0-11B9DBXp"
UserAttributesForFindings:
Key: Example
Value: example

AWS::Inspector::ResourceGroup
AWS::Inspector::Resource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Inspector 리소스 그룹을 생성합니다.
리소스 그룹은 (쿼리를 보낼 때)평가 대상인 AWS 리소스를 식별하는 태그 세트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nspector::ResourceGroup",
"Properties" : {
"ResourceGroupTags" : [ Tag, ... ]
}

YAML
Type: AWS::Inspector::ResourceGroup
Properties:
ResourceGroupTags:
- Tag

Properties
ResourceGroupTags
리소스 그룹과 연결될 태그(키 및 값 페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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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Tag 목록
Maximum: 1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새 리소스 그룹의 ARN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생성된 리소스 그룹을 지정하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제
Amazon Inspector 리소스 그룹 리소스 선언
다음 예에서는 Amazon Inspector 리소스 그룹을 생성하기 위해 AWS::Inspector::ResourceGroup 리
소스를 선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myresourcegroup": {
"Type": "AWS::Inspector::ResourceGroup",
"Properties": {
"ResourceGroupTags": [
{
"Key": "Name",
"Value": "example"
}
]
}
}

YAML
myresourcegroup:
Type: "AWS::Inspector::ResourceGroup"
Properties:
ResourceGroupTags:
- Key: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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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example"

AWS IoT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IoT::AccountAuditConfiguration (p. 3725)
• AWS::IoT::Authorizer (p. 3734)
• AWS::IoT::Certificate (p. 3736)
• AWS::IoT::CustomMetric (p. 3738)
• AWS::IoT::Dimension (p. 3740)
• AWS::IoT::DomainConfiguration (p. 3742)
• AWS::IoT::FleetMetric (p. 3747)
• AWS::IoT::MitigationAction (p. 3750)
• AWS::IoT::Policy (p. 3757)
• AWS::IoT::PolicyPrincipalAttachment (p. 3759)
• AWS::IoT::ProvisioningTemplate (p. 3761)
• AWS::IoT::ScheduledAudit (p. 3764)
• AWS::IoT::SecurityProfile (p. 3767)
• AWS::IoT::Thing (p. 3779)
• AWS::IoT::ThingPrincipalAttachment (p. 3783)
• AWS::IoT::TopicRule (p. 3785)
• AWS::IoT::TopicRuleDestination (p. 3823)

AWS::IoT::AccountAuditConfiguration
AWS::IoT::AccountAuditConfigu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계정에 대한 Device Defender 감사 설정
을 구성하거나 재구성합니다. 설정에는 감사 알림을 전송하는 방법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된 감사 점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PI 참조는 UpdateAccountAuditConfiguration을 참조하고 사용 가능한 모든 감사 검사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사 검사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IoT::AccountAuditConfiguration",
"Properties" : {
"AccountId" : String,
"AuditCheckConfigurations" : AuditCheckConfigurations (p. 3729),
"AuditNotificationTargetConfigurations" : AuditNotificationTargetConfigurations (p. 3733),
"RoleArn" : String
}

}

YAML
Type: AWS::IoT::AccountAuditConfiguration

API 버전 2010-05-15
372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Properties:
AccountId: String
AuditCheckConfigurations:
AuditCheckConfigurations (p. 3729)
AuditNotificationTargetConfigurations:
AuditNotificationTargetConfigurations (p. 3733)
RoleArn: String

Properties
AccountId
계정의 ID입니다. !Sub "${AWS::AccountId}" 표현식을 사용하여 계정 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uditCheckConfigurations
이 계정에 대해 활성화 및 비활성화된 감사 점검을 지정합니다.
특정 점검이 활성화된 경우 일부 데이터 수집이 즉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점검이 비활성화되면 점검
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집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검사를 비활성화하려면 Enabled: 키 값을
false로 설정합니다.
활성화된 검사가 템플릿에서 제거되면 비활성화됩니다.
예정된 감사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검사를 비활성화하려면 예정된 감
사에서 점검을 삭제하거나 예정된 감사 자체를 삭제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감사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IoT::AccountAuditConfiguration
AuditCheckConfigurations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AuditCheckConfigurations (p. 37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ditNotificationTargetConfigurations
감사 알림을 전송할 대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tNotificationTargetConfigurations (p. 373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감사를 수행할 때 필요에 따라 AWS IoT에 디바이스, 정책, 인증서 및 기타 항목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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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계정 ID입니다.

예제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Web Services IoT AccountAuditConfiguration Sample Template",
"Resources": {
"MyAccountAuditConfiguration": {
"Type": "AWS::IoT::AccountAuditConfiguration",
"Properties": {
"AccountId": "${AWS::AccountId}",
"AuditCheckConfigurations": {
"AuthenticatedCognitoRoleOverlyPermissiveCheck": {
"Enabled": true
},
"CaCertificateExpiringCheck": {
"Enabled": true
},
"CaCertificateKeyQualityCheck": {
"Enabled": true
},
"ConflictingClientIdsCheck": {
"Enabled": true
},
"DeviceCertificateExpiringCheck": {
"Enabled": true
},
"DeviceCertificateKeyQualityCheck": {
"Enabled": true
},
"DeviceCertificateSharedCheck": {
"Enabled": true
},
"IotPolicyOverlyPermissiveCheck": {
"Enabled": true
},
"IotRoleAliasAllowsAccessToUnusedServicesCheck": {
"Enabled": true
},
"IotRoleAliasOverlyPermissiveCheck": {
"Enabled": true
},
"LoggingDisabledCheck": {
"Enabled": true
},
"RevokedCaCertificateStillActiveCheck": {
"Enabled": true
},
"RevokedDeviceCertificateStillActiveCheck": {
"Enabled": true
},
"UnauthenticatedCognitoRoleOverlyPermissiveCheck": {
"Enabled":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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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AuditNotificationTargetConfigurations": {
"Sns": {
"TargetArn": "arn:aws:sns:us-east-1:123456789012:AuditNotifications",
"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RoleForIoTAuditNotifications",
"Enabled": true
}
},
"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service-role/AWSIoTDeviceDefenderAudit"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Web Services IoT AccountAuditConfiguration Sample Template
Resources:
MyAccountAuditConfiguration:
Type: 'AWS::IoT::AccountAuditConfiguration'
Properties:
AccountId: !Sub '${AWS::AccountId}'
AuditCheckConfigurations:
AuthenticatedCognitoRoleOverlyPermissiveCheck:
Enabled: True
CaCertificateExpiringCheck:
Enabled: True
CaCertificateKeyQualityCheck:
Enabled: True
ConflictingClientIdsCheck:
Enabled: True
DeviceCertificateExpiringCheck:
Enabled: True
DeviceCertificateKeyQualityCheck:
Enabled: True
DeviceCertificateSharedCheck:
Enabled: True
IotPolicyOverlyPermissiveCheck:
Enabled: True
IotRoleAliasAllowsAccessToUnusedServicesCheck:
Enabled: True
IotRoleAliasOverlyPermissiveCheck:
Enabled: True
LoggingDisabledCheck:
Enabled: True
RevokedCaCertificateStillActiveCheck:
Enabled: True
RevokedDeviceCertificateStillActiveCheck:
Enabled: True
UnauthenticatedCognitoRoleOverlyPermissiveCheck:
Enabled: True
AuditNotificationTargetConfigurations:
Sns:
TargetArn: 'arn:aws:sns:us-east-1:123456789012:AuditNotifications'
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RoleForIoTAuditNotifications'
Enabled: true
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service-role/AWSIoTDeviceDefenderAudit'

참고 항목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ccountAuditConfiguration에 대한 드리프트 탐지를 수행하는 경우, 스
택 템플릿에 포함되지 않은 값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AccountAuditConfiguration에서 모든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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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성을 지정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며, 건너뛴 검사는 비활성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CloudFormation
을 사용하여 정확한 드리프트 감지를 수행하려면, 템플릿에 14개의 모든 감사 검사에 대한 구성(사용 또
는 사용 안 함)을 포함하세요. 감사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IoT::AccountAuditConfiguration
AuditCheckConfigurations를 참조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에서 스택 및 리소스에 대한 비관리형 구성 변경 감지를 참조하세요.

AWS::IoT::AccountAuditConfiguration AuditCheckConfiguration
이 계정에 대해 활성화 및 비활성화된 감사 점검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YAML
Enabled: Boolean

Properties
Enabled
이 계정에 대해 이 감사 점검이 활성화된 경우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ccountAuditConfiguration AuditCheckConfigurations
수행할 수 있는 감사 확인의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uthenticatedCognitoRoleOverlyPermissiveCheck" :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CaCertificateExpiringCheck" :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CaCertificateKeyQualityCheck" :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ConflictingClientIdsCheck" :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DeviceCertificateExpiringCheck" :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DeviceCertificateKeyQualityCheck" :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DeviceCertificateSharedCheck" :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IotPolicyOverlyPermissiveCheck" :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IotRoleAliasAllowsAccessToUnusedServicesCheck" :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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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RoleAliasOverlyPermissiveCheck" :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LoggingDisabledCheck" :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RevokedCaCertificateStillActiveCheck" :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RevokedDeviceCertificateStillActiveCheck" :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UnauthenticatedCognitoRoleOverlyPermissiveCheck" :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YAML
AuthenticatedCognitoRoleOverlyPermissiveCheck: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CaCertificateExpiringCheck: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CaCertificateKeyQualityCheck: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ConflictingClientIdsCheck: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DeviceCertificateExpiringCheck: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DeviceCertificateKeyQualityCheck: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DeviceCertificateSharedCheck: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IotPolicyOverlyPermissiveCheck: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IotRoleAliasAllowsAccessToUnusedServicesCheck: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IotRoleAliasOverlyPermissiveCheck: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LoggingDisabledCheck: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RevokedCaCertificateStillActiveCheck: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RevokedDeviceCertificateStillActiveCheck: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UnauthenticatedCognitoRoleOverlyPermissiveCheck: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Properties
AuthenticatedCognitoRoleOverlyPermissiveCheck
인증된 Amazon Cognito 자격 증명 풀 역할의 허용도를 확인합니다. 이 점검의 경우, AWS IoT Device
Defender은(는) 감사가 수행되기 전 31일 동안 AWS IoT 메시지 브로커에 연결하는 데 사용된 모든
Amazon Cognito 자격 증명 풀을 감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ertificateExpiringCheck
CA 인증서가 만료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확인은 30일 이내에 만료되거나 만료된 CA 인증서에 적
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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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ertificateKeyQualityCheck
CA 인증서 키의 품질을 확인합니다. 품질 확인에서는 키가 올바른 형식이고 만료되지 않았으며 키가 필
요한 최소 크기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확인은 ACTIVE 또는 PENDING_TRANSFER CA 인증서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flictingClientIdsCheck
여러 디바이스가 동일한 클라이언트 ID를 사용하여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iceCertificateExpiringCheck
디바이스 인증서가 만료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확인은 30일 이내에 만료되거나 만료된 디바이스
인증서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iceCertificateKeyQualityCheck
디바이스 인증서 키의 품질을 확인합니다. 품질 확인에서는 키가 올바른 형식이고 만료되지 않았으며 등
록된 인증 기관에 의해 서명되었고 키가 필요한 최소 크기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iceCertificateSharedCheck
다중 동시 연결에서 동일한 X.509 인증서를 사용하여 AWS IoT에 대해 인증하는지 확인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otPolicyOverlyPermissiveCheck
인증된 Amazon Cognito 자격 증명 풀 역할에 연결된 정책의 허용도를 확인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otRoleAliasAllowsAccessToUnusedServicesCheck
역할 별칭에 작년에 AWS IoT 디바이스에 사용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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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otRoleAliasOverlyPermissiveCheck
AWS IoT 역할 별칭에서 제공하는 임시 자격 증명이 지나치게 허용도가 높은지 확인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ingDisabledCheck
AWS IoT 로그가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vokedCaCertificateStillActiveCheck
취소된 CA 인증서가 여전히 활성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vokedDeviceCertificateStillActiveCheck
취소된 디바이스 인증서가 여전히 활성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authenticatedCognitoRoleOverlyPermissiveCheck
인증되지 않은 Amazon Cognito 자격 증명 풀 역할에 연결된 정책이 지나치게 허용도가 높은지 확인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tCheckConfiguration (p. 37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ccountAuditConfiguration AuditNotificationTarget
감사 알림을 전송할 대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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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Enabled" : Boolean,
"RoleArn" : String,
"TargetArn" : String

YAML
Enabled: Boolean
RoleArn: String
TargetArn: String

Properties
Enabled
대상에 대한 알림이 활성화된 경우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대상으로 알림을 전송할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Arn
감사 알림을 전송할 대상(SNS 주제)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ccountAuditConfiguration AuditNotificationTargetConfigurations
감사 알림 대상의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ns" : AuditNotificationTarget (p. 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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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Sns:
AuditNotificationTarget (p. 3732)

Properties
Sns
Sns는 알림 대상을 반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tNotificationTarget (p. 37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uthorizer
권한 부여자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Authorizer",
"Properties" : {
"AuthorizerFunctionArn" : String,
"AuthorizerName" : String,
"SigningDisabled" : Boolean,
"Status" : String,
"Tags" : [ Tag, ... ],
"TokenKeyName" : String,
"TokenSigningPublicKeys" : {Key : Value, ...}
}

YAML
Type: AWS::IoT::Authorizer
Properties:
AuthorizerFunctionArn: String
AuthorizerName: String
SigningDisabled: Boolean
Status: String
Tags:
- Tag
TokenKeyName: String
TokenSigningPublicKeys:
Key : Value

Properties
AuthorizerFunctionArn
권한 부여자의 Lambda 함수 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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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orizerName
권한 부여자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igningDisabled
AWS IoT가 권한 부여 요청에서 토큰 서명의 유효성을 검사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tus
권한 부여자의 상태입니다.
유효한 값: ACTIVE | INACTIV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사용자 지정 권한 부여자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입니다.

Note
URI 요청 파라미터에는 ...key1=value1&key2=value2... 형식을 사용합니다.
CLI 명령줄 파라미터에는 &&tags "key1=value1&key2=value2..." 형식을 사용합니다.
cli-input-json 파일에는 "tags": "key1=value1&key2=value2..." 형식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kenKeyName
HTTP 헤더에서 토큰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kenSigningPublicKeys
사용자 지정 인증 서비스에서 반환되는 토큰 서명을 검증할 때 사용되는 퍼블릭 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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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권한 부여자 이름입니다. 예:
{ "Ref": "MyAuthorizer"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권한 부여자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WS::IoT::Certificate
AWS::IoT::Certificat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IoT X.509 인증서를 선언합니다. X.509 인증서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oT 개발자 안내서의 X.509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Certificate",
"Properties" : {
"CACertificatePem" : String,
"CertificateMode" : String,
"CertificatePem" : String,
"CertificateSigningRequest" : String,
"Status" : String
}

YAML
Type: AWS::IoT::Certificate
Properties:
CACertificatePem: String
CertificateMode: String
CertificatePem: String
CertificateSigningRequest: String
Status: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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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ACertificatePem
등록 중인 디바이스 인증서의 서명에 사용된 CA 인증서입니다. CertificateMode가 SNI_ONLY인 경우에
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ertificateMode
이 리소스와 함께 사용할 인증서 등록 모드를 지정합니다. 유효한 옵션은 CaCertificatePem 및
CertificatePem의 경우 DEFAULT, CertificatePem의 경우 SNI_ONLY, CertificateSigningRequest의 경우
Default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ertificatePem
PEM 형식의 인증서 데이터입니다. 인증서 모드에는 SNI_ONLY가 필요하고 등록하려면 함께 제공되는
CACertificatePem이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ertificateSigningRequest
인증서 서명 요청(CSR)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tus
인증서의 상태입니다.
유효한 값은 ACTIVE, INACTIVE, REVOKED, PENDING_TRANSFER, PENDING_ACTIVATION입니다.
상태 값 REGISTER_INACTIVE는 사용이 중단되어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인증서 ID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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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MyCertificate" }
다음과 비슷한 값이 반환됩니다.
a1234567b89c012d3e4fg567hij8k9l01mno1p23q45678901rs234567890t1u2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인스턴스 프로파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예:
{ "Fn::GetAtt": ["MyCertificate", "Arn"] }
다음과 비슷한 값이 반환됩니다.
arn:aws:iot:ap-southeast-2:123456789012:cert/
a1234567b89c012d3e4fg567hij8k9l01mno1p23q45678901rs234567890t1u2
Id
인증서 ID입니다.

AWS::IoT::CustomMetric
AWS::IoT::CustomMetric 리소스를 사용하여 디바이스가 Device Defender에 게시하는 사용자 지정 지
표를 정의합니다. API 참조는 CreateCustomMetric을 참조하고 일반 정보는 사용자 지정 지표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CustomMetric",
"Properties" : {
"DisplayName" : String,
"MetricName" : String,
"MetricTyp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IoT::CustomMetric
Properties:
DisplayName: String
MetricName: String
Metric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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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Tag

Properties
DisplayName
콘솔에서 사용자 지정 지표의 알아보기 쉬운 이름을 나타내는 필드로, 고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바이
스 지표 보고서에서 이 이름을 지표 식별자로 사용하지 마세요.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Name
사용자 지정 지표의 이름입니다. 이 기능은 디바이스/사물에서 제출된 지표 보고서에 사용됩니다.
aws: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정의되고 나면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etricType
사용자 지정 지표의 유형입니다. 유형에는 string-list, ip-address-list, number-list 및
number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사용자 지정 지표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사용자 지정 지표 이름입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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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icArn
사용자 지정 지표의 Amazon 리소스 번호(ARN)입니다(예: arn:awspartition:iot:region:accountId:custommetric/metricName).

예제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Web Services IoT CustomMetric Sample Template",
"Resources": {
"BatteryPercentageMetric": {
"Type": "AWS::IoT::CustomMetric",
"Properties": {
"MetricName": "batteryPercentage",
"DisplayName": "Remaining battery percentage",
"MetricType": "number"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Web Services IoT CustomMetric Sample Template
Resources:
BatteryPercentageMetric:
Type: AWS::IoT::CustomMetric
Properties:
MetricName: batteryPercentage
DisplayName: Remaining battery percentage
MetricType: number

AWS::IoT::Dimension
AWS::IoT::Dimension을(를) 사용하여 AWS IoT Device Defender에 대한 보안 프로필에 사용되는 지표
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TOPIC_FILTER 차원을 사용하면 이름이 차원에 지정된 패턴과 일치하는
MQTT 항목으로만 국한되도록 지표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API 참조는 CreateDimension을 참조하고
일반 정보는 차원을 사용하여 보안 프로파일의 지표 범위 지정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IoT::Dimension",
"Properties" : {
"Name" : String,
"StringValues" : [ String, ... ],
"Tags" : [ Ta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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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 String

YAML
Type: AWS::IoT::Dimension
Properties:
Name: String
StringValues:
- String
Tags:
- Tag
Type: String

Properties
Name
차원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ringValues
차원의 값 또는 값 목록을 지정합니다. TOPIC_FILTER 차원의 경우 MQTT 항목과 일치시키는 데 사용
되는 패턴입니다(예: “admin/#”).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차원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차원 유형을 지정합니다. 지원되는 유형: TOPIC_FILTER.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차원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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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차원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제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Web Services IoT Dimension Sample Template",
"Resources": {
"TopicFilterForAuthMessagesDimension": {
"Type": "AWS::IoT::Dimension",
"Properties": {
"Name": "TopicFilterForAuthMessages",
"Type": "TOPIC_FILTER",
"StringValues": [
"device/+/auth"
],
"Tags": [
{
"Key": "Application",
"Value": "SmartHome"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Web Services IoT Dimension Sample Template
Resources:
TopicFilterForAuthMessagesDimension:
Type: 'AWS::IoT::Dimension'
Properties:
Name: TopicFilterForAuthMessages
Type: TOPIC_FILTER
StringValues:
- device/+/auth
Tags:
- Key: Application
Value: SmartHome

AWS::IoT::DomainConfiguration
도메인 구성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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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DomainConfiguration",
"Properties" : {
"AuthorizerConfig" : AuthorizerConfig (p. 3745),
"DomainConfigurationName" : String,
"DomainConfigurationStatus" : String,
"DomainName" : String,
"ServerCertificateArns" : [ String, ... ],
"ServiceType" : String,
"Tags" : [ Tag, ... ],
"ValidationCertificateArn" : String
}

YAML
Type: AWS::IoT::DomainConfiguration
Properties:
AuthorizerConfig:
AuthorizerConfig (p. 3745)
DomainConfigurationName: String
DomainConfigurationStatus: String
DomainName: String
ServerCertificateArns:
- String
ServiceType: String
Tags:
- Tag
ValidationCertificateArn: String

Properties
AuthorizerConfig
도메인에 대한 권한 부여 서비스를 지정하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thorizerConfig (p. 374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ConfigurationName
도메인 구성의 이름입니다. 이 값은 리전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omainConfigurationStatus
도메인 구성이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유효한 값: ENABLED |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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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Name
도메인 이름.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rverCertificateArns
TLS 핸드셰이크 도중 AWS IoT가 디바이스에 전달하는 인증서의 ARN입니다. 현재 하나의 인증서 ARN
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 관리형 도메인에는 이 값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rviceType
엔드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입니다.

Note
AWS IoT Core는 현재 DATA 서비스 유형만 지원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도메인 구성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입니다.

Note
URI 요청 파라미터에는 ...key1=value1&key2=value2... 형식을 사용합니다.
CLI 명령줄 파라미터에는 &&tags "key1=value1&key2=value2..." 형식을 사용합니다.
cli-input-json 파일에는 "tags": "key1=value1&key2=value2..." 형식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idationCertificateArn
서버 인증서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도메인 이름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인증서입니다. 이 인증서
는 공공 인증 기관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AWS 관리형 도메인에는 이 값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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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도메인 구성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 "Ref": "MyDomainConfiguration"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도메인 구성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DomainType
도메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입니다.
ServerCertificates
TLS 핸드셰이크 도중 AWS IoT가 디바이스에 전달하는 인증서의 ARN입니다. 현재 하나의 인증서 ARN
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 관리형 도메인에는 이 값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WS::IoT::DomainConfiguration AuthorizerConfig
도메인에 대한 권한 부여 서비스를 지정하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owAuthorizerOverride" : Boolean,
"DefaultAuthorizerName" : String

YAML
AllowAuthorizerOverride: Boolean
DefaultAuthorizerName: String

Properties
AllowAuthorizerOverride
도메인 구성의 권한 부여 서비스를 재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정하는 부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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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AuthorizerName
도메인 구성에 대한 권한 부여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DomainConfiguration ServerCertificateSummary
서버 인증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개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rverCertificateArn" : String,
"ServerCertificateStatus" : String,
"ServerCertificateStatusDetail" : String

YAML
ServerCertificateArn: String
ServerCertificateStatus: String
ServerCertificateStatusDetail: String

Properties
ServerCertificateArn
서버 인증서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erCertificateStatus
서버 인증서의 상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erCertificateStatusDetail
서버 인증서의 상태를 설명하는 세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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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FleetMetric
AWS::IoT::FleetMetric 리소스를 사용하여 플릿 지표를 선언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FleetMetric",
"Properties" : {
"AggregationField" : String,
"AggregationType" : AggregationType (p. 3749),
"Description" : String,
"IndexName" : String,
"MetricName" : String,
"Period" : Integer,
"QueryString" : String,
"QueryVersion" : String,
"Tags" : [ Tag, ... ],
"Unit" : String
}

YAML
Type: AWS::IoT::FleetMetric
Properties:
AggregationField: String
AggregationType:
AggregationType (p. 3749)
Description: String
IndexName: String
MetricName: String
Period: Integer
QueryString:
String
QueryVersion: String
Tags:
- Tag
Unit: String

Properties
AggregationField
집계할 필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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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ggregationType
집계 쿼리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ggregationType (p. 374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플릿 지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dexName
검색할 인덱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Name
생성할 플릿 지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eriod
플릿 지표 방출 사이의 시간(초)입니다. 범위는 [60(1분), 86400(1일)]이며 60의 배수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String
검색 쿼리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Version
쿼리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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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플릿 지표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it
밀리초에서 초로의 변환과 같은 단위 변환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CW 지표서 지원하는 단위여야 합
니다. 기본값은 nul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플릿 지표 이름입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reationDate
플릿 지표가 생성된 시간입니다.
LastModifiedDate
플릿 지표가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입니다.
MetricArn
플릿 지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Version
플릿 지표 버전입니다.

AWS::IoT::FleetMetric AggregationType
집계 쿼리의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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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Name" : String,
"Values" : [ String, ... ]

YAML
Name: String
Values:
- String

Properties
Name
집계 유형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집계 유형의 값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MitigationAction
StartAuditMitigationActionsTask를 사용하여 감사 결과에 적용할 수 있는 작업을 정의합니다. API 참조는
CreateMitigationAction을 참조하고 일반 정보는 완화 작업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MitigationAction",
"Properties" : {
"ActionName" : String,
"ActionParams" : ActionParams (p. 3752),
"RoleArn"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IoT::Mitigation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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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ctionName: String
ActionParams:
ActionParams (p. 3752)
RoleAr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ctionName
완화 작업의 친숙한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ctionParams
이 완화 작업의 파라미터 집합입니다. 적용할 작업의 종류에 따라 파라미터가 달라집니다.
Required: 예
Type: ActionParams (p. 375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이 완화 작업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IAM 역할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완화 작업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완화 작업 이름입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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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igationActionArn
완화 작업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MitigationActionId
완화 작업의 ID입니다.

예제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Web Services IoT MitigationAction Sample Template",
"Resources": {
"PublishToSnsMitigationAction": {
"Type": "AWS::IoT::MitigationAction",
"Properties": {
"ActionName": "PublishToSns",
"RoleArn": "arn:aws:us-east-1:123456789012:iam:role/RoleForIoTMitigationActions",
"ActionParams": {
"PublishFindingToSnsParams": {
"TopicArn": "arn:aws:sns:us-east-1:123456789012:IoTFindingNotifications"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Web Services IoT MitigationAction Sample Template
Resources:
'PublishToSnsMitigationAction':
Type: AWS::IoT::MitigationAction
Properties:
ActionName: PublishToSns
RoleArn: arn:aws:us-east-1:123456789012:iam:role/RoleForIoTMitigationActions
ActionParams:
PublishFindingToSnsParams:
TopicArn: arn:aws:sns:us-east-1:123456789012:IoTFindingNotifications

AWS::IoT::MitigationAction ActionParams
작업 유형과 해당 작업의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ddThingsToThingGroupParams" : AddThingsToThingGroupParams (p. 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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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bleIoTLoggingParams" : EnableIoTLoggingParams (p. 3755),
"PublishFindingToSnsParams" : PublishFindingToSnsParams (p. 3755),
"ReplaceDefaultPolicyVersionParams" : ReplaceDefaultPolicyVersionParams (p. 3756),
"UpdateCACertificateParams" : UpdateCACertificateParams (p. 3756),
"UpdateDeviceCertificateParams" : UpdateDeviceCertificateParams (p. 3757)

YAML
AddThingsToThingGroupParams:
AddThingsToThingGroupParams (p. 3754)
EnableIoTLoggingParams:
EnableIoTLoggingParams (p. 3755)
PublishFindingToSnsParams:
PublishFindingToSnsParams (p. 3755)
ReplaceDefaultPolicyVersionParams:
ReplaceDefaultPolicyVersionParams (p. 3756)
UpdateCACertificateParams:
UpdateCACertificateParams (p. 3756)
UpdateDeviceCertificateParams:
UpdateDeviceCertificateParams (p. 3757)

Properties
AddThingsToThingGroupParams
디바이스를 추가할 그룹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ddThingsToThingGroupParams (p. 375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IoTLoggingParams
로깅 수준과 로깅 권한을 가진 역할을 지정합니다. DISABLED의 로깅 수준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ableIoTLoggingParams (p. 37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ublishFindingToSnsParams
결과를 게시해야 하는 주제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ublishFindingToSnsParams (p. 37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laceDefaultPolicyVersionParams
정책 버전을 기본 또는 빈 정책으로 바꿉니다. 템플릿 이름을 지정합니다. 현재 BLANK_POLICY 값만 지
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placeDefaultPolicyVersionParams (p. 37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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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CACertificateParams
CA 인증서의 새로운 상태를 지정합니다. 현재 DEACTIVATE 값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UpdateCACertificateParams (p. 37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pdateDeviceCertificateParams
디바이스 인증서의 새로운 상태를 지정합니다. 현재 DEACTIVATE 값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UpdateDeviceCertificateParams (p. 375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MitigationAction AddThingsToThingGroupParams
사물 세트를 사물 그룹으로 이동하는 완화 작업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verrideDynamicGroups" : Boolean,
"ThingGroupNames" : [ String, ... ]

YAML
OverrideDynamicGroups: Boolean
ThingGroupNames:
- String

Properties
OverrideDynamicGroups
완화 작업을 트리거한 사물이 하나 이상의 동적 사물 그룹에 속하더라도 이 완화 작업으로 해당 사물을
옮길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ingGroupNames
완화 작업을 트리거한 사물을 추가할 그룹 목록입니다. 하나의 사물을 최대 10개 그룹에 추가할 수 있지
만 동일 계층에 속한 2개 이상의 그룹에 하나의 사물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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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MitigationAction EnableIoTLoggingParams
AWS IoT Core 로깅을 활성화하는 완화 작업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ogLevel" : String,
"RoleArnForLogging" : String

YAML
LogLevel: String
RoleArnForLogging: String

Properties
LogLevel
로깅할 정보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ForLogging
로깅에 사용되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MitigationAction PublishFindingToSnsParams
결과를 Amazon SNS로 게시하기 위한 완화 작업을 정의하는 파라미터입니다. Amazon SNS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자체 사용자 지정 작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opicAr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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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opicArn: String

Properties
TopicArn
결과를 게시할 주제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MitigationAction ReplaceDefaultPolicyVersionParams
빈 정책을 추가하여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완화 작업을 정의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emplateName" : String

YAML
TemplateName: String

Properties
TemplateName
적용될 템플릿의 이름입니다. 지원되는 유일한 값은 BLANK_POLICY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MitigationAction UpdateCACertificateParams
CA 인증서 상태를 비활성으로 변경하기 위한 완화 작업을 정의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PI 버전 2010-05-15
375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

"Action" : String

YAML
Action: String

Properties
Action
CA 인증서에 적용할 작업입니다. 지원되는 유일한 값은 DEACTIVATE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MitigationAction UpdateDeviceCertificateParams
디바이스 인증서 상태를 비활성으로 변경하기 위한 완화 작업을 정의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 : String

YAML
Action: String

Properties
Action
디바이스 인증서에 적용할 작업입니다. 지원되는 유일한 값은 DEACTIVATE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Policy
AWS::IoT::Policy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IoT 정책을 선언합니다. AWS IoT 정책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oT 개발자 안내서의 권한 부여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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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IoT::Policy",
"Properties" : {
"PolicyDocument" : Json,
"PolicyName" : String
}

YAML
Type: AWS::IoT::Policy
Properties:
PolicyDocument: Json
PolicyName: String

Properties
PolicyDocument
정책을 설명하는 JSON 문서입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licyName
정책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정책 이름입니다. 예:
{ "Ref": "MyPolicy"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AWS IoT 정책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iot:useast-2:123456789012:policy/My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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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음 예제는 AWS IoT 정책을 선언합니다. 이 예에서는 클라이언트 ID client1을 사용하여 AWS IoT에 연결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JSON

}

{
"Type":"AWS::IoT::Policy",
"Properties":{
"PolicyDocument":{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Action":[
"iot:Connect"
],
"Resource":[
"arn:aws:iot:us-east-1:123456789012:client/client1"
]
}
]
},
"PolicyName":"PolicyName"
}

YAML
Type: AWS::IoT::Policy
Properties: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iot:Connect
Resource:
- arn:aws:iot:us-east-1:123456789012:client/client1
PolicyName: PolicyName

AWS::IoT::PolicyPrincipalAttachment
AWS::IoT::PolicyPrincipalAttachment 리소스를 사용하여 보안 주체(X.509 인증서 또는 다른 자격
증명)를 AWS IoT 정책에 연결합니다.
AWS IoT 정책 및 보안 주체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oT 개발자 안내서의 권한 부여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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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IoT::PolicyPrincipalAttachment",
"Properties" : {
"PolicyName" : String,
"Principal" : String
}

YAML
Type: AWS::IoT::PolicyPrincipalAttachment
Properties:
PolicyName: String
Principal: String

Properties
PolicyName
AWS IoT 정책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ncipal
보안 주체로, 인증서 ARN(CreateCertificate 작업에서 반환됨) 또는 Amazon Cognito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정책을 보안 주체에 연결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2010-09-09",
"Resources":{
"MyPolicyPrincipalAttachment":{
"Type":"AWS::IoT::PolicyPrincipalAttachment",
"Properties":{
"PolicyName":{
"Ref":"NameParameter"
},
"Principal":"arn:aws:iot:ap-southeast-2:123456789012:cert/
a1234567b89c012d3e4fg567hij8k9l01mno1p23q45678901rs234567890t1u2"
}
}
},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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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Parameter":{
"Type":"String"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PolicyPrincipalAttachment:
Type: AWS::IoT::PolicyPrincipalAttachment
Properties:
PolicyName:
Ref: NameParameter
Principal: arn:aws:iot:ap-southeast-2:123456789012:cert/
a1234567b89c012d3e4fg567hij8k9l01mno1p23q45678901rs234567890t1u2
Parameters:
NameParameter:
Type: String

AWS::IoT::ProvisioningTemplate
플릿 프로비저닝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ProvisioningTemplate",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Enabled" : Boolean,
"PreProvisioningHook" : ProvisioningHook (p. 3763),
"ProvisioningRoleArn" : String,
"Tags" : [ Tag, ... ],
"TemplateBody" : String,
"TemplateName" : String
}

YAML
Type: AWS::IoT::ProvisioningTemplate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Enabled: Boolean
PreProvisioningHook:
ProvisioningHook (p. 3763)
ProvisioningRoleArn: String
Tags:
- Tag
TemplateBody: String
Template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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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scription
플릿 프로비저닝 템플릿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플릿 프로비저닝 템플릿을 활성화하려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ProvisioningHook
사전 프로비저닝 후크 템플릿을 만듭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visioningHook (p. 37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visioningRoleArn
플릿 프로비저닝 템플릿과 연결된 역할의 역할 ARN입니다. 이 IoT 역할은 디바이스를 프로비저닝할 권
한을 부여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플릿 프로비저닝 템플릿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Body
플릿 프로비저닝 템플릿 버전의 JSON 형식 내용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Name
플릿 프로비저닝 템플릿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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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템플릿 이름입니다. 예:
{ "Ref": "MyTemplate" }
MyStack이라는 스택의 경우 다음과 유사한 값이 반환됩니다.
MyStack-MyTemplate-AB1CDEFGHIJK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TemplateArn
프로비저닝 템플릿을 식별하는 ARN입니다.

AWS::IoT::ProvisioningTemplate ProvisioningHook
payloadVersion 및 targetArn을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프로비저닝 후크는 디바이스 프로비저닝을 허용하기
전에 디바이스 파라미터를 검증하기 위해 플릿 프로비저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yloadVersion" : String,
"TargetArn" : String

YAML
PayloadVersion: String
TargetArn: String

Properties
PayloadVersion
대상 함수로 전송된 페이로드입니다. 유효한 페이로드는 "2020-04-01"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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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Arn
대상 함수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cheduledAudit
AWS::IoT::ScheduledAudit 리소스를 사용하여 지정된 시간 간격으로 실행되는 예약된 감사를 만듭니
다. API 참조는 CreateScheduleAudit를 참조하고 일반 정보는 감사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ScheduledAudit",
"Properties" : {
"DayOfMonth" : String,
"DayOfWeek" : String,
"Frequency" : String,
"ScheduledAuditName" : String,
"Tags" : [ Tag, ... ],
"TargetCheckNames" : [ String, ... ]
}

YAML
Type: AWS::IoT::ScheduledAudit
Properties:
DayOfMonth: String
DayOfWeek: String
Frequency: String
ScheduledAuditName: String
Tags:
- Tag
TargetCheckNames:
- String

Properties
DayOfMonth
예정된 감사가 실행되는 월의 날입니다(frequency가 "MONTHLY"인 경우). 29-31일이 지정되고 그만
큼 많은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월의 "LAST" 날에 감사가 발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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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yOfWeek
예정된 감사가 실행되는 주의 날입니다(frequency가 "WEEKLY" 또는 "BIWEEKLY"인 경우).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equency
예정된 감사가 발생하는 빈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dAuditName
예약된 감사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예정된 감사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CheckNames
예정된 감사 중 어떤 점검이 수행되는지를 나타냅니다. 계정에 대해 점검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활성
화된 점검을 비롯한 모든 점검 목록을 보려면 DescribeAccountAuditConfiguration을 사용하고,
활성화된 점검을 선택하려면 UpdateAccountAuditConfiguration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 AUTHENTICATED_COGNITO_ROLE_OVERLY_PERMISSIVE_CHECK
• CA_CERTIFICATE_EXPIRING_CHECK
• CA_CERTIFICATE_KEY_QUALITY_CHECK
• CONFLICTING_CLIENT_IDS_CHECK
• DEVICE_CERTIFICATE_EXPIRING_CHECK
• DEVICE_CERTIFICATE_KEY_QUALITY_CHECK
• DEVICE_CERTIFICATE_SHARED_CHECK
• IOT_POLICY_OVERLY_PERMISSIVE_CHECK
• IOT_ROLE_ALIAS_ALLOWS_ACCESS_TO_UNUSED_SERVICES_CHECK
• IOT_ROLE_ALIAS_OVERLY_PERMISSIVE_CHECK
• LOGGING_DISABLED_CHECK
• REVOKED_CA_CERTIFICATE_STILL_ACTIVE_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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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OKED_DEVICE_CERTIFICATE_STILL_ACTIVE_CHECK
• UNAUTHENTICATED_COGNITO_ROLE_OVERLY_PERMISSIVE_CHECK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예약된 감사 이름입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ScheduledAuditArn
예정된 감사의 ARN입니다.

예제
이 ScheduledAudit 예제에서는 모든 감사 확인이 사용되고 감사 빈도는 매주이며 매주 월요일에 감사가 수행
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Web Services IoT ScheduledAudit Sample Template",
"Resources": {
"MyScheduledAudit": {
"Type": "AWS::IoT::ScheduledAudit",
"Properties": {
"ScheduledAuditName": "MyScheduledAudit",
"DayOfWeek" : "MON",
"Frequency" : "WEEKLY",
"TargetCheckNames": [
"AUTHENTICATED_COGNITO_ROLE_OVERLY_PERMISSIVE_CHECK",
"CA_CERTIFICATE_EXPIRING_CHECK",
"CA_CERTIFICATE_KEY_QUALITY_CHECK",
"CONFLICTING_CLIENT_IDS_CHECK",
"DEVICE_CERTIFICATE_EXPIRING_CHECK",
"DEVICE_CERTIFICATE_KEY_QUALITY_CHECK",
"DEVICE_CERTIFICATE_SHARED_CHECK",
"IOT_POLICY_OVERLY_PERMISSIVE_CHECK",
"IOT_ROLE_ALIAS_ALLOWS_ACCESS_TO_UNUSED_SERVICES_CHECK",
"IOT_ROLE_ALIAS_OVERLY_PERMISSIVE_CHECK",
"LOGGING_DISABLED_CHECK",
"REVOKED_CA_CERTIFICATE_STILL_ACTIVE_CHECK",
"REVOKED_DEVICE_CERTIFICATE_STILL_ACTIVE_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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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UNAUTHENTICATED_COGNITO_ROLE_OVERLY_PERMISSIVE_CHECK"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Web Services IoT ScheduledAudit Sample Template
Resources:
MyScheduledAudit:
Type: AWS::IoT::ScheduledAudit
Properties:
ScheduledAuditName: MyScheduledAudit
DayOfWeek: 'MON'
Frequency: WEEKLY
TargetCheckNames:
- AUTHENTICATED_COGNITO_ROLE_OVERLY_PERMISSIVE_CHECK
- CA_CERTIFICATE_EXPIRING_CHECK
- CA_CERTIFICATE_KEY_QUALITY_CHECK
- CONFLICTING_CLIENT_IDS_CHECK
- DEVICE_CERTIFICATE_EXPIRING_CHECK
- DEVICE_CERTIFICATE_KEY_QUALITY_CHECK
- DEVICE_CERTIFICATE_SHARED_CHECK
- IOT_POLICY_OVERLY_PERMISSIVE_CHECK
- IOT_ROLE_ALIAS_ALLOWS_ACCESS_TO_UNUSED_SERVICES_CHECK
- IOT_ROLE_ALIAS_OVERLY_PERMISSIVE_CHECK
- LOGGING_DISABLED_CHECK
- REVOKED_CA_CERTIFICATE_STILL_ACTIVE_CHECK
- REVOKED_DEVICE_CERTIFICATE_STILL_ACTIVE_CHECK
- UNAUTHENTICATED_COGNITO_ROLE_OVERLY_PERMISSIVE_CHECK

참고 항목
감사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IoT::AccountAuditConfiguration AuditCheckConfigurations를 참조하
세요.

AWS::IoT::SecurityProfile
AWS::IoT::SecurityProfile 리소스를 사용하여 Device Defender 보안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API 참
조는 CreateSecurityProfile을 참조하고 일반 정보는 탐지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IoT::SecurityProfile",
"Properties" : {
"AdditionalMetricsToRetainV2" : [ MetricToRetain (p. 3776), ... ],
"AlertTargets" : {Key : Value, ...},
"Behaviors" : [ Behavior (p. 3772), ... ],
"SecurityProfileDescription" : String,
"SecurityProfileName" : String,
"Tags" : [ Tag, ... ],
"TargetArns" : [ Str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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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AWS::IoT::SecurityProfile
Properties:
AdditionalMetricsToRetainV2:
- MetricToRetain (p. 3776)
AlertTargets:
Key : Value
Behaviors:
- Behavior (p. 3772)
SecurityProfileDescription: String
SecurityProfileName: String
Tags:
- Tag
TargetArns:
- String

Properties
AdditionalMetricsToRetainV2
데이터가 보존(저장)되는 지표 목록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로파일의 behaviors에 사용되는 지표에 대
한 데이터가 보존되지만, 여기에 지정된 지표에 대한 데이터도 보존됩니다. 사용자 지정 지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원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tricToRetain (p. 3776)의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ertTargets
알림을 전송할 대상을 지정합니다. (알림은 항상 콘솔로 전송됩니다.) 디바이스(사물)가 동작을 위반하
는 경우 알림이 생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lertTarget (p. 3771)의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ehaviors
디바이스(사물)가 위반하는 경우 알림을 발생하는 동작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ehavior (p. 3772)의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ProfileDescription
보안 프로필의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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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ProfileName
보안 프로필에 제공한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보안 프로필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Arns
보안 프로필이 연결된 대상(사물 그룹)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보안 프로파일 이름입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SecurityProfileArn
보안 프로파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제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Web Services IoT SecurityProfile Sample Template",
"Resources": {
"MySecurityProfile": {
"Type": "AWS::IoT::Security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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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
"AdditionalMetricsToRetainV2": [
{
"Metric": "aws:num-messages-received"
},
{
"Metric": "aws:num-disconnects"
}
],
"AlertTargets": {
"SNS": {
"AlertTargetArn": "arn:aws:sns:useast-1:123456789012:DeviceDefenderDetectAlerts",
"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RoleForDefenderAlerts"
}
},
"Behaviors": [
{
"Name": "MaxMessageSize",
"Metric": "aws:message-byte-size",
"Criteria": {
"ConsecutiveDatapointsToAlarm": 1,
"ConsecutiveDatapointsToClear": 1,
"ComparisonOperator": "less-than-equals",
"Value": {
"Count": 5
}
}
},
{
"Name": "OutboundMessageCount",
"Metric": "aws:num-messages-sent",
"Criteria": {
"DurationSeconds": 300,
"ComparisonOperator": "less-than-equals",
"Value": {
"Count": 50
}
}
},
{
"Name": "AuthFailuresStatThreshold",
"Metric": "aws:num-authorization-failures",
"Criteria": {
"ComparisonOperator": "less-than-equals",
"DurationSeconds": 300,
"StatisticalThreshold": {
"Statistic": "p90"
}
}
}
],
"SecurityProfileDescription": "Contains expected behaviors for connected devices",
"SecurityProfileName": "ProfileForConnectedDevices",
"Tags": [
{
"Key": "Application",
"Value": "SmartHome"
}
],
"TargetArns": [
"arn:aws:iot:us-east-1:123456789012:all/thing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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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Web Services IoT SecurityProfile Sample Template
Resources:
MySecurityProfile:
Type: 'AWS::IoT::SecurityProfile'
Properties:
AdditionalMetricsToRetainV2:
- Metric: 'aws:num-messages-received'
- Metric: 'aws:num-disconnects'
AlertTargets:
SNS:
AlertTargetArn: 'arn:aws:sns:us-east-1:123456789012:DeviceDefenderDetectAlerts'
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RoleForDefenderAlerts'
Behaviors:
- Name: MaxMessageSize
Metric: 'aws:message-byte-size'
Criteria:
ConsecutiveDatapointsToAlarm: 1
ConsecutiveDatapointsToClear: 1
ComparisonOperator: less-than-equals
Value:
Count: 5
- Name: OutboundMessageCount
Metric: 'aws:num-messages-sent'
Criteria:
DurationSeconds: 300
ComparisonOperator: less-than-equals
Value:
Count: 50
- Name: AuthFailuresStatThreshold
Metric: 'aws:num-authorization-failures'
Criteria:
ComparisonOperator: less-than-equals
DurationSeconds: 300
StatisticalThreshold:
Statistic: p90
SecurityProfileDescription: Contains expected behaviors for connected devices
SecurityProfileName: ProfileForConnectedDevices
Tags:
- Key: Application
Value: SmartHome
TargetArns:
- 'arn:aws:iot:us-east-1:123456789012:all/things'

AWS::IoT::SecurityProfile AlertTarget
알림 대상 ARN 및 역할 ARN이 포함된 구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ertTargetArn" : String,
"RoleAr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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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lertTargetArn: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AlertTargetArn
알림이 전송되는 알림 대상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알림 대상으로 알림을 전송할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ecurityProfile Behavior
Device Defender 보안 프로필 동작을 업데이트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riteria" : BehaviorCriteria (p. 3773),
"Metric" : String,
"MetricDimension" : MetricDimension (p. 3776),
"Name" : String,
"SuppressAlerts" : Boolean

YAML
Criteria:
BehaviorCriteria (p. 3773)
Metric: String
MetricDimension:
MetricDimension (p. 3776)
Name: String
SuppressAlerts: Boolean

Properties
Criteria
디바이스가 metric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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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BehaviorCriteria (p. 377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
동작에서 측정한 사항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Dimension
지표의 차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tricDimension (p. 37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동작에 제공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ppressAlerts
알림 상태입니다. 값을 true로 설정하면 경고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ecurityProfile BehaviorCriteria
동작이 정상으로 결정되는 기준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omparisonOperator" : String,
"ConsecutiveDatapointsToAlarm" : Integer,
"ConsecutiveDatapointsToClear" : Integer,
"DurationSeconds" : Integer,
"MlDetectionConfig" : MachineLearningDetectionConfig (p. 3775),
"StatisticalThreshold" : StatisticalThreshold (p. 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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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 MetricValue (p. 3777)

YAML
ComparisonOperator: String
ConsecutiveDatapointsToAlarm: Integer
ConsecutiveDatapointsToClear: Integer
DurationSeconds: Integer
MlDetectionConfig:
MachineLearningDetectionConfig (p. 3775)
StatisticalThreshold:
StatisticalThreshold (p. 3779)
Value:
MetricValue (p. 3777)

Properties
ComparisonOperator
측정한 사물(metric)을 기준(value 또는 statisticalThreshold 포함)과 연결하는 연산자입니다.
유효한 연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string-list: in-set 및 not-in-set
• number-list: in-set 및 not-in-set
• ip-address-list: in-cidr-set 및 not-in-cidr-set
• number: less-than, less-than-equals, greater-than 및 greater-than-equals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secutiveDatapointsToAlarm
디바이스가 지정된 수의 연속적인 데이터 요소에 대한 동작을 위반하면 경보가 발생합니다. 지정하지 않
은 경우 기본값은 1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secutiveDatapointsToClear
경보가 발생한 후 위반 디바이스가 지정된 수의 연속적인 데이터 요소에 대한 동작을 더 이상 위반하지
않으면 경보가 지워집니다.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1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urationSeconds
시간 차원이 있는 기준에 따라 동작을 평가할 때 그 기간을 지정하려면 이 항목을 사용합니다(예:
NUM_MESSAGES_SENT). statisticalThreshhold 지표 비교의 경우, 백분위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
되기 전에 모든 디바이스의 측정치가 이 기간 동안 누적되고, 나중에 백분위 순위가 제공되기 전에 개별
디바이스의 측정치도 이 기간 동안 누적됩니다. 목록 기반 지표 데이터 유형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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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lDetectionConfig
감지 모델의 신뢰 수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chineLearningDetectionConfig (p. 377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isticalThreshold
동작이 규정 준수 또는 위반으로 판단되는 임계값을 나타내는 통계 순위(백분위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atisticalThreshold (p. 377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metric과 비교되는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tricValue (p. 377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ecurityProfile MachineLearningDetectionConfig
MachineLearningDetectionConfig 속성 유형은 기계 학습 모형의 신뢰도를 제어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fidenceLevel" : String

YAML
ConfidenceLevel: String

Properties
ConfidenceLevel
모형 신뢰 수준입니다.
"high", "medium" 및 "low"의 3가지 신뢰 수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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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민감도가 낮아지고 경보 빈도가 낮아집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ecurityProfile MetricDimension
지표의 차원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mensionName" : String,
"Operator" : String

YAML
DimensionName: String
Operator: String

Properties
DimensionName
차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perator
연산자는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유효 값은 IN 및 NOT_I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ecurityProfile MetricToRetain
보존하려는 지표입니다. 차원은 선택 사항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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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Metric" : String,
"MetricDimension" : MetricDimension (p. 3776)

YAML
Metric: String
MetricDimension:
MetricDimension (p. 3776)

Properties
Metric
측정 표준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Dimension
지표의 차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tricDimension (p. 37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ecurityProfile MetricValue
metric과 비교되는 값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idrs" : [ String, ... ],
"Count" : String,
"Number" : Double,
"Numbers" : [ Double, ... ],
"Ports" : [ Integer, ... ],
"Strings" : [ String, ... ]

YAML
Cidr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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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 String
Number: Double
Numbers:
- Double
Ports:
- Integer
Strings:
- String

Properties
Cidrs
comparisonOperator가 CIDR 집합을 호출하는 경우 metric과 비교할 집합을 지정하는 데 사용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unt
comparisonOperator가 숫자 값을 호출하는 경우 metric과 비교할 숫자 값을 지정하는 데 사용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ber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ber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s
comparisonOperator가 포트 집합을 호출하는 경우 metric과 비교할 집합을 지정하는 데 사용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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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ecurityProfile StatisticalThreshold
동작이 규정 준수 또는 위반으로 판단되는 임계값을 나타내는 통계 순위(백분위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atistic" : String

YAML
Statistic: String

Properties
Statistic
동작에 대한 규정 준수를 결정하는 임계값으로 해석되는 백분위수입니다. 계정의 모든 보고 디바이스로
부터 지정된 기간(durationSeconds) 동안 지표가 수집되고 통계 순위가 계산됩니다. 그런 다음 디바
이스의 측정치가 동일한 기간 동안 수집됩니다. 디바이스의 누적 측정치가 지정된 백분위수와 관련된 값
보다 크거나 작으면(comparisonOperator), 디바이스가 동작을 준수하고 있다고 간주되며, 그렇지 않
은 경우 위반이 발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hing
AWS::IoT::Thing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IoT 사물을 선언합니다.
사물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oT 개발자 안내서의 AWS IoT 작동 방식 및 AWS IoT의 디바이스 레
지스트리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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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IoT::Thing",
"Properties" : {
"AttributePayload" : AttributePayload (p. 3782),
"ThingName" : String
}

YAML
Type: AWS::IoT::Thing
Properties:
AttributePayload:
AttributePayload (p. 3782)
ThingName: String

Properties
AttributePayload
키-값 페어가 최대 3개 포함된 문자열입니다. 최대 길이 800. 중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ttributePayload (p. 378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ingName
업데이트할 사물 이름입니다.
사물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물 이름을 변경하려면 새 사물을 생성하고 새 이름을 지정한 다음
이전 사물을 삭제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사물 이름입니다. 예:
{ "Ref": "MyThing" }
MyStack이라는 스택의 경우 다음과 유사한 값이 반환됩니다.
MyStack-MyThing-AB1CDEFGHIJK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다음 예에서는 사물 및 속성의 값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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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2010-09-09",
"Resources":{
"MyThing":{
"Type":"AWS::IoT::Thing",
"Properties":{
"ThingName":{
"Ref":"NameParameter"
},
"AttributePayload":{
"Attributes":{
"myAttributeA":{
"Ref":"MyAttributeValueA"
},
"myAttributeB":{
"Ref":"MyAttributeValueB"
},
"myAttributeC":{
"Ref":"MyAttributeValueC"
}
}
}
}
}
},
"Parameters":{
"NameParameter":{
"Type":"String"
},
"MyAttributeValueA":{
"Type":"String",
"Default":"myStringA123"
},
"MyAttributeValueB":{
"Type":"String",
"Default":"myStringB123"
},
"MyAttributeValueC":{
"Type":"String",
"Default":"myStringC123"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Thing:
Type: AWS::IoT::Thing
Properties:
ThingName:
Ref: NameParameter
AttributePayload:
Attributes:
myAttributeA:
Ref: MyAttributeValueA
myAttributeB:
Ref: MyAttributeValueB
myAttributeC:
Ref: MyAttributeValueC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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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Parameter:
Type: String
MyAttributeValueA:
Type: String
Default: myStringA123
MyAttributeValueB:
Type: String
Default: myStringB123
MyAttributeValueC:
Type: String
Default: myStringC123

AWS::IoT::Thing AttributePayload
AttributePayload 속성은 AWS IoT에 최대 3개의 속성을 키-값 페어로 지정합니다. AttributePayload는
AWS::IoT::Thing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s" : {Key : Value, ...}

YAML
Attributes:
Key : Value

Properties
Attributes
최대 세 개의 키-값 페어를 JSON 형식으로 포함하는 JSON 문자열입니다. 예:
{\"attributes\":{\"string1\":\"string2\"}}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다음 예제는 3개의 속성을 가진 속성 페이로드를 선언합니다.

JSON
{
"AttributePayload":{
"Attributes":{
"myAttributeA":{

API 버전 2010-05-15
378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

}

}

"Ref":"MyAttributeValueA"
},
"myAttributeB":{
"Ref":"MyAttributeValueB"
},
"myAttributeC":{
"Ref":"MyAttributeValueC"
}

YAML
AttributePayload:
Attributes:
myAttributeA:
Ref: MyAttributeValueA
myAttributeB:
Ref: MyAttributeValueB
myAttributeC:
Ref: MyAttributeValueC

AWS::IoT::ThingPrincipalAttachment
AWS::IoT::ThingPrincipalAttachment 리소스를 사용하여 보안 주체(X.509 인증서 또는 다른 자격
증명)를 사물에 연결합니다.
AWS IoT 사물 및 보안 주체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oT 개발자 안내서의 권한 부여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ThingPrincipalAttachment",
"Properties" : {
"Principal" : String,
"ThingName" : String
}

YAML
Type: AWS::IoT::ThingPrincipalAttachment
Properties:
Principal: String
ThingName: String

Properties
Principal
보안 주체로, 인증서 ARN(CreateCertificate 작업에서 반환됨) 또는 Amazon Cognito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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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hingName
AWS IoT 사물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예제
다음은 보안 주체를 사물에 연결하는 예제입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2010-09-09",
"Resources":{
"MyThingPrincipalAttachment":{
"Type":"AWS::IoT::ThingPrincipalAttachment",
"Properties":{
"ThingName":{
"Ref":"NameParameter"
},
"Principal":"arn:aws:iot:ap-southeast-2:123456789012:cert/
a1234567b89c012d3e4fg567hij8k9l01mno1p23q45678901rs234567890t1u2"
}
}
},
"Parameters":{
"NameParameter":{
"Type":"String"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ThingPrincipalAttachment:
Type: AWS::IoT::ThingPrincipalAttachment
Properties:
ThingName:
Ref: NameParameter
Principal: arn:aws:iot:ap-southeast-2:123456789012:cert/
a1234567b89c012d3e4fg567hij8k9l01mno1p23q45678901rs234567890t1u2
Parameters:
NameParameter: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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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IoT::TopicRule
AWS::IoT::TopicRul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IoT 규칙을 선언합니다. AWS IoT 규칙 작업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AWS IoT 개발자 안내서의 AWS IoT에 대한 규칙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TopicRule",
"Properties" : {
"RuleName" : String,
"Tags" : [ Tag, ... ],
"TopicRulePayload" : TopicRulePayload (p. 3821)
}

YAML
Type: AWS::IoT::TopicRule
Properties:
RuleName: String
Tags:
- Tag
TopicRulePayload:
TopicRulePayload (p. 3821)

Properties
RuleName
규칙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주제 규칙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입니다.

Note
URI 요청 파라미터에는 ...key1=value1&key2=value2... 형식을 사용합니다.
CLI 명령줄 파라미터에는 --tags "key1=value1&key2=value2..." 형식을 사용합니다.
cli-input-json 파일에는 "tags": "key1=value1&key2=value2..." 형식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icRulePayload
규칙 페이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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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TopicRulePayload (p. 382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주제 규칙 이름입니다. 예:
{ "Ref": "MyTopicRule" }
My-Stack(– 문자가 생략됨)이라는 스택의 경우 다음과 유사한 값이 반환됩니다.
MyStackMyTopicRule12ABC3D456EFG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AWS IoT 규칙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예: arn:aws:iot:us-east-2:123456789012:rule/
MyIoTRule)입니다.

예제
다음 예제는 AWS IoT 규칙을 선언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MyTopicRule": {
"Type": "AWS::IoT::TopicRule",
"Properties": {
"RuleName": {
"Ref": "NameParameter"
},
"TopicRulePayload": {
"RuleDisabled": "true",
"Sql": "SELECT temp FROM 'SomeTopic' WHERE temp > 60",
"Actions": [{
"S3": {
"BucketName": {
"Ref": "MyBucket"
},
"RoleArn": {
"Fn::GetAtt": [
"MyRole",
"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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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y": "MyKey.txt"
}
}]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TopicRule:
Type: AWS::IoT::TopicRule
Properties:
RuleName:
Ref: NameParameter
TopicRulePayload:
RuleDisabled: 'true'
Sql: SELECT temp FROM 'SomeTopic' WHERE temp > 60
Actions:
- S3:
BucketName:
Ref: MyBucket
RoleArn:
Fn::GetAtt:
- MyRole
- Arn
Key: MyKey.txt

AWS::IoT::TopicRule Action
규칙과 연결된 작업을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loudwatchAlarm" : CloudwatchAlarmAction (p. 3794),
"CloudwatchLogs" : CloudwatchLogsAction (p. 3795),
"CloudwatchMetric" : CloudwatchMetricAction (p. 3796),
"DynamoDB" : DynamoDBAction (p. 3797),
"DynamoDBv2" : DynamoDBv2Action (p. 3799),
"Elasticsearch" : ElasticsearchAction (p. 3800),
"Firehose" : FirehoseAction (p. 3802),
"Http" : HttpAction (p. 3803),
"IotAnalytics" : IotAnalyticsAction (p. 3805),
"IotEvents" : IotEventsAction (p. 3806),
"IotSiteWise" : IotSiteWiseAction (p. 3807),
"Kafka" : KafkaAction (p. 3808),
"Kinesis" : KinesisAction (p. 3809),
"Lambda" : LambdaAction (p. 3810),
"Republish" : RepublishAction (p. 3813),
"S3" : S3Action (p. 3814),
"Sns" : SnsAction (p. 3816),
"Sqs" : SqsAction (p. 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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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Functions" : StepFunctionsAction (p. 3817),
"Timestream" : TimestreamAction (p. 3818)

YAML
CloudwatchAlarm:
CloudwatchAlarmAction (p. 3794)
CloudwatchLogs:
CloudwatchLogsAction (p. 3795)
CloudwatchMetric:
CloudwatchMetricAction (p. 3796)
DynamoDB:
DynamoDBAction (p. 3797)
DynamoDBv2:
DynamoDBv2Action (p. 3799)
Elasticsearch:
ElasticsearchAction (p. 3800)
Firehose:
FirehoseAction (p. 3802)
Http:
HttpAction (p. 3803)
IotAnalytics:
IotAnalyticsAction (p. 3805)
IotEvents:
IotEventsAction (p. 3806)
IotSiteWise:
IotSiteWiseAction (p. 3807)
Kafka:
KafkaAction (p. 3808)
Kinesis:
KinesisAction (p. 3809)
Lambda:
LambdaAction (p. 3810)
Republish:
RepublishAction (p. 3813)
S3:
S3Action (p. 3814)
Sns:
SnsAction (p. 3816)
Sqs:
SqsAction (p. 3817)
StepFunctions:
StepFunctionsAction (p. 3817)
Timestream:
TimestreamAction (p. 3818)

Properties
CloudwatchAlarm
CloudWatch 경보 상태를 변경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oudwatchAlarmAction (p. 379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oudwatchLog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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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loudwatchLogsAction (p. 37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oudwatchMetric
CloudWatch 지표를 수집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oudwatchMetricAction (p. 37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ynamoDB
DynamoDB 테이블에 작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ynamoDBAction (p. 379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ynamoDBv2
DynamoDB 테이블에 작성합니다. 이 작업은 새로운 버전의 DynamoDB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
MQTT 메시지 페이로드의 각 속성을 별도의 DynamoDB 열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ynamoDBv2Action (p. 37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lasticsearch
Amazon OpenSearch Service 도메인에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lasticsearchAction (p. 38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rehose
Amazon Kinesis Firehose 스트림에 작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irehoseAction (p. 38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
HTTPS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Action (p. 38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otAnalytics
AWS IoT Analytics 채널로 메시지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378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Required: 아니요
Type: IotAnalyticsAction (p. 380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otEvents
AWS IoT Events 감지기로 입력을 전송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otEventsAction (p. 380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otSiteWise
규칙을 트리거한 MQTT 메시지의 데이터를 AWS IoT SiteWise 자산 속성에 보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otSiteWiseAction (p. 380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afka
Apache Kafka(Amazon MSK) 또는 자체 관리 Apache Kafka 클러스터용 Apache Kafka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afkaAction (p. 380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inesis
데이터를 Amazon Kinesis 스트림에 작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inesisAction (p. 38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mbda
Lambda 함수를 호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mbdaAction (p. 38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ublish
다른 MQTT 주제에 게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publishAction (p. 38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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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Amazon S3 버킷에 작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Action (p. 381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s
Amazon SNS 주제에 게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nsAction (p. 38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qs
Amazon SQS 대기열에 게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qsAction (p. 38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epFunctions
Step Functions 상태 시스템 실행 시작
Required: 아니요
Type: StepFunctionsAction (p. 38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stream
MQTT 메시지에서 속성을 작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imestreamAction (p. 381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AssetPropertyTimestamp
다음 정보가 포함된 자산 속성 타임스탬프 항목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OffsetInNanos" : String,
"TimeInSeconds" : String

API 버전 2010-05-15
379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

YAML
OffsetInNanos: String
TimeInSeconds: String

Properties
OffsetInNanos
선택. 나노초 시간 오프셋을 포함하는 문자열입니다. 대체 템플릿을 적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InSeconds
epoch 이후의 시간(초)을 포함하는 문자열입니다. 대체 템플릿을 적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AssetPropertyValue
다음 정보가 포함된 자산 속성 값 항목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Quality" : String,
"Timestamp" : AssetPropertyTimestamp (p. 3791),
"Value" : AssetPropertyVariant (p. 3793)

YAML
Quality: String
Timestamp:
AssetPropertyTimestamp (p. 3791)
Value:
AssetPropertyVariant (p. 3793)

Properties
Quality
선택. 값의 품질을 설명하는 문자열입니다. 대체 템플릿을 적용합니다. GOOD, BAD 또는 UNCERTAIN이
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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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stamp
자산 속성 값 타임스탬프입니다.
Required: 예
Type: AssetPropertyTimestamp (p. 37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자산 속성의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AssetPropertyVariant (p. 37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AssetPropertyVariant
(단일 유형의) 자산 속성 값을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ooleanValue" : String,
"DoubleValue" : String,
"IntegerValue" : String,
"StringValue" : String

YAML
BooleanValue: String
DoubleValue: String
IntegerValue: String
StringValue:
String

Properties
BooleanValue
선택. 값 항목의 부울 값(true 또는 false)을 포함하는 문자열입니다. 대체 템플릿을 적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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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ubleValue
선택. 값 항목의 실수 값을 포함하는 문자열입니다. 대체 템플릿을 적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gerValue
선택. 값 항목의 정수 값을 포함하는 문자열입니다. 대체 템플릿을 적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ingValue
선택. 값 항목의 문자열 값입니다. 대체 템플릿을 적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CloudwatchAlarmAction
CloudWatch 경보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armName" : String,
"RoleArn" : String,
"StateReason" : String,
"StateValue" : String

YAML
AlarmName: String
RoleArn: String
StateReason: String
StateValue: String

Properties
AlarmName
CloudWatch 경보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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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CloudWatch 경보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IAM 역할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Reason
경보 변경 이유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Value
경보 상태의 값입니다. 사용 가능한 값은 OK, ALARM, INSUFFICIENT_DATA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CloudwatchLogsAction
CloudWatch 로그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ogGroupName"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LogGroupName: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LogGroupName
CloudWatch 로그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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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CloudWatch 로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IAM 역할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CloudwatchMetricAction
CloudWatch 지표를 캡처하는 작업을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etricName" : String,
"MetricNamespace" : String,
"MetricTimestamp" : String,
"MetricUnit" : String,
"MetricValue"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MetricName: String
MetricNamespace: String
MetricTimestamp: String
MetricUnit: String
MetricValue: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MetricName
CloudWatch 지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Namespace
CloudWatch 지표 네임스페이스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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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Timestamp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선택 사항).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Unit
CloudWatch에서 지원되는 지표 단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Value
CloudWatch 지표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CloudWatch 지표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IAM 역할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DynamoDBAction
DynamoDB 테이블에 쓸 작업을 기술합니다.
tableName, hashKeyField 및 rangeKeyField 값은 테이블을 생성할 때 사용한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hashKeyValue 및 rangeKeyvalue 필드는 대체 템플릿 구문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템플릿은 런타임 시 데
이터를 제공합니다. 구문은 ${sql-expression}입니다.
JSON 속성, 비교, 계산, 함수를 비롯하여 WHERE 절 또는 SELECT 절에 유효한 표현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다음 필드는 셋째 수준의 항목을 사용합니다.
"hashKeyValue": "${topic(3)}"
다음 필드는 타임스탬프를 사용합니다.
"rangeKeyValue": "${timestamp()}"
자세한 내용은 AWS IoT 개발자 안내서의 DynamoDBv2 작업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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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ashKeyField" : String,
"HashKeyType" : String,
"HashKeyValue" : String,
"PayloadField" : String,
"RangeKeyField" : String,
"RangeKeyType" : String,
"RangeKeyValue" : String,
"RoleArn" : String,
"TableName" : String

YAML
HashKeyField: String
HashKeyType: String
HashKeyValue: String
PayloadField: String
RangeKeyField: String
RangeKeyType: String
RangeKeyValue: String
RoleArn: String
TableName: String

Properties
HashKeyField
해시 키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ashKeyType
해시 키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은 "STRING" 또는 "NUMBER"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ashKeyValue
해시 키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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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loadField
작업 페이로드입니다. 이 이름은 사용자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ngeKeyField
범위 키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ngeKeyType
범위 키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은 "STRING" 또는 "NUMBER"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ngeKeyValue
범위 키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Name
DynamoDB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DynamoDBv2Action
DynamoDB 테이블에 쓸 작업을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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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DynamoDB 작업은 메시지 페이로드의 각 속성을 DynamoDB 테이블의 해당 열에 씁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utItem" : PutItemInput (p. 3812),
"RoleArn" : String

YAML
PutItem:
PutItemInput (p. 3812)
RoleArn: String

Properties
PutItem
메시지 데이터를 작성할 DynamoDB 테이블을 지정합니다. 예:
{ "dynamoDBv2": { "roleArn": "aws:iam:12341251:my-role" "putItem":
{ "tableName": "my-table" } } }
메시지 페이로드의 각 속성이 DynamoDB 데이터베이스에서 별도의 열로 작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utItemInput (p. 38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 AWS SDK for Ruby V2.

AWS::IoT::TopicRule ElasticsearchAction
Amazon OpenSearch Service 도메인에 데이터를 쓰는 작업을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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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point" : String,
"Id" : String,
"Index" : String,
"RoleArn" : String,
"Type" : String

YAML
Endpoint: String
Id: String
Index: String
RoleArn: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Endpoint
OpenSearch 도메인의 엔드포인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
저장하는 문서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dex
데이터를 저장할 인덱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OpenSearch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IAM 역할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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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저장 중인 문서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FirehoseAction
Amazon Kinesis Firehose 스트림에 데이터를 쓰는 작업을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atchMode" : Boolean,
"DeliveryStreamName" : String,
"RoleArn" : String,
"Separator" : String

YAML
BatchMode: Boolean
DeliveryStreamName: String
RoleArn: String
Separator: String

Properties
BatchMod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liveryStreamName
전송 스트림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mazon Kinesis Firehose 스트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IAM 역할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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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parator
Firehose 스트림에 작성된 레코드를 구분하는 데 사용할 문자 구분자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
다. '\n'(줄 바꿈), '\t'(탭), '\r\n'(Windows 줄 바꿈), ','(쉼표).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HttpAction
HTTPS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h" : HttpAuthorization (p. 3805),
"ConfirmationUrl" : String,
"Headers" : [ HttpActionHeader (p. 3804), ... ],
"Url" : String

YAML
Auth:
HttpAuthorization (p. 3805)
ConfirmationUrl: String
Headers:
- HttpActionHeader (p. 3804)
Url: String

Properties
Auth
HTTPS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할 인증 방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Authorization (p. 380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firmationUrl
AWS IoT가 확인 메시지를 보내는 URL입니다. 확인 URL의 값은 엔드포인트 URL의 접두사여야
합니다. 확인 URL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AWS IoT는 엔드포인트 URL을 확인 URL로 사용합니다.
confirmationUrl에 대체 템플릿을 사용하는 경우 대체 템플릿의 가능한 각 값과 일치하는 주제 규칙 대상
을 생성하고 활성화해야 엔드포인트 URL로 트래픽이 허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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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ders
메시지 데이터와 함께 전송할 HTTP 헤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ActionHeader (p. 380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l
엔드포인트 URL입니다. URL에 대체 템플릿이 사용되는 경우 confirmationUrl도 지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 대상인 경우 가능할 경우 새 TopicRuleDestination이 생성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HttpActionHeader
HTTP 작업 헤더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HTTP 헤더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HTTP 헤더 값입니다. 대체 템플릿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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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HttpAuthorization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권한 부여 방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igv4" : SigV4Authorization (p. 3815)

YAML
Sigv4:
SigV4Authorization (p. 3815)

Properties
Sigv4
Sig V4 인증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명 버전 4 서명 프로세스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SigV4Authorization (p. 381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IotAnalyticsAction
AWS IoT Analytics 채널로 메시지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atchMode" : Boolean,
"ChannelName"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BatchMode: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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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Name: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BatchMod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hannelName
메시지 데이터가 전송될 IoT Analytics 채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IoT Analytics를 통해 메시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IoT Analytics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을 가진 역할
의 ARN입니다(iotanalytics:BatchPutMessag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IoTAPI 참조의 IotAnalyticsAction.

AWS::IoT::TopicRule IotEventsAction
AWS IoT Events 감지기로 입력을 전송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atchMode"
"InputName"
"MessageId"
"RoleArn" :

: Boolean,
: String,
: String,
String

YAML
BatchMode: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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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Name: String
MessageId: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BatchMod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Name
AWS IoT 이벤트 입력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ssageId
메시지의 ID입니다. 기본값 messageId은 새 UUID 값입니다.
batchMode 가 true인 경우 messageId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새 UUID 값이 할당됩니다.
AWS IoT Events 감지기가 지정된 messageId를 가진 입력(메시지) 하나만 처리하도록 할 때 이 특성에
값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WS IoT Events 감지기로 입력을 전송하는 AWS IoT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의 ARN입니다.
("Action":"iotevents:BatchPutMessag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IotSiteWiseAction
규칙을 트리거한 MQTT 메시지의 데이터를 AWS IoT SiteWise 자산 속성에 보내는 작업을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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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AssetPropertyValueEntries" : [ PutAssetPropertyValueEntry (p. 3811), ... ],
"RoleArn" : String

YAML
PutAssetPropertyValueEntries:
- PutAssetPropertyValueEntry (p. 3811)
RoleArn: String

Properties
PutAssetPropertyValueEntries
자산 속성 값 항목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PutAssetPropertyValueEntry (p. 381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WS IoT SiteWise로 자산 속성 값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AWS IoT에 부여하는 역할의 ARN 입니다
("Action": "iotsitewise:BatchPutAssetPropertyValue"). 신뢰 정책은 특정 자산 계층 경로
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KafkaAction
Amazon Managed Streaming for Apache Kafka (Amazon MSK) 또는 자체 관리 Apache Kafka 클러스터용
Apache Kafka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ientProperties" : {Key : Value, ...},
"DestinationArn" : String,
"Key" : String,
"Partition" : String,
"Topic" : String

YAML
ClientProperties:
Key : Value
DestinationArn: String
Key: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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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 String
Topic: String

Properties
ClientProperties
Apache Kafka 생산자 클라이언트의 속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Arn
Kafka 작업 VPC TopicRuleDestination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
Kafka 메시지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tition
Kafka 메시지 파티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ic
메시지에 대한 Kafka 주제는 Kafka 브로커로 전송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KinesisAction
Amazon Kinesis 스트림에 데이터를 쓰는 작업을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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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PartitionKey" : String,
"RoleArn" : String,
"StreamName" : String

YAML
PartitionKey: String
RoleArn: String
StreamName: String

Properties
PartitionKey
파티션 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mazon Kinesis 스트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Name
Amazon Kinesis 스트림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LambdaAction
Lambda 함수를 호출할 작업을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FunctionArn" : String

API 버전 2010-05-15
381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

YAML
FunctionArn: String

Properties
FunctionArn
Lambda 함수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PutAssetPropertyValueEntry
다음 정보가 포함된 자산 속성 값 항목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ssetId" : String,
"EntryId" : String,
"PropertyAlias" : String,
"PropertyId" : String,
"PropertyValues" : [ AssetPropertyValue (p. 3792), ... ]

YAML
AssetId: String
EntryId: String
PropertyAlias: String
PropertyId: String
PropertyValues:
- AssetPropertyValue (p. 3792)

Properties
AssetId
AWS IoT SiteWise 자산의 ID입니다. propertyAlias 또는 aliasId와 propertyId 둘 다 지정해야
합니다. 대체 템플릿을 적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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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Id
선택. 오류 발생 시 오류가 발생한 메시지를 더 잘 추적하기 위해 정의할 수 있는 이 항목의 고유 식별자
입니다. 대체 템플릿을 적용합니다. 기본값은 새 UU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pertyAlias
자산 속성과 연결된 속성 별칭의 이름입니다. propertyAlias 또는 aliasId와 propertyId 둘 다 지
정해야 합니다. 대체 템플릿을 적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pertyId
자산 속성의 ID입니다. propertyAlias 또는 aliasId와 propertyId 둘 다 지정해야 합니다. 대체
템플릿을 적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pertyValues
각각 타임스탬프, 품질 및 값(TQV) 정보를 포함하는 삽입할 속성 값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AssetPropertyValue (p. 379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PutItemInput
메시지 데이터를 쓸 DynamoDB를 지정하는 DynamoActionVS 작업에 대한 입력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ableName" : String

YAML
Table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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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TableName
메시지 데이터가 작성되는 테이블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RepublishAction
다른 주제에 다시 게시할 작업을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Qos" : Integer,
"RoleArn" : String,
"Topic" : String

YAML
Qos: Integer
RoleArn: String
Topic: String

Properties
Qos
메시지를 다시 게시할 때 사용할 서비스 품질(QoS) 수준입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ic
MQTT 주제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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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S3Action
Amazon S3 버킷에 데이터를 쓰는 작업을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Name" : String,
"CannedAcl" : String,
"Key"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BucketName: String
CannedAcl: String
Key: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BucketName
Amazon S3 버킷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nnedAcl
객체 키로 식별된 객체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Amazon S3에서 미리 정의된 ACL입니다. 자
세한 내용은 S3에서 미리 정의된 ACL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
객체 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에 사용되는 작업, 리소스 및 조건 키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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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SigV4Authorization
자세한 내용은 서명 버전 4 서명 프로세스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oleArn" : String,
"ServiceName" : String,
"SigningRegion" : String

YAML
RoleArn: String
ServiceName: String
SigningRegion: String

Properties
RoleArn
서명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Name
Sig V4로 서명하는 동안 사용할 서비스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gningRegion
서명 리전입니다.
Required: 예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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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SnsAction
Amazon SNS 주제에 게시하는 작업을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essageFormat" : String,
"RoleArn" : String,
"TargetArn" : String

YAML
MessageFormat: String
RoleArn: String
TargetArn: String

Properties
MessageFormat
(선택 사항) 게시할 메시지의 메시지 형식입니다. 사용 가능한 값은 "JSON" 및 "RAW"입니다. 속성 기
본 값은 "RAW"입니다. SNS는 이 설정을 사용하여 페이로드를 구문 분석하고 페이로드의 해당 플랫폼
별 비트를 추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개발자 안내
서의 Amazon SNS 메시지 및 JSON 형식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Arn
SNS 주제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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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IoT::TopicRule SqsAction
Amazon SQS 대기열에 데이터를 게시하는 작업을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QueueUrl" : String,
"RoleArn" : String,
"UseBase64" : Boolean

YAML
QueueUrl: String
RoleArn: String
UseBase64: Boolean

Properties
QueueUrl
Amazon SQS 대기열의 URL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Base64
Base64 인코딩의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StepFunctionsAction
Step Functions 상태 시스템 실행 시작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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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ExecutionNamePrefix" : String,
"RoleArn" : String,
"StateMachineName" : String

YAML
ExecutionNamePrefix: String
RoleArn: String
StateMachineName: String

Properties
ExecutionNamePrefix
(선택 사항) 뒤에 UUID가 붙는 이 접두사로 이루어진 상태 시스템 실행에 이름이 부여됩니다. Step
Functions는 각 상태 시스템 실행에 제공된 고유한 이름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고유한 이름을 생성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상태 시스템의 실행을 시작할 IoT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의 ARN입니다("Action":"states:StartExecution").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MachineName
작업 실행이 시작될 Step Functions 상태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IoT API 참조의 StepFunctionsAction.

AWS::IoT::TopicRule TimestreamAction
Amazon Timestream 테이블에 레코드를 쓰는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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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BatchMode" : Boolean,
"DatabaseName" : String,
"Dimensions" : [ TimestreamDimension (p. 3820), ... ],
"RoleArn" : String,
"TableName" : String,
"Timestamp" : TimestreamTimestamp (p. 3821)

YAML
BatchMode: Boolean
DatabaseName: String
Dimensions:
- TimestreamDimension (p. 3820)
RoleArn: String
TableName: String
Timestamp:
TimestreamTimestamp (p. 3821)

Properties
BatchMod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Name
레코드를 쓸 테이블이 있는 Amazon Timestream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mensions
각 측정값 레코드에 기록되는 시계열의 메타데이터 속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TimestreamDimension (p. 382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WS IoT에 Timestream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
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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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Name
메시지 데이터가 작성되는 테이블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stamp
항목의 타임스탬프에 사용할 값입니다. 비워 두면 항목이 처리된 시간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imestreamTimestamp (p. 382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TimestreamDimension
각 측정값 레코드에 기록되는 시계열의 메타데이터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 : String

YAML
Nam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Name
메타데이터 차원 이름입니다. 이는 Amazon Timestream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레코드의 열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의 이 열에 쓸 값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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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TimestreamTimestamp
항목의 타임스탬프에 사용할 값입니다. 비워 두면 항목이 처리된 시간이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Unit" : String,
"Value" : String

YAML
Unit: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Unit
value에 설명된 표현식에서 기인하는 타임스탬프 값의 정밀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긴 Epoch 시간 값을 반환하는 표현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 TopicRulePayload
규칙을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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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s" : [ Action (p. 3787), ... ],
"AwsIotSqlVersion" : String,
"Description" : String,
"ErrorAction" : Action (p. 3787),
"RuleDisabled" : Boolean,
"Sql" : String

YAML
Actions:
- Action (p. 3787)
AwsIotSqlVersion: String
Description: String
ErrorAction:
Action (p. 3787)
RuleDisabled: Boolean
Sql: String

Properties
Actions
규칙과 연결된 작업입니다.
Required: 예
Type: Action (p. 378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qlVersion
규칙을 평가할 때 사용할 SQL 규칙의 버전입니다.
기본값은 2015-10-08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rrorAction
오류 발생 시 실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tion (p. 378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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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Disabled
규칙이 비활성화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ql
주제에 대한 쿼리에 사용되는 SQL 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IoT SQL
참조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TopicRuleDestination
주제 규칙 대상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TopicRuleDestination",
"Properties" : {
"HttpUrlProperties" : HttpUrlDestinationSummary (p. 3825),
"Status" : String,
"VpcProperties" : VpcDestinationProperties (p. 3825)
}

YAML
Type: AWS::IoT::TopicRuleDestination
Properties:
HttpUrlProperties:
HttpUrlDestinationSummary (p. 3825)
Status: String
VpcProperties:
VpcDestinationProperties (p. 3825)

Properties
HttpUrlProperties
HTTP URL의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UrlDestinationSummary (p. 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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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tus
IN_PROGRESS
주제 규칙 대상이 생성되었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UpdateTopicRuleDestination을 호출
하여 상태를 IN_PROGRESS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UpdateTopicRuleDestination을 호출하면
새 확인 챌린지가 확인 엔드포인트로 전송됩니다.
ENABLED
확인이 완료되었으며 이 대상으로 트래픽이 허용됩니다. UpdateTopicRuleDestination을 호
출하여 상태를 DISABLED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화됨
확인이 완료되었으며 이 대상으로의 트래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UpdateTopicRuleDestination을 호출하여 상태를 ENABLED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류
검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예: 검사가 시간 초과된 경우). 오류 세부 내용을 보려면
GetTopicRuleDestination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UpdateTopicRuleDestination을 호출
하여 상태를 IN_PROGRESS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UpdateTopicRuleDestination을 호출하면
새 확인 챌린지가 확인 엔드포인트로 전송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Properties
Virtual Private Cloud(VPC) 연결의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pcDestinationProperties (p. 382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주제 규칙 대상을 반환합니다. 예:
{ "Ref": "TopicRuleDestination" }
다음과 비슷한 값이 반환됩니다.
a1234567b89c012d3e4fg567hij8k9l01mno1p23q45678901rs234567890t1u2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Arn
주제 규칙 대상 UR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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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Reaso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AWS::IoT::TopicRuleDestination HttpUrlDestinationSummary
HTTP URL 대상 등록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firmationUrl" : String

YAML
ConfirmationUrl: String

Properties
ConfirmationUrl
HTTP 주제 규칙 대상 URL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IoT::TopicRuleDestination VpcDestinationProperties
Virtual Private Cloud(VPC) 대상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oleArn" : String,
"SecurityGroups" : [ String, ... ],
"SubnetIds" : [ String, ... ],
"VpcId" : String

YAML
RoleArn: String
SecurityGroup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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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netIds:
- String
VpcId: String

Properties
RoleArn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ENI)를 생성하고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urityGroups
VPC 대상의 보안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s
VPC 대상의 서브넷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cId
VPC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 IoT 1-Click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IoT1Click::Device (p. 3826)
• AWS::IoT1Click::Placement (p. 3828)
• AWS::IoT1Click::Project (p. 3831)

AWS::IoT1Click::Device
AWS::IoT1Click::Device 리소스는 AWS IoT 1-Click 호환 디바이스의 사용 상태를 제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1-Click 디바이스 API 참조에서 Device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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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1Click::Device",
"Properties" : {
"DeviceId" : String,
"Enabled" : Boolean
}

YAML
Type: AWS::IoT1Click::Device
Properties:
DeviceId: String
Enabled: Boolean

Properties
DeviceId
디바이스의 ID입니다(예: G030PX0312744DWM).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abled
디바이스의 활성화(true) 또는 비활성화(false) 여부를 나타내는 부울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디바이스 ARN(예:
arn:aws:iot1click:us-west-2:123456789012:devices/G030PX0312744DWM)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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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
디바이스의 ARN입니다(예: arn:aws:iot1click:us-west-2:123456789012:devices/
G030PX0312744DWM).
DeviceId
디바이스의 고유한 식별자입니다.
Enabled
디바이스의 활성화(true) 또는 비활성화(false) 여부를 나타내는 부울 값입니다.

예제
디바이스 사용
JSON
{

}

"SampleDevice": {
"Type": "AWS::IoT1Click::Device",
"Properties": {
"DeviceId": "G030PX0312744DWM",
"Enabled": true
}
}

YAML
SampleDevice:
Type: "AWS::IoT1Click::Device"
Properties:
DeviceId: G030PX0312744DWM
Enabled: True

참고 항목
• 디바이스
• 프로젝트, 템플릿 및 배치
• AWS IoT 1-Click 프로그래밍 모델

AWS::IoT1Click::Placement
AWS::IoT1Click::Placement 리소스는 AWS IoT 1-Click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배치를 생성합니다. 배치
는 위치에서 디바이스의 인스턴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1-Click 개발자 안내서에서 프로젝트, 템
플릿 및 배치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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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IoT1Click::Placement",
"Properties" : {
"AssociatedDevices" : Json,
"Attributes" : Json,
"PlacementName" : String,
"ProjectName" : String
}

YAML
Type: AWS::IoT1Click::Placement
Properties:
AssociatedDevices: Json
Attributes: Json
PlacementName: String
ProjectName: String

Properties
AssociatedDevices
0개 이상의 키-값 페어의 매핑으로 정의된 것과 같이 배치와 연결하는 디바이스입니다. 여기서 키는 템
플릿 이름이고 값은 디바이스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ttributes
배치와 연결된 사용자 정의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lacementName
배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jectName
배치가 포함된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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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형식 projects/A/placements/
B의 문자열입니다. 여기서 A는 프로젝트의 이름이고 B는 배치의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PlacementName
배치의 이름입니다(예: floor17).
ProjectName
배치가 포함된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예: conference-rooms).

예제
프로젝트 및 배치 선언
JSON
{

"BasicProjectWithPlacement": {
"Type": "AWS::IoT1Click::Project",
"Properties": {
"ProjectName": "project-with-placements",
"Description": "description",
"PlacementTemplate": {
"DefaultAttributes": {
"Attribute": "Value",
"Foo": "Bar"
},
"DeviceTemplates": {
"testButton": {
"DeviceType": "button",
"CallbackOverrides": {
"onClickCallback": ""
}
}
}
}
}
},
"BasicPlacement": {
"Type": "AWS::IoT1Click::Placement",
"Properties": {
"ProjectName": {
"Ref": "BasicProjectWith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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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PlacementName": "placement"

YAML
BasicProjectWithPlacement:
Type: "AWS::IoT1Click::Project"
Properties:
ProjectName: "project-with-placements"
Description: "description"
PlacementTemplate:
DefaultAttributes:
Attribute: Value
Foo: Bar
DeviceTemplates:
testButton:
DeviceType: "button"
CallbackOverrides:
onClickCallback: ""
BasicPlacement:
Type: "AWS::IoT1Click::Placement"
Properties:
ProjectName: !Ref BasicProjectWithPlacement
PlacementName: "placement"

참고 항목
• CreatePlacement
• 프로젝트, 템플릿 및 배치
• AWS IoT 1-Click 프로그래밍 모델

AWS::IoT1Click::Project
AWS::IoT1Click::Project 리소스는 배치 템플릿이 포함된 빈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에는 0
개 이상의 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에 정의된 배치 템플릿을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1-Click 프로젝트 API 참조에서 CreateProject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1Click::Project",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PlacementTemplate" : PlacementTemplate (p. 3835),
"ProjectName" :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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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IoT1Click::Project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PlacementTemplate:
PlacementTemplate (p. 3835)
ProjectName: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lacementTemplate
프로젝트의 배치 사양을 설명하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PlacementTemplate (p. 38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jectName
정보를 얻을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프로젝트 ARN(예:
arn:aws:iot1click:us-west-2:0123456789012:projects/test-project)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프로젝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예: arn:aws:iot1click:useast-1:123456789012:projects/project-a1bzhi)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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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Name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예: project-a1bzhi).

예제
원클릭 프로젝트 선언
JSON
{

}

"Description": "IoT1Click Project test",
"Resources": {
"BasicProject": {
"Type": "AWS::IoT1Click::Project",
"Properties": {
"ProjectName": "project",
"Description": "description",
"PlacementTemplate": {
"DefaultAttributes": {
"Attribute": "Value",
"Foo": "Bar"
},
"DeviceTemplates": {
"testButton": {
"DeviceType": "button",
"CallbackOverrides": {
"onClickCallback": ""
}
}
}
}
}
}
},
"Outputs": {
"ProjectId": {
"Value": {
"Ref": "BasicProject"
}
}
}

YAML
Description: "IoT1Click Project test"
Resources:
BasicProject:
Type: "AWS::IoT1Click::Project"
Properties:
ProjectName: "project"
Description: "description"
PlacementTemplate:
DefaultAttributes:
Attribute: Value
Foo: Bar
DeviceTem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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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Button:
DeviceType: "button"
CallbackOverrides:
onClickCallback: ""
Outputs:
ProjectId:
Value: !Ref BasicProject

참고 항목
• CreateProject
• 프로젝트, 템플릿 및 배치
• AWS IoT 1-Click 프로그래밍 모델

AWS::IoT1Click::Project DeviceTemplate
AWS CloudFormation에서 DeviceTemplate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AWS IoT 1-Click 프로젝트에 대한 템플
릿을 지정합니다.
DeviceTemplate는 AWS::IoT1Click::Project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llbackOverrides" : Json,
"DeviceType" : String

YAML
CallbackOverrides: Json
DeviceType: String

Properties
CallbackOverrides
배치 템플릿에서 제공하는 기본 AWS Lambda 함수 대신 호출할 선택적 AWS Lambda 함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iceType
디바이스 형식으로, 현재는 "button"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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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프로젝트, 템플릿 및 배치
• AWS IoT 1-Click 프로그래밍 모델

AWS::IoT1Click::Project PlacementTemplate
AWS CloudFormation에서 PlacementTemplate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AWS IoT 1-Click 프로젝트에 대한
템플릿을 지정합니다.
PlacementTemplate는 AWS::IoT1Click::Project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faultAttributes" : Json,
"DeviceTemplates" : Json

YAML
DefaultAttributes: Json
DeviceTemplates: Json

Properties
DefaultAttributes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모든 배치에 적용되는 기본 속성(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iceTemplates
이(PlacementTemplate) 템플릿을 사용하는 모든 배치에 대한 DeviceTemplate을 지정하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프로젝트, 템플릿 및 배치
• AWS IoT 1-Click 프로그래밍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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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IoT Analytics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IoTAnalytics::Channel (p. 3836)
• AWS::IoTAnalytics::Dataset (p. 3842)
• AWS::IoTAnalytics::Datastore (p. 3868)
• AWS::IoTAnalytics::Pipeline (p. 3881)

AWS::IoTAnalytics::Channel
AWS::IoTAnalytics::Channel 리소스는 MQTT 주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되지 않은 원시 데이터를
보관하여 데이터를 파이프라인으로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Analytics 사용 설명서에서 AWS
IoT Analytics 사용 방법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Analytics::Channel",
"Properties" : {
"ChannelName" : String,
"ChannelStorage" : ChannelStorage (p. 3839),
"RetentionPeriod" : RetentionPeriod (p. 3841),
"Tags" : [ Tag, ... ]
}

YAML
Type: AWS::IoTAnalytics::Channel
Properties:
ChannelName: String
ChannelStorage:
ChannelStorage (p. 3839)
RetentionPeriod:
RetentionPeriod (p. 3841)
Tags:
- Tag

Properties
ChannelName
채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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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_{2}))(^[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hannelStorage
채널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hannelStorage (p. 383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entionPeriod
메시지 데이터를 채널에 보관하는 기간(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tentionPeriod (p. 384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채널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단순 채널
다음 예제에서는 서비스 관리 채널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간단한 채널을 생성합니다.

JSON
{

}

"Description": "Create a simple Channel",
"Resources": {
"Channel": {
"Type": "AWS::IoTAnalytics::Channel",
"Properties": {
"ChannelName": "SimpleChannel"
}
}
}

YAML
--Description: "Create a simple Channel"

API 버전 2010-05-15
383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Analytics
Resources:
Channel:
Type: "AWS::IoTAnalytics::Channel"
Properties:
ChannelName: "SimpleChannel"

복합 채널
다음 예제에서는 복합 채널을 생성합니다.

JSON
{

}

"Description": "Create a complex channel",
"Resources": {
"Channel": {
"Type": "AWS::IoTAnalytics::Channel",
"Properties": {
"ChannelName": "ComplexChannel",
"RetentionPeriod": {
"Unlimited": false,
"NumberOfDays": 10
},
"Tags": [
{
"Key": "keyname1",
"Value": "value1"
},
{
"Key": "keyname2",
"Value": "value2"
}
]
}
}
}

YAML
--Description: "Create a complex channel"
Resources:
Channel:
Type: "AWS::IoTAnalytics::Channel"
Properties:
ChannelName: "ComplexChannel"
RetentionPeriod:
Unlimited: false
NumberOfDays: 10
Tags:
Key: "keyname1"
Value: "value1"
Key: "keyname2"
Value: "value2"

참고 항목
• AWS IoT Analytics 사용 설명서의 AWS IoT Analytics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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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IoT Analytics API 참조의 CreateChannel

AWS::IoTAnalytics::Channel ChannelStorage
채널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입니다. serviceManagedS3, customerManagedS3 스토리지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serviceManagedS3입니다. 채널을 생성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ustomerManagedS3" : CustomerManagedS3 (p. 3839),
"ServiceManagedS3" : ServiceManagedS3 (p. 3841)

YAML
CustomerManagedS3:
CustomerManagedS3 (p. 3839)
ServiceManagedS3:
ServiceManagedS3 (p. 3841)

Properties
CustomerManagedS3
관리하는 S3 버킷에 채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객 관리형 스토리지를 선택하면
retentionPeriod 파라미터가 무시됩니다. 데이터 스토어가 생성된 후에는 S3 스토리지 선택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ustomerManagedS3 (p. 383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ManagedS3
AWS IoT Analytics에서 관리하는 S3 버킷에 채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 스토어가
생성된 후에는 S3 스토리지 선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rviceManagedS3 (p. 384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Channel CustomerManagedS3
관리하는 S3 버킷에 채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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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Bucket" : String,
"KeyPrefix"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Bucket: String
KeyPrefix: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Bucket
채널 데이터가 저장되는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255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Prefix
(선택 사항) 채널 데이터 객체의 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접두사입니다. S3 버킷의 각 객체에는 버킷
내의 고유 식별자인 키가 있습니다(버킷의 각 객체에는 정확히 하나의 키가 있음). 접두사는 슬래시(/)로
끝나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mazon S3 리소스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권한을 AWS IoT Analytics에 부여하는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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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Channel RetentionPeriod
메시지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간(일)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umberOfDays" : Integer,
"Unlimited" : Boolean

YAML
NumberOfDays: Integer
Unlimited: Boolean

Properties
NumberOfDays
메시지 데이터를 보관하는 일수입니다. unlimited 파라미터는 false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limited
true인 경우 메시지 데이터가 무기한으로 보관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Channel ServiceManagedS3
AWS IoT Analytics에서 관리하는 S3 버킷에 채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 스토어가 생성
된 후에는 S3 스토리지 선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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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AWS::IoTAnalytics::Dataset
AWS::IoTAnalytics::Dataset 리소스는 queryAction(SQL 쿼리) 또는 containerAction(컨테이너
식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적용하여 데이터 스토어에서 검색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데이터 세트는
CreateDatasetContent를 호출해서 수동으로, 또는 지정한 trigger에 따라 자동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Analytics 사용 설명서에서 AWS IoT Analytics 사용 방법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Analytics::Dataset",
"Properties" : {
"Actions" : [ Action (p. 3849), ... ],
"ContentDeliveryRules" : [ DatasetContentDeliveryRule (p. 3852), ... ],
"DatasetName" : String,
"LateDataRules" : [ LateDataRule (p. 3858), ... ],
"RetentionPeriod" : RetentionPeriod (p. 3861),
"Tags" : [ Tag, ... ],
"Triggers" : [ Trigger (p. 3864), ... ],
"VersioningConfiguration" : VersioningConfiguration (p. 3867)
}

YAML
Type: AWS::IoTAnalytics::Dataset
Properties:
Actions:
- Action (p. 3849)
ContentDeliveryRules:
- DatasetContentDeliveryRule (p. 3852)
DatasetName: String
LateDataRules:
- LateDataRule (p. 3858)
RetentionPeriod:
RetentionPeriod (p. 3861)
Tags:
- Tag
Triggers:
- Trigger (p. 3864)
VersioningConfiguration:
VersioningConfiguration (p. 3867)

Properties
Actions
데이터 집합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DatasetAction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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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ction (p. 3849)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tentDeliveryRules
데이터 세트 콘텐츠가 생성되면 여기서 지정된 대상으로 전달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etContentDeliveryRule (p. 3852) 목록
Maximum: 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setName
데이터 집합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_{2}))(^[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ateDataRules
데이터가 늦게 도착할 경우 CloudWatch에 알림을 보내는 데이터 규칙 목록입니다. lateDataRules를
지정하려면 데이터 세트에 DeltaTimer 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teDataRule (p. 3858)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entionPeriod
선택. 메시지 데이터를 데이터 집합에 보관하는 기간(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tentionPeriod (p. 386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데이터 세트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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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iggers
데이터 집합의 자동 업데이트 시점을 지정하는 DatasetTrigger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rigger (p. 3864)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ingConfiguration
선택. 보존되는 데이터 세트 콘텐츠의 버전 개수입니다. 지정하지 않거나 null로 설정하면
retentionPeriod 파라미터로 지정한 기간 동안 최신 버전과 성공한 최신 버전만 보관됩니다(서로 다
른 경우). 자세한 내용은 AWS IoT Analytics 사용 설명서에서 AWS IoT Analytics 데이터 집합의 여러 버
전 유지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VersioningConfiguration (p. 386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단순 SQL 데이터 세트
다음 예제에서는 단순 SQL 데이터 세트를 생성합니다.

JSON
{

"Description": "Create a simple SQL Dataset",
"Resources": {
"Dataset": {
"Type": "AWS::IoTAnalytics::Dataset",
"Properties": {
"DatasetName": "SimpleSQLDataset",
"Actions": [
{
"ActionName": "SqlAction",
"QueryAction": {
"SqlQuery": "select * from Datastore"
}
}
],
"Triggers": [
{
"Schedule": {
"ScheduleExpression": "cron(0 12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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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Description: "Create a simple SQL Dataset"
Resources:
Dataset:
Type: "AWS::IoTAnalytics::Dataset"
Properties:
DatasetName: "SimpleSQLDataset"
Actions:
ActionName: "SqlAction"
QueryAction:
SqlQuery: "select * from Datastore"
Triggers:
Schedule:
ScheduleExpression: "cron(0 12 * * ? *)"

복합 SQL 데이터 세트
다음 예제에서는 복합 SQL 데이터 세트를 생성합니다.

JSON
{

"Description": "Create a complex SQL Dataset",
"Resources": {
"Dataset": {
"Type": "AWS::IoTAnalytics::Dataset",
"Properties": {
"DatasetName": "ComplexSQLDataset",
"Actions": [
{
"ActionName": "SqlAction",
"QueryAction": {
"SqlQuery": "select * from Datastore",
"Filters": [
{
"DeltaTime": {
"OffsetSeconds": 1,
"TimeExpression": "timestamp"
}
}
]
}
}
],
"Triggers": [
{
"Schedule": {
"ScheduleExpression": "cron(0 12 * * ? *)"
}
}
],
"RetentionPeriod": {
"Unlimited": false,
"NumberOfDays": 10
},
"Ta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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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Key": "keyname1",
"Value": "value1"
"Key": "keyname2",
"Value": "value2"

YAML
--Description: "Create a complex SQL Dataset"
Resources:
Dataset:
Type: "AWS::IoTAnalytics::Dataset"
Properties:
DatasetName: "ComplexSQLDataset"
Actions:
ActionName: "SqlAction"
QueryAction:
SqlQuery: "select * from Datastore"
Filters:
DeltaTime:
OffsetSeconds: 1
TimeExpression: "timestamp"
Triggers:
Schedule:
ScheduleExpression: "cron(0 12 * * ? *)"
RetentionPeriod:
Unlimited: false
NumberOfDays: 10
Tags:
Key: "keyname1"
Value: "value1"
Key: "keyname2"
Value: "value2"

단순 컨테이너 데이터 세트
다음 예제에서는 단순 컨테이너 데이터 세트를 생성합니다.

JSON
{

"Description": "Create a simple container Dataset",
"Resources": {
"ContainerDataset": {
"Type": "AWS::IoTAnalytics::Dataset",
"Properties": {
"DatasetName": "SimpleContainerDataset",
"Act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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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Name": "ContainerAction",
"ContainerAction": {
"Image": "<your_Account_Id>.dkr.ecr.us-east-1.amazonaws.com/

sampleimage",

"ExecutionRoleArn": "arn:aws:iam::<your_Account_Id>:role/

ExecutionRole",

}

}

}

}

}

}

"ResourceConfiguration": {
"ComputeType": "ACU_1",
"VolumeSizeInGB": 10
},
"Variables": [
{
"VariableName": "Variable1",
"StringValue": "StringValue"
}
]

],
"Triggers": [
{
"Schedule": {
"ScheduleExpression": "cron(0 12 * * ? *)"
}
}
]

YAML
--Description: "Create a simple container Dataset"
Resources:
ContainerDataset:
Type: "AWS::IoTAnalytics::Dataset"
Properties:
DatasetName: "SimpleContainerDataset"
Actions:
- ActionName: ContainerAction
ContainerAction:
Image: "<your_Account_Id>.dkr.ecr.us-east-1.amazonaws.com/sampleimage"
ExecutionRoleArn: "arn:aws:iam::<your_Account_Id>:role/ExecutionRole"
ResourceConfiguration:
ComputeType: "ACU_1"
VolumeSizeInGB: 10
Variables:
- VariableName: "Variable1"
StringValue: StringValue
Triggers:
Schedule:
ScheduleExpression: "cron(0 12 * * ? *)"

복합 컨테이너 데이터 세트
다음 예제에서는 복합 컨테이너 데이터 세트를 생성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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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Create a complex container Dataset",
"Resources": {
"TriggeringDataset": {
"Type": "AWS::IoTAnalytics::Dataset",
"Properties": {
"DatasetName": "TriggeringDataset",
"Actions": [
{
"ActionName": "SqlAction",
"QueryAction": {
"SqlQuery": "select * from Datastore"
}
}
]
}
},
"ContainerDataset": {
"Type": "AWS::IoTAnalytics::Dataset",
"DependsOn": "TriggeringDataset",
"Properties": {
"DatasetName": "ComplexContainerDataset",
"Actions": [
{
"ActionName": "ContainerAction",
"ContainerAction": {
"Image": "<your_Account_Id>.dkr.ecr.us-east-1.amazonaws.com/
sampleimage",
"ExecutionRoleArn": "arn:aws:iam::<your_Account_Id>:role/
ExecutionRole",
"ResourceConfiguration": {
"ComputeType": "ACU_1",
"VolumeSizeInGB": 10
},
"Variables": [
{
"VariableName": "Variable1",
"StringValue": "StringValue"
},
{
"VariableName": "Variable2",
"DoubleValue": 1
},
{
"VariableName": "Variable3",
"DatasetContentVersionValue": {
"DatasetName": "BasicDataset"
}
},
{
"VariableName": "Variable4",
"OutputFileUriValue": {
"FileName": "fileName"
}
}
]
}
}
],
"Triggers": [
{
"TriggeringDataset": {
"DatasetName": "TriggeringDatase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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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Description: "Create a complex container Dataset"
Resources:
TriggeringDataset:
Type: "AWS::IoTAnalytics::Dataset"
Properties:
DatasetName: "TriggeringDataset"
Actions:
ActionName: "SqlAction"
QueryAction:
SqlQuery: "select * from Datastore"
ContainerDataset:
Type: "AWS::IoTAnalytics::Dataset"
DependsOn: TriggeringDataset
Properties:
DatasetName: "ComplexContainerDataset"
Actions:
ActionName: "ContainerAction"
ContainerAction:
Image: "<your_Account_Id>.dkr.ecr.us-east-1.amazonaws.com/sampleimage"
ExecutionRoleArn: "arn:aws:iam::<your_Account_Id>:role/ExecutionRole"
ResourceConfiguration:
ComputeType: "ACU_1"
VolumeSizeInGB: 10
Variables:
VariableName: "Variable1"
StringValue: "StringValue"
VariableName: "Variable2"
DoubleValue: 1
VariableName: "Variable3"
DatasetContentVersionValue:
DatasetName: "BasicDataset"
VariableName: "Variable4"
OutputFileUriValue:
FileName: "fileName"
Triggers:
TriggeringDataset:
DatasetName: "TriggeringDataset"

참고 항목
• AWS IoT Analytics 사용 설명서의 AWS IoT Analytics 사용 방법
• AWS IoT Analytics API 참조의 CreateDataset

AWS::IoTAnalytics::Dataset Action
‘containerAction’을 실행하여 데이터 세트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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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Name" : String,
"ContainerAction" : ContainerAction (p. 3850),
"QueryAction" : QueryAction (p. 3860)

YAML
ActionName: String
ContainerAction:
ContainerAction (p. 3850)
QueryAction:
QueryAction (p. 3860)

Properties
ActionName
데이터 세트 내용이 자동 생성되는 데이터 작업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tainerAction
시스템이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데이터 세트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애플
리케이션이 필요한 모든 지원 라이브러리와 함께 Docker 컨테이너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tainerAction (p. 38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Action
SQL 쿼리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데이터 세트 내용을 생성하는 ‘SqlQueryDatasetAction’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QueryAction (p. 38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et ContainerAction
‘containerAction’을 실행하여 데이터 세트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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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ecutionRoleArn" : String,
"Image" : String,
"ResourceConfiguration" : ResourceConfiguration (p. 3861),
"Variables" : [ Variable (p. 3866), ... ]

YAML
ExecutionRoleArn: String
Image: String
ResourceConfiguration:
ResourceConfiguration (p. 3861)
Variables:
- Variable (p. 3866)

Properties
ExecutionRoleArn
시스템에 필요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containerAction’을 실행시키는 역할의 ARN입
니다. 최소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입력인 데이터 세트 내용을 검색하는 권한이 포함되어야 합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
계정에 저장된 Docker 컨테이너의 ARN입니다. Docker 컨테이너에 애플리케이션과 필요한 지원 라이브
러리가 포함되어 있고, 데이터 세트 내용 생성에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Configuration
‘containerAction’을 실행하는 리소스의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ResourceConfiguration (p. 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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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riables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 실행과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하는 변수 값입니다(기본적으로 애플
리케이션으로 전달된 파라미터). 각 변수는 ‘stringValue’, ‘datasetContentVersionValue’, 또는
‘outputFileUriValue’가 제공한 이름과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ariable (p. 3866)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et DatasetContentDeliveryRule
데이터 세트 콘텐츠가 생성되면 여기서 지정된 대상으로 전달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 : DatasetContentDeliveryRuleDestination (p. 3853),
"EntryName" : String

YAML
Destination:
DatasetContentDeliveryRuleDestination (p. 3853)
EntryName: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
데이터 세트 콘텐츠가 전달되는 대상입니다.
Required: 예
Type: DatasetContentDeliveryRuleDestination (p. 38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tryName
데이터 세트 콘텐츠 전송 규칙 항목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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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IoTAnalytics::Dataset DatasetContentDeliveryRuleDestination
데이터 세트 콘텐츠가 전달되는 대상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otEventsDestinationConfiguration" : IotEventsDestinationConfiguration (p. 3857),
"S3DestinationConfiguration" :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3862)

YAML
IotEventsDestinationConfiguration:
IotEventsDestinationConfiguration (p. 3857)
S3DestinationConfiguration: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3862)

Properties
IotEventsDestinationConfiguration
데이터 집합 콘텐츠를 AWS IoT Events로 전달하기 위한 구성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otEventsDestinationConfiguration (p. 385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DestinationConfiguration
데이터 세트 콘텐츠를 Amazon S3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성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386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et DatasetContentVersionValue
최신 콘텐츠를 노트북이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세트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set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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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DatasetName: String

Properties
DatasetName
최신 콘텐츠를 노트북이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세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_{2}))(^[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et DeltaTime
데이터를 최종 작업 실행 이후 도착한 상태로 제한하는 데 사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ffsetSeconds" : Integer,
"TimeExpression" : String

YAML
OffsetSeconds: Integer
TimeExpression: String

Properties
OffsetSeconds
메시지 데이터의 추정된 "인플라이트" 지연 시간입니다(초). 지정 기간 내의 메시지 데이터를 사용해 데
이터 세트 내용을 생성할 때, 처리가 시작된 시점에 일부 메시지가 "인플라이트' 상태로 남아 있어서 처
리할 시간 내에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필드를 사용해 메시지 데이터의 "인플라이트" 시간 허
용 한도를 지정, 이전 기간에 처리되지 않은 데이터가 다음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
면, 타임스탬프가 누락된 메시지 데이터를 이전 기간에 위치시키기 때문에 다음 기간 동안 처리에서 제
외될 것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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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Expression
메시지 데이터의 시간이 결정될 수 있는 표현식입니다. 메시지 데이터가 생성된 시간을 도출하는 데 사
용되는 SQL 표현식이거나 타임스탬프 필드의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et DeltaTimeSessionWindowConfiguration
델타 시간 세션 기간의 구성 정보를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DeltaTime은 시간 간격을 지정합니다. DeltaTime을 사용하면 마지막 실행 이후 데이터 스토어에 도착
한 데이터로 데이터 세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DeltaTime의 예제는 AWS IoT Analytics 사용 설명
서에서 델타 기간으로 SQL 데이터 세트 생성(CLI)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imeoutInMinutes" : Integer

YAML
TimeoutInMinutes: Integer

Properties
TimeoutInMinutes
시간 간격입니다. timeoutInMinutes를 사용하면 AWS IoT Analytics에서 마지막 실행 이후 생성된 늦
은 데이터 알림을 배치 처리할 수 있습니다. AWS IoT Analytics는 한 번에 1개의 알림 배치를 Amazon
CloudWatch Events로 보냅니다.
타임스탬프 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resto 0.172 설명서에서 날짜 및 시간 함수와 연
산자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et Filter
메시지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도달하는 시간 프레임에 따라 메시지 데이터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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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ltaTime" : DeltaTime (p. 3854)

YAML
DeltaTime:
DeltaTime (p. 3854)

Properties
DeltaTime
데이터를 최종 작업 실행 이후 도착한 상태로 제한하는 데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ltaTime (p. 385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et GlueConfiguration
완전관리형 ETL(추출, 변환 및 로드) 서비스인 AWS Glue와의 조정을 위한 구성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baseName" : String,
"TableName" : String

YAML
DatabaseName: String
TableName: String

Properties
DatabaseName
테이블이 있는 AWS Glue 데이터 카탈로그의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AWS Glue 데이터 카탈로그 데
이터베이스에는 메타데이터 테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API 버전 2010-05-15
385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Analytics

최소: 1
Maximum: 15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Name
ETL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AWS Glue 데이터 카탈로그의 테이블 이름입니다. AWS Glue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에는 분할된 데이터와 데이터 원본 및 대상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50
Pattern: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et IotEventsDestinationConfiguration
데이터 세트 콘텐츠를 AWS IoT Events로 전달하기 위한 구성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putName"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InputName: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InputName
데이터 세트 콘텐츠가 전달되는 AWS IoT Events 입력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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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WS IoT Events 입력에 데이터 집합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AWS IoT Analytics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
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et LateDataRule
늦은 데이터 규칙의 이름 및 구성 정보를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uleConfiguration" : LateDataRuleConfiguration (p. 3859),
"RuleName" : String

YAML
RuleConfiguration:
LateDataRuleConfiguration (p. 3859)
RuleName: String

Properties
RuleConfiguration
늦은 데이터 규칙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예
Type: LateDataRuleConfiguration (p. 385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Name
늦은 데이터 규칙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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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et LateDataRuleConfiguration
델타 시간 세션 기간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ltaTimeSessionWindowConfiguration" : DeltaTimeSessionWindowConfiguration (p. 3855)

YAML
DeltaTimeSessionWindowConfiguration:
DeltaTimeSessionWindowConfiguration (p. 3855)

Properties
DeltaTimeSessionWindowConfiguration
델타 시간 세션 기간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ltaTimeSessionWindowConfiguration (p. 38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et OutputFileUriValue
출력 파일 URI를 지정하는 구조인 변수 값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leName" : String

YAML
File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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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FileName
데이터 세트 내용이 저장된 위치의 URI입니다. 일반적으로 S3 버킷의 파일 URI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w\.-]{1,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et QueryAction
SQL 쿼리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데이터 세트 내용을 생성하는 ‘SqlQueryDatasetAction’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lters" : [ Filter (p. 3855), ... ],
"SqlQuery" : String

YAML
Filters:
- Filter (p. 3855)
SqlQuery: String

Properties
Filters
메시지 데이터에 사전 적용된 필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ilter (p. 3855)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qlQuery
SQL 쿼리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데이터 세트 내용을 생성하는 ‘SqlQueryDatasetAction’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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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IoTAnalytics::Dataset ResourceConfiguration
containerAction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리소스의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puteType" : String,
"VolumeSizeInGB" : Integer

YAML
ComputeType: String
VolumeSizeInGB: Integer

Properties
ComputeType
containerAction을 실행시키는 데 사용되는 컴퓨팅 리소스의 유형입니다. 가능한 값은
ACU_1(vCPU=4, 메모리=16GiB) 또는 ACU_2(vCPU=8, 메모리=32GiB)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CU_1 | ACU_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SizeInGB
containerAction 실행에 사용되는 리소스 인스턴스에 사용할 수 있는 영구 스토리지의 크기(GB)(최
소: 1, 최대: 50)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et RetentionPeriod
메시지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간(일)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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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NumberOfDays" : Integer,
"Unlimited" : Boolean

YAML
NumberOfDays: Integer
Unlimited: Boolean

Properties
NumberOfDays
메시지 데이터를 보관하는 일수입니다. unlimited 파라미터는 false여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limited
true인 경우 메시지 데이터가 무기한으로 보관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et S3DestinationConfiguration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로 데이터 세트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한 구성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 : String,
"GlueConfiguration" : GlueConfiguration (p. 3856),
"Key"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Bucket: String
GlueConfiguration:
GlueConfiguration (p. 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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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Bucket
데이터 세트 콘텐츠가 전달되는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255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lueConfiguration
완전관리형 ETL(추출, 변환 및 로드) 서비스인 AWS Glue와의 조정을 위한 구성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lueConfiguration (p. 38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
S3 버킷에 있는 데이터 세트 콘텐츠 객체의 키입니다. 각 객체에는 고유 식별자인 키가 있습니다. 각 객
체에는 정확히 하나의 키가 있습니다.
다음 옵션을 사용하여 고유 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 !{iotanalytics:scheduleTime}을 사용하여 일정이 잡힌 SQL 쿼리 실행 시간을 삽입합니다.
• !{iotanalytics:versionId}를 사용하여 데이터 세트 콘텐츠를 식별하는 고유 해시를 삽입합니
다.
• !{iotanalytics:creationTime}을 사용하여 데이터 세트 콘텐츠의 생성 시간을 삽입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CSV 파일의 고유 키를 만듭니다. dataset/mydataset/!
{iotanalytics:scheduleTime}/!{iotanalytics:versionId}.csv

Note
!{iotanalytics:versionId}를 사용하여 키를 지정하지 않으면 중복 키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scheduleTime이 같지만 versionId가 다른 두 개의 데이터 세트 콘텐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한 데이터 세트 콘텐츠가 다른 데이터 세트를 덮어씁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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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Arn
Amazon S3 및 AWS Glue 리소스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AWS IoT Analytics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et Schedule
업데이트를 트리거할 시점에 대한 일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cheduleExpression" : String

YAML
ScheduleExpression: String

Properties
ScheduleExpression
업데이트의 트리거 시점을 정의하는 표현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설명서의 규칙
에 대한 예약 표현식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et Trigger
데이터 세트의 자동 업데이트 시점을 지정하는 ’DatasetTrigger’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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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dule" : Schedule (p. 3864),
"TriggeringDataset" : TriggeringDataset (p. 3865)

YAML
Schedule:
Schedule (p. 3864)
TriggeringDataset:
TriggeringDataset (p. 3865)

Properties
Schedule
트리거가 시작되는 ‘일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hedule (p. 38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iggeringDataset
콘텐츠 생성이 새 데이터 세트의 콘텐츠 생성을 트리거하는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riggeringDataset (p. 386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et TriggeringDataset
콘텐츠 생성이 새 데이터 세트의 콘텐츠 생성을 트리거하는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setName" : String

YAML
DatasetName: String

Properties
DatasetName
콘텐츠 생성이 새 데이터 세트의 콘텐츠 생성을 트리거하는 데이터 세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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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_{2}))(^[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et Variable
containerAction 실행에 전달할 변수의 인스턴스입니다. 각 변수에는 stringValue,
datasetContentVersionValue 또는 outputFileUriValue 중 하나에 의해 지정된 이름과 값이 있어
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setContentVersionValue" : DatasetContentVersionValue (p. 3853),
"DoubleValue" : Double,
"OutputFileUriValue" : OutputFileUriValue (p. 3859),
"StringValue" : String,
"VariableName" : String

YAML
DatasetContentVersionValue:
DatasetContentVersionValue (p. 3853)
DoubleValue:
Double
OutputFileUriValue:
OutputFileUriValue (p. 3859)
StringValue:
String
VariableName: String

Properties
DatasetContentVersionValue
데이터 세트 내용 버전을 지정하는 구조인 변수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etContentVersionValue (p. 38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ubleValue
double(숫자)로 표시되는 변수의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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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FileUriValue
출력 파일 URI를 지정하는 구조인 변수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utputFileUriValue (p. 385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ingValue
문자열인 변수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riableName
변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et VersioningConfiguration
데이터 세트 콘텐츠의 버전 관리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Versions" : Integer,
"Unlimited" : Boolean

YAML
MaxVersions: Integer
Unlimited: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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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MaxVersions
보존되는 데이터 세트 콘텐츠의 버전 개수입니다. unlimited 파라미터를 false로 설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limited
true이면 보존되는 데이터 세트 콘텐츠의 버전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tore
AWS::IoTAnalytics::Datastore 리소스는 메시지의 리포지토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Analytics 사
용 설명서에서 AWS IoT Analytics 사용 방법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Analytics::Datastore",
"Properties" : {
"DatastoreName" : String,
"DatastorePartitions" : DatastorePartitions (p. 3875),
"DatastoreStorage" : DatastoreStorage (p. 3875),
"FileFormatConfiguration" : FileFormatConfiguration (p. 3876),
"RetentionPeriod" : RetentionPeriod (p. 3879),
"Tags" : [ Tag, ... ]
}

YAML
Type: AWS::IoTAnalytics::Datastore
Properties:
DatastoreName: String
DatastorePartitions:
DatastorePartitions (p. 3875)
DatastoreStorage:
DatastoreStorage (p. 3875)
FileFormatConfiguration:
FileFormatConfiguration (p. 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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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entionPeriod:
RetentionPeriod (p. 3879)
Tags:
- Tag

Properties
DatastoreName
데이터 스토어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_{2}))(^[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atastorePartition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torePartitions (p. 387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storeStorage
데이터 스토어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toreStorage (p. 387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FormatConfiguration
파일 형식의 구성 정보가 포함됩니다. AWS IoT Analytics 데이터 스토어는 JSON 및 Parquet를 지원합
니다.
기본 파일 형식은 JSON입니다. 형식은 하나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어를 생성한 후에는 파일 형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ileFormatConfiguration (p. 38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entionPeriod
메시지 데이터를 데이터 스토어에 보관하는 기간(일)입니다. customerManagedS3 스토리지가 선택되
면 이 파라미터는 무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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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tentionPeriod (p. 387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데이터 스토어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단순 데이터 스토어
다음 예제에서는 단순 데이터 스토어를 생성합니다.

JSON
{

}

"Description": "Create a simple Datastore",
"Resources": {
"Datastore": {
"Type": "AWS::IoTAnalytics::Datastore",
"Properties": {
"DatastoreName": "SimpleDatastore"
}
}
}

YAML
--Description: "Create a simple Datastore"
Resources:
Datastore:
Type: "AWS::IoTAnalytics::Datastore"
Properties:
DatastoreName: "SimpleDatastore"

복합 데이터 스토어
다음 예제에서는 복합 데이터 스토어를 생성합니다.

JSON
{

"Description": "Create a complex Datastore",
"Resources": {
"Datastore": {
"Type": "AWS::IoTAnalytics::Datastore",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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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DatastoreName": "ComplexDatastore",
"RetentionPeriod": {
"Unlimited": false,
"NumberOfDays": 10
},
"Tags": [
{
"Key": "keyname1",
"Value": "value1"
},
{
"Key": "keyname2",
"Value": "value2"
}
]

YAML
--Description: "Create a complex Datastore"
Resources:
Datastore:
Type: "AWS::IoTAnalytics::Datastore"
Properties:
DatastoreName: "ComplexDatastore"
RetentionPeriod:
Unlimited: false
NumberOfDays: 10
Tags:
Key: "keyname1"
Value: "value1"
Key: "keyname2"
Value: "value2"

참고 항목
• AWS IoT Analytics 사용 설명서의 AWS IoT Analytics 사용 방법
• AWS IoT Analytics API 참조의 CreateDatastore

AWS::IoTAnalytics::Datastore 열
데이터를 저장하는 열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Typ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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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Name: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Name
열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데이터 유형입니다. 지원되는 데이터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Glue 개발자 안내서에서 일반적
인 데이터 유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tore CustomerManagedS3
S3-customer-managed: 고객 관리 스토리지를 선택하면 retentionPeriod 파라미터가 무시됩니다. 데이
터 스토어가 생성된 후에는 Amazon S3 스토리지의 선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 : String,
"KeyPrefix"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Bucket: String
KeyPrefix: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Bucket
데이터가 저장되는 Amazon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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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255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Prefix
(선택 사항) 데이터 스토어 데이터 객체의 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접두사입니다. Amazon S3 버킷의
각 객체에는 버킷의 고유 식별자인 키가 있습니다. 버킷 내 각 객체는 정확히 하나의 키를 갖습니다. 접
두사는 슬래시(/)로 끝나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mazon S3 리소스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권한을 AWS IoT Analytics에 부여하는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tore CustomerManagedS3Storage
CustomerManagedS3Storage 속성 유형은 AWS::IoTAnalytics::Datastore (p. 3868)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을(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 : String,
"KeyPrefix" : String

YAML
Bucket: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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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Prefix: String

Properties
Bucket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Prefix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tore DatastorePartition
DatastorePartition 속성 유형은 AWS::IoTAnalytics::Datastore (p. 3868)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rtition" : Partition (p. 3878),
"TimestampPartition" : TimestampPartition (p. 3881)

YAML
Partition:
Partition (p. 3878)
TimestampPartition:
TimestampPartition (p. 3881)

Properties
Partitio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Partition (p. 38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387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Analytics

TimestampPartitio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TimestampPartition (p. 388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tore DatastorePartitions
DatastorePartitions 속성 유형은 AWS::IoTAnalytics::Datastore (p. 3868)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rtitions" : [ DatastorePartition (p. 3874), ... ]

YAML
Partitions:
- DatastorePartition (p. 3874)

Properties
Partition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torePartition (p. 387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tore DatastoreStorage
데이터 스토어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ustomerManagedS3" : CustomerManagedS3 (p. 3872),
"IotSiteWiseMultiLayerStorage" : IotSiteWiseMultiLayerStorage (p. 3877),
"ServiceManagedS3" : ServiceManagedS3 (p. 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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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CustomerManagedS3:
CustomerManagedS3 (p. 3872)
IotSiteWiseMultiLayerStorage:
IotSiteWiseMultiLayerStorage (p. 3877)
ServiceManagedS3:
ServiceManagedS3 (p. 3880)

Properties
CustomerManagedS3
관리하는 S3 버킷에 데이터 스토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 스토어 생성 후에는 서비
스 관리형 또는 고객 관리형 S3 스토리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ustomerManagedS3 (p. 387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otSiteWiseMultiLayerStorag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IotSiteWiseMultiLayerStorage (p. 387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ManagedS3
AWS IoT Analytics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S3 버킷에 데이터 스토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 스토어 생성 후에는 서비스 관리형 또는 고객 관리형 S3 스토리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rviceManagedS3 (p. 388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tore FileFormatConfiguration
파일 형식의 구성 정보가 포함됩니다. AWS IoT Analytics 데이터 스토어는 JSON 및 Parquet를 지원합니다.
기본 파일 형식은 JSON입니다. 형식은 하나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어를 생성한 후에는 파일 형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JsonConfiguration" : JsonConfiguration (p. 3878),
"ParquetConfiguration" : ParquetConfiguration (p. 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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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JsonConfiguration:
JsonConfiguration (p. 3878)
ParquetConfiguration:
ParquetConfiguration (p. 3878)

Properties
JsonConfiguration
JSON 형식의 구성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Configuration (p. 38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quetConfiguration
Parquet 형식의 구성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arquetConfiguration (p. 38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tore IotSiteWiseMultiLayerStorage
IotSiteWiseMultiLayerStorage 속성 유형은 AWS::IoTAnalytics::Datastore (p. 3868)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을(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ustomerManagedS3Storage" : CustomerManagedS3Storage (p. 3873)

YAML
CustomerManagedS3Storage:
CustomerManagedS3Storage (p. 3873)

Properties
CustomerManagedS3Storag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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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ustomerManagedS3Storage (p. 387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tore JsonConfiguration
JSON 형식의 구성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YAML

AWS::IoTAnalytics::Datastore ParquetConfiguration
Parquet 형식의 구성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chemaDefinition" : SchemaDefinition (p. 3880)

YAML
SchemaDefinition:
SchemaDefinition (p. 3880)

Properties
SchemaDefinition
스키마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hemaDefinition (p. 388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torePartition
Partition 속성 유형은 AWS::IoTAnalytics::Datastore (p. 3868)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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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Name" : String

YAML
AttributeName: String

Properties
AttributeNam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tore RetentionPeriod
메시지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간(일)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umberOfDays" : Integer,
"Unlimited" : Boolean

YAML
NumberOfDays: Integer
Unlimited: Boolean

Properties
NumberOfDays
메시지 데이터를 보관하는 일수입니다. unlimited 파라미터는 false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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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limited
true인 경우 메시지 데이터가 무기한으로 보관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tore SchemaDefinition
스키마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lumns" : [ Column (p. 3871), ... ]

YAML
Columns:
- Column (p. 3871)

Properties
Columns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나 이상의 열을 지정합니다.
각 스키마에는 최대 100개의 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열에는 최대 100개의 중첩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lumn (p. 387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Datastore ServiceManagedS3
AWS IoT Analytics에서 관리하는 Amazon S3 버킷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 스토어가 생
성된 후에는 Amazon S3 스토리지의 선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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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AWS::IoTAnalytics::Datastore TimestampPartition
TimestampPartition 속성 유형은 AWS::IoTAnalytics::Datastore (p. 3868)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Name" : String,
"TimestampFormat" : String

YAML
AttributeName: String
TimestampFormat: String

Properties
AttributeNam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stampFormat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Pipeline
AWS::IoTAnalytics::Pipeline 리소스는 하나 이상의 채널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사용자는 이를 통해 메
시지를 처리한 다음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pipelineActivities 배열에 channel 및
datastore 활동(선택적으로 23개의 추가 활동)을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Analytics
사용 설명서에서 AWS IoT Analytics 사용 방법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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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IoTAnalytics::Pipeline",
"Properties" : {
"PipelineActivities" : [ Activity (p. 3886), ... ],
"Pipeline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IoTAnalytics::Pipeline
Properties:
PipelineActivities:
- Activity (p. 3886)
Pipeline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PipelineActivities
‘PipelineActivity’ 객체의 목록입니다. 메시지 속성의 삭제/이름 변경/추가, 속성 값에 따른 메시지 필터링,
고급 처리를 위해 메시지에서 Lambda 함수 호출, 디바이스 데이터 정규화를 위한 수학 연산 실행 등의
메시지 변환 활동이 있습니다.
목록은 2-25 PipelineActivity 객체가 될 수 있으며 channel과 datastore 활동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
다. 목록의 각 항목에는 한 활동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pipelineActivities = [ { "channel": { ... } }, { "lambda": { ... } }, ... ]
Required: 예
Type: Activity (p. 3886) 목록
Maximum: 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ipelineName
파이프라인의 이름.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_{2}))(^[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파이프라인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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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단순 파이프라인
다음 예제에서는 단순 파이프라인을 생성합니다.

JSON
{

}

"Description": "Create a simple Pipeline",
"Resources": {
"Pipeline": {
"Type": "AWS::IoTAnalytics::Pipeline",
"Properties": {
"PipelineName": "SimplePipeline",
"PipelineActivities": [
{
"Channel": {
"Name": "ChannelActivity",
"ChannelName": "SimpleChannel",
"Next": "DatastoreActivity"
},
"Datastore": {
"Name": "DatastoreActivity",
"DatastoreName": "SimpleDatastore"
}
}
]
}
}
}

YAML
--Description: "Create a simple Pipeline"
Resources:
Pipeline:
Type: "AWS::IoTAnalytics::Pipeline"
Properties:
PipelineName: "SimplePipeline"
PipelineActivities:
Channel:
Name: "ChannelActivity"
ChannelName: "SimpleChannel"
Next: "DatastoreActivity"
Datastore:
Name: "DatastoreActivity"

API 버전 2010-05-15
388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Analytics
DatastoreName: "SimpleDatastore"

복합 파이프라인
다음 예제에서는 복합 파이프라인을 생성합니다.

JSON
{

"Description": "Create a complex Pipeline",
"Resources": {
"Pipeline": {
"Type": "AWS::IoTAnalytics::Pipeline",
"Properties": {
"PipelineName": "ComplexPipeline",
"PipelineActivities": [
{
"Channel": {
"Name": "ChannelActivity",
"ChannelName": "Channel",
"Next": "LambdaActivity"
},
"Lambda": {
"Name": "LambdaActivity",
"LambdaName": "Lambda",
"BatchSize": 1,
"Next": "AddAttributesActivity"
},
"AddAttributes": {
"Name": "AddAttributesActivity",
"Attributes": {
"key1": "attribute1",
"key2": "attribute2"
},
"Next": "RemoveAttributesActivity"
},
"RemoveAttributes": {
"Name": "RemoveAttributesActivity",
"Attributes": [
"attribute1",
"attribute2"
],
"Next": "SelectAttributesActivity"
},
"SelectAttributes": {
"Name": "SelectAttributesActivity",
"Attributes": [
"attribute1",
"attribute2"
],
"Next": "FilterActivity"
},
"Filter": {
"Name": "FilterActivity",
"Filter": "attribute1 > 40 AND attribute2 < 20",
"Next": "MathActivity"
},
"Math": {
"Name": "MathActivity",
"Attribute": "attribute",
"Math": "attribute - 10",
"Next": "DeviceRegistryEnrichActivity"
},
"DeviceRegistryEnri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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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DeviceRegistryEnrichActivity",
"Attribute": "attribute",
"ThingName": "thingName",
"RoleArn": "arn:aws:iam::<your_Account_Id>:role/Enrich",
"Next": "DeviceShadowEnrichActivity"

}

}

}

}

]

}

},
"DeviceShadowEnrich": {
"Name": "DeviceShadowEnrichActivity",
"Attribute": "attribute",
"ThingName": "thingName",
"RoleArn": "arn:aws:iam::<your_Account_Id>:role/Enrich",
"Next": "DatastoreActivity"
},
"Datastore": {
"Name": "DatastoreActivity",
"DatastoreName": "Datastore"
}

YAML
--Description: "Create a complex Pipeline"
Resources:
Pipeline:
Type: "AWS::IoTAnalytics::Pipeline"
Properties:
PipelineName: "ComplexPipeline"
PipelineActivities:
Channel:
Name: "ChannelActivity"
ChannelName: "Channel"
Next: "LambdaActivity"
Lambda:
Name: "LambdaActivity"
LambdaName: "Lambda"
BatchSize: 1
Next: "AddAttributesActivity"
AddAttributes:
Name: "AddAttributesActivity"
Attributes:
key1: "attribute1"
key2: "attribute2"
Next: "RemoveAttributesActivity"
RemoveAttributes:
Name: "RemoveAttributesActivity"
Attributes:
"attribute1"
"attribute2"
Next: "SelectAttributesActivity"
SelectAttributes:
Name: "SelectAttributesActivity"
Attributes:
"attribut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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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2"
Next: "FilterActivity"
Filter:
Name: "FilterActivity"
Filter: "attribute1 > 40 AND attribute2 < 20"
Next: "MathActivity"
Math:
Name: "MathActivity"
Attribute: "attribute"
Math: "attribute - 10"
Next: "DeviceRegistryEnrichActivity"
DeviceRegistryEnrich:
Name: "DeviceRegistryEnrichActivity"
Attribute: "attribute"
ThingName: "thingName"
RoleArn: "arn:aws:iam::<your_Account_Id>:role/Enrich"
Next: "DeviceShadowEnrichActivity"
DeviceShadowEnrich:
Name: "DeviceShadowEnrichActivity"
Attribute: "attribute"
ThingName: "thingName"
RoleArn: "arn:aws:iam::<your_Account_Id>:role/Enrich"
Next: "DatastoreActivity"
Datastore:
Name: "DatastoreActivity"
DatastoreName: "Datastore"

참고 항목
• AWS IoT Analytics 사용 설명서의 AWS IoT Analytics 사용 방법
• AWS IoT Analytics API 참조의 CreatePipeline

AWS::IoTAnalytics::Pipeline Activity
메시지에서 변환을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dAttributes" : AddAttributes (p. 3888),
"Channel" : Channel (p. 3889),
"Datastore" : Datastore (p. 3891),
"DeviceRegistryEnrich" : DeviceRegistryEnrich (p. 3891),
"DeviceShadowEnrich" : DeviceShadowEnrich (p. 3893),
"Filter" : Filter (p. 3895),
"Lambda" : Lambda (p. 3896),
"Math" : Math (p. 3897),
"RemoveAttributes" : RemoveAttributes (p. 3898),
"SelectAttributes" : SelectAttributes (p. 3900)

YAML
AddAttributes:
AddAttributes (p. 3888)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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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p. 3889)
Datastore:
Datastore (p. 3891)
DeviceRegistryEnrich:
DeviceRegistryEnrich (p. 3891)
DeviceShadowEnrich:
DeviceShadowEnrich (p. 3893)
Filter:
Filter (p. 3895)
Lambda:
Lambda (p. 3896)
Math:
Math (p. 3897)
RemoveAttributes:
RemoveAttributes (p. 3898)
SelectAttributes:
SelectAttributes (p. 3900)

Properties
AddAttributes
메시지 내 기존 속성을 기반으로 다른 속성을 추가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ddAttributes (p. 388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hannel
처리할 메시지 소스를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hannel (p. 388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store
처리된 메시지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지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tore (p. 38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iceRegistryEnrich
AWS IoT 디바이스 레지스트리의 데이터를 메시지에 추가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viceRegistryEnrich (p. 38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iceShadowEnrich
AWS IoT 디바이스 섀도우 서비스의 정보를 메시지에 추가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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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viceShadowEnrich (p. 38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ter
속성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필터링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ilter (p. 38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mbda
Lambda 함수를 실행하여 메시지를 수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mbda (p. 38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th
메시지의 속성을 사용하여 산수 표현식을 계산하고 이를 메시지에 추가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th (p. 389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moveAttributes
메시지에서 속성을 제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moveAttributes (p. 389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lectAttributes
원본 메시지의 지정된 속성만 사용하여 새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lectAttributes (p. 39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Pipeline AddAttributes
메시지 내 기존 속성을 기반으로 다른 속성을 추가하는 활동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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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ributes" : Json,
"Name" : String,
"Next" : String

YAML
Attributes: Json
Name: String
Next: String

Properties
Attributes
기존 속성을 새 속성에 매핑할 수 있는 1 - 50개의 ‘AttributeNameMapping’ 객체 목록입니다.

Note
기존 속성은 메시지에 남아 있으므로 원본을 제거하려면 ‘RemoveAttributeActivity’를 사용하십
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addAttributes' 활동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xt
파이프라인의 다음 활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Pipeline Channel
처리할 메시지 소스를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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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hannelName" : String,
"Name" : String,
"Next" : String

YAML
ChannelName: String
Name: String
Next: String

Properties
ChannelName
메시지가 처리되는 채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_{2}))(^[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channel' 활동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xt
파이프라인의 다음 활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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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IoTAnalytics::Pipeline Datastore
어디에 처리된 데이터를 저장할지 지정하는 데이터 스토어 활동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storeName" : String,
"Name" : String

YAML
DatastoreName: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DatastoreName
처리된 메시지를 저장하는 데이터 스토어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_{2}))(^[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데이터 스토어 활동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Pipeline DeviceRegistryEnrich
AWS IoT 디바이스 레지스트리의 데이터를 메시지에 추가하는 활동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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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ttribute" : String,
"Name" : String,
"Next" : String,
"RoleArn" : String,
"ThingName" : String

YAML
Attribute: String
Name: String
Next: String
RoleArn: String
ThingName: String

Properties
Attribute
메시지에 추가되는 속성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deviceRegistryEnrich' 활동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xt
파이프라인의 다음 활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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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Arn
디바이스의 레지스트리 정보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는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ingName
레지스트리 정보가 메시지에 추가된 IoT 디바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Pipeline DeviceShadowEnrich
AWS IoT 디바이스 섀도우 서비스의 정보를 메시지에 추가하는 활동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 : String,
"Name" : String,
"Next" : String,
"RoleArn" : String,
"ThingName" : String

YAML
Attribute: String
Name: String
Next: String
RoleArn: String
ThingName: String

Properties
Attribute
메시지에 추가되는 속성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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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deviceShadowEnrich' 활동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xt
파이프라인의 다음 활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디바이스의 섀도우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는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ingName
섀도우 정보가 메시지에 추가된 IoT 디바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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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Pipeline Filter
속성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필터링하는 활동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lter" : String (p. 3895),
"Name" : String,
"Next" : String

YAML
Filter: String (p. 3895)
Name: String
Next: String

Properties
Filter
부울 값을 반환해야 하는 SQL WHERE 절과 유사한 표현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p. 3895)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filter' 활동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xt
파이프라인의 다음 활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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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Pipeline Lambda
Lambda 함수를 실행하여 메시지를 수정하는 활동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atchSize" : Integer,
"LambdaName" : String,
"Name" : String,
"Next" : String

YAML
BatchSize: Integer
LambdaName: String
Name: String
Next: String

Properties
BatchSize
처리를 위해 Lambda 함수로 전달되는 메시지의 개수입니다.
Lambda 함수의 최대 제한 시간인 5분 안에 이러한 메시지를 모두 AWS Lambda 함수로 처리할 수 있어
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mbdaName
메시지에서 실행되는 Lambda 함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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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64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lambda' 활동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xt
파이프라인의 다음 활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Pipeline Math
메시지의 속성을 사용하여 산수 표현식을 계산하는 활동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 : String,
"Math" : String (p. 3897),
"Name" : String,
"Next" : String

YAML
Attribute: String
Math: String (p. 3897)
Name: String
Next: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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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ttribute
수학 연산의 결과를 포함하는 속성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th
기존 속성을 하나 이상 사용하고 반드시 정수 값을 반환해야 하는 표현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p. 3897)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math' 활동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xt
파이프라인의 다음 활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Analytics::Pipeline RemoveAttributes
메시지에서 속성을 제거하는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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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s" : [ String, ... ],
"Name" : String,
"Next" : String

YAML
Attributes:
- String
Name: String
Next: String

Properties
Attributes
메시지에서 제거할 속성 1 - 50개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removeAttributes' 활동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xt
파이프라인의 다음 활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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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IoTAnalytics::Pipeline SelectAttributes
원본 메시지의 지정된 속성만 사용하여 새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s" : [ String, ... ],
"Name" : String,
"Next" : String

YAML
Attributes:
- String
Name: String
Next: String

Properties
Attributes
메시지에서 선택할 속성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selectAttributes' 활동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xt
파이프라인의 다음 활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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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ice Adviso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IoTCoreDeviceAdvisor::SuiteDefinition (p. 3901)

AWS::IoTCoreDeviceAdvisor::SuiteDefinition
Device Advisor 테스트 제품군을 생성합니다.
CreateSuiteDefinition 작업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CoreDeviceAdvisor::SuiteDefinition",
"Properties" : {
"SuiteDefinitionConfiguration" : Json,
"Tags" : [ Tag, ... ]
}

YAML
Type: AWS::IoTCoreDeviceAdvisor::SuiteDefinition
Properties:
SuiteDefinitionConfiguration: Json
Tags:
- Tag

Properties
SuiteDefinitionConfiguration
제품군 정의의 구성입니다. 아래에 SuiteDefinitionConfiguration의 필수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devicePermissionRoleArn
디바이스 권한 ARN입니다.
이는 필수 요소입니다.
유형: 문자열
디바이스
테스트 중인 구성된 디바이스 목록입니다.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viceUnderTest를 참조하세요.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유형: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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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dedForQualification
제품군에서 자격을 보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유형: 부울
rootGroup
테스트 제품군 루트 그룹입니다. 루트 그룹 생성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vice Advisor 워크
플로를 참조하세요.
이는 필수 요소입니다.
유형: 문자열
suiteDefinitionName
제품군 정의 구성 이름입니다.
이는 필수 요소입니다.
유형: 문자열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제품군 정의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이(가) 제품군 정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SuiteDefinitionArn
제품군 정의의 ARN입니다.
SuiteDefinitionId
제품군 정의의 버전입니다.
SuiteDefinitionVersion
제품군 정의의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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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음 예는 SuiteDefintion의 템플릿입니다.

JSON
{

"Resources": {
"TestSuiteDefinition": {
"Type": "AWS::IoTCoreDeviceAdvisor::SuiteDefinition",
"Properties": {
"SuiteDefinitionConfiguration": {
"SuiteDefinitionName": "SuiteDefinitionName",
"DevicePermission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RoleName",
"Devices": [
{
"ThingArn": "arn:aws:iot:us-east-1:123456789012:thing/ThingName"
}
],
"RootGroup": "{\n\"configuration\": {},\n\"tests\": [{\n\"name\":
\"TestGroup\",\n\"configuration\": {\n\"EXECUTION_TIMEOUT\": \"30\"\n},\n\"tests\":
[{\n\"name\": \"MQTTPublishTest\",\n\"configuration\": {\n\"TOPIC_FOR_PUBLISH_VALIDATION
\": \"target\"\n},\n\"test\": {\n\"id\": \"MQTT_Publish\",\n\"version\":
\"0.0.0\"\n}\n}]\n}]\n}",
"IntendedForQualification": false
}
}
}
}
}

YAML
Resources:
TestSuiteDefinition:
Type: 'AWS::IoTCoreDeviceAdvisor::SuiteDefinition'
Properties:
SuiteDefinitionConfiguration:
SuiteDefinitionName: "SuiteDefinitionName"
DevicePermission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RoleName"
Devices:
- ThingArn: "arn:aws:iot:us-east-1:123456789012:thing/ThingName"
RootGroup: '{
"configuration": {},
"tests": [{
"name": "TestGroup",
"configuration": {
"EXECUTION_TIMEOUT": "30"
},
"tests": [{
"name": "MQTTPublishTest",
"configuration": {
"TOPIC_FOR_PUBLISH_VALIDATION": "target"
},
"test": {
"id": "MQTT_Publish",
"version": "0.0.0"
}
}]
}]
}'
IntendedForQualification: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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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IoT Events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IoTEvents::DetectorModel (p. 3904)
• AWS::IoTEvents::Input (p. 3940)

AWS::IoTEvents::DetectorModel
AWS::IoTEvents::DetectorModel 리소스는 탐지기 모델을 생성합니다. 상태를 사용하여 탐지기 모델(장치 또
는 프로세스의 모델)을 생성합니다. 각 상태에 대해 수신되는 입력을 평가하여 중요 이벤트를 탐지하는 조건
부(부울) 논리를 정의합니다. 이벤트가 탐지될 경우 모델이 상태를 변경하거나 다른 AWS 서비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구축 또는 미리 정의된 작업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태가 시작 또는 종료할 때 또한 선
택적으로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작업을 트리거하는 추가 이벤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Events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IoT Events 사용 방법을 참조하세요.

Note
AWS IoT Events 콘솔, AWS IoT Events API 또는 CLI 명령 또는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탐지기 모델을 성공적으로 업데이트하면 모델에 의해 생성된 모든 탐지기 인스턴스가 초기 상태로
재설정됩니다. (탐지기의 state, 그리고 모든 변수 및 타이머의 값이 재설정됩니다.)
AWS IoT Events 콘솔, AWS IoT Events API 또는 CLI 명령 또는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탐지기 모델을 성공적으로 업데이트하면 탐지기 모델의 버전 번호가 증가합니다. (업데이트 이전에
버전 번호 1인 탐지기 모델은 업데이트 성공 후 버전 번호 2가 할당됩니다.)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탐지기 모델을 업데이트하려 했지만 업데이트가 실패한 경우 일
부의 경우 시스템이 원래 탐지기 모델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탐지기 모델의 버전이 두 단
계(예를 들어 버전 1에서 버전 3으로) 증가하고 탐지기 인스턴스가 재설정됩니다.
또한,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한 번에 여러 탐지기 모델을 업데이트하려 할 경우 일부 업
데이트는 성공하고 일부 업데이트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탐지기 모델 인스턴스 및 버전
번호에 대한 영향은 업데이트 성공 또는 실패(명시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Events::DetectorModel",
"Properties" : {
"DetectorModelDefinition" : DetectorModelDefinition (p. 3919),
"DetectorModelDescription" : String,
"DetectorModelName" : String,
"EvaluationMethod" : String,
"Key" : String,
"RoleArn"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IoTEvents::DetectorModel
Properties:
DetectorModelDefinition:
DetectorModelDefinition (p. 3919)
DetectorModelDescriptio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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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orModelName: String
EvaluationMethod: String
Key: String
RoleAr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tectorModelDefinition
탐지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정보입니다.
Required: 예
Type: DetectorModelDefinition (p. 391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tectorModelDescription
탐지기 모델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tectorModelName
탐지기 모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valuationMethod
이벤트가 평가되는 순서와 작업이 실행되는 방식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ATCH | SERIA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
감지기 인스턴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값입니다. 디바이스 또는 시스템에서 입력을 전송하면 고유한
키 값이 있는 새 탐지기 인스턴스가 생성됩니다. AWS IoT Events는 이 식별 정보를 기반으로 입력 경로
를 해당하는 탐지기 인스턴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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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라미터는 JSON-경로 표현식을 사용하여 식별에 사용되는 메시지 페이로드에서 속성-값 페어를 선
택합니다. 메시지를 올바른 감지기 인스턴스로 라우팅하려면 디바이스가 동일한 속성-값이 포함된 메시
지 페이로드를 전송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w\-]+))(\.((`[\w- ]+`)|([\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Arn
AWS IoT Events에 작업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탐지기 모델의 이름입니다. 예:
{"Ref": "myDetectorModel"}
AWS IoT Events 탐지기 모델 myDetectorModel의 경우, Ref는 탐지기 모델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단순 탐지기 모델
다음 예제에서는 상태가 하나뿐인 단순한 탐지기 모델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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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Description": "Simple Detector Model Template",
"Resources": {
"MyDetectorModel": {
"Type": "AWS::IoTEvents::DetectorModel",
"Properties": {
"DetectorModelName": "myDetectorModel",
"DetectorModelDescription": "My Detector Model created by CloudFormation",
"Key": "myKey",
"RoleArn": { "Fn::GetAtt" : [ "myRole", "Arn" ] },
"DetectorModelDefinition": {
"InitialStateName": "myInitialState",
"States": [
{
"StateName": "myInitialState",
"OnInput": {
"Events": [
{
"EventName": "onInputPublishEvent",
"Condition": { "Fn::Join" : [ ".", ["$input", {"Ref": "myInput"}, "foo
> 1"] ] },
"Actions": [
{
"IotTopicPublish": {
"MqttTopic": "myMqttTopic"
}
}
]
}
]
}
}
]
}
}
}
}

}

YAML
--Description: "Simple Detector Model Template"
Resources:
MyDetectorModel:
Type: "AWS::IoTEvents::DetectorModel"
Properties:
DetectorModelName: "myDetectorModel"
DetectorModelDescription: "My Detector Model created by CloudFormation"
Key: "myKey"
RoleArn: !GetAtt myRole.Arn
DetectorModelDefinition:
InitialStateName: "myInitialState"
States:
- StateName: "myInitialState"
OnInput:
Events:
- EventName: "onInputPublishEvent"
Condition: !Join [".", ["$input", {'Ref': myInput}, "foo > 1"]]
Actions:
- IotTopicPublish:
MqttTopic: "myMqtt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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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탐지기 모델
다음 예제에서는 상태가 2개인 보다 완전한 예의 탐지기 모델을 생성합니다.

JSON
{

"Description": "Detector Model Template for CloudFormation",
"Resources": {
"MyDetectorModel": {
"Type": "AWS::IoTEvents::DetectorModel",
"Properties": {
"DetectorModelName": "myDetectorModel",
"DetectorModelDescription": "My Detector Model created by CloudFormation",
"Key": "myKey",
"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myIotEventsRole",
"DetectorModelDefinition": {
"InitialStateName": "myInitialState",
"States": [
{
"StateName": "myInitialState",
"OnEnter": {
"Events": [
{
"EventName": "onEnterEvent",
"Actions": [
{
"SetVariable": {
"VariableName": "Variable",
"Value": "0"
}
}
]
},
{
"EventName": "onEnter Event 2",
"Condition": "true",
"Actions": [
{
"SetTimer": {
"TimerName": "myTimer",
"Seconds": 60
}
}
]
}
]
},
"OnInput": {
"Events": [
{
"EventName": "onInputEvent",
"Condition": { "Fn::Join" : [ ".", ["$input", {"Ref": "myInput"}, "foo
> 1"] ] },
"Actions": [
{
"IotTopicPublish": {
"MqttTopic": "myMqttTopic"
}
},
{
"ResetTim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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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imerName": "myTimer"

}
],
"TransitionEvents": [
{
"EventName": "Transit to other state",
"Condition": "true",
"Actions": [
{
"Sns": {
"TargetArn": "arn:aws:sns:123456789012:mySnsTopic"
}
},
{
"Lambda": {
"FunctionArn":
"arn:aws:lambda:123456789012:function:myLambdaFunction"
}
},
{
"Firehose": {
"DeliveryStreamName": "myStreamName",
"Separator": ","
}
},
{
"Sqs": {
"QueueUrl": "myQueueUrl",
"UseBase64": true
}
},
{
"IotEvents": {
"InputName": "myInputName"
}
}
],
"NextState": "myOtherState"
}
]
},
"OnExit": {
"Events": [
{
"EventName": "Clear timers",
"Condition": "1 == 1",
"Actions": [
{
"ClearTimer": {
"TimerName": "myTimer"
}
}
]
}
]
}
},
{
"StateName": "myOtherState",
"OnEnter": {
"Events": [
{
"EventName": "onEnter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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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s": [
{
"SetVariable": {
"VariableName": "Variable",
"Value": "0"
}
}
]

},
{

]

}

}

}

}

}

]

}

}

"EventName": "onEnter Event 2",
"Condition": "true",
"Actions": [
{
"SetTimer": {
"TimerName": "myTimer",
"Seconds": 60
}
}
]

},
"OnExit": {
"Events": [
{
"EventName": "Clear timers",
"Condition": "1 == 1",
"Actions": [
{
"ClearTimer": {
"TimerName": "myTimer"
}
}
]
}
]
}

YAML
--Description: "Detector Model Template for CloudFormation"
Resources:
MyDetectorModel:
Type: "AWS::IoTEvents::DetectorModel"
Properties:
DetectorModelName: "myDetectorModel"
DetectorModelDescription: "My Detector Model created by CloudFormation"
Key: "myKey"
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myIotEventsRole"
DetectorModelDefinition:
InitialStateName: "myInitialState"
States:
- StateName: "myInitialState"
OnEnter: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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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Name: "onEnterEvent"
Actions:
- SetVariable:
VariableName: "Variable"
Value: "0"
- EventName: "onEnter Event 2"
Condition: "true"
Actions:
- SetTimer:
TimerName: "myTimer"
Seconds: 60
OnInput:
Events:
- EventName: "onInputEvent"
Condition: !Join [".", ["$input", {'Ref': myInput}, "foo > 1"]]
Actions:
- IotTopicPublish:
MqttTopic: "myMqttTopic"
- ResetTimer:
TimerName: "myTimer"
TransitionEvents:
- EventName: "Transit to other state"
Condition: "true"
Actions:
- Sns:
TargetArn: "arn:aws:sns:123456789012:mySnsTopic"
- Lambda:
FunctionArn:
"arn:aws:lambda:123456789012:function:myLambdaFunction"
- Firehose:
DeliveryStreamName: "myStreamName"
Separator: ","
- Sqs:
QueueUrl: "myQueueUrl"
UseBase64: true
- IotEvents:
InputName: "myInputName"
NextState: "myOtherState"
OnExit:
Events:
- EventName: "Clear timers"
Condition: "1 == 1"
Actions:
- ClearTimer:
TimerName: "myTimer"
- StateName: "myOtherState"
OnEnter:
Events:
- EventName: "onEnterEvent"
Actions:
- SetVariable:
VariableName: "Variable"
Value: "0"
- EventName: "onEnter Event 2"
Condition: "true"
Actions:
- SetTimer:
TimerName: "myTimer"
Seconds: 60
OnExit:
Events:
- EventName: "Clear timers"
Condition: "1 == 1"
Actions:
- ClearTimer:
TimerName: "myT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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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WS IoT Events 개발자 안내서의 AWS IoT Events 사용 방법
• AWS IoT Events API 참조의 CreateDetectorModel

AWS::IoTEvents::DetectorModel Action
condition이 TRUE일 경우 수행할 작업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earTimer" : ClearTimer (p. 3918),
"DynamoDB" : DynamoDB (p. 3920),
"DynamoDBv2" : DynamoDBv2 (p. 3923),
"Firehose" : Firehose (p. 3925),
"IotEvents" : IotEvents (p. 3926),
"IotSiteWise" : IotSiteWise (p. 3927),
"IotTopicPublish" : IotTopicPublish (p. 3929),
"Lambda" : Lambda (p. 3930),
"ResetTimer" : ResetTimer (p. 3933),
"SetTimer" : SetTimer (p. 3934),
"SetVariable" : SetVariable (p. 3935),
"Sns" : Sns (p. 3936),
"Sqs" : Sqs (p. 3936)

YAML
ClearTimer:
ClearTimer (p. 3918)
DynamoDB:
DynamoDB (p. 3920)
DynamoDBv2:
DynamoDBv2 (p. 3923)
Firehose:
Firehose (p. 3925)
IotEvents:
IotEvents (p. 3926)
IotSiteWise:
IotSiteWise (p. 3927)
IotTopicPublish:
IotTopicPublish (p. 3929)
Lambda:
Lambda (p. 3930)
ResetTimer:
ResetTimer (p. 3933)
SetTimer:
SetTimer (p. 3934)
SetVariable:
SetVariable (p. 3935)
Sns:
Sns (p. 3936)
S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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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s (p. 3936)

Properties
ClearTimer
타이머를 소거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earTimer (p. 391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ynamoDB
생성한 DynamoDB 테이블에 씁니다. 기본 작업 페이로드에는 작업을 트리거한 이벤트와 감지기 모델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가 있는 모든 속성-값 페어가 포함됩니다. 페이로드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
다. DynamoDB 테이블의 한 열에는 지정한 페이로드의 모든 속성-값 페어가 수신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Events 개발자 가이드에서 작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DynamoDB (p. 39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ynamoDBv2
생성한 DynamoDB 테이블에 씁니다. 기본 작업 페이로드에는 작업을 트리거한 이벤트와 감지기 모델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가 있는 모든 속성-값 페어가 포함됩니다. 페이로드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테이블의 별도 열에는 지정한 페이로드의 속성-값 페어 하나가 수신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Events 개발자 가이드에서 작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DynamoDBv2 (p. 39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rehose
작업을 트리거한 이벤트와 감지기 모델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
트림으로 전송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irehose (p. 39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otEvents
작업을 트리거한 이벤트와 감지기 모델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AWS IoT Events 입력을 전송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otEvents (p. 392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otSiteWise
작업을 트리거한 이벤트와 감지기 모델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AWS IoT SiteWise의 자산 속성으로 전
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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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IotSiteWise (p. 39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otTopicPublish
지정된 주제를 포함하는 MQTT 메시지를 AWS IoT 메시지 브로커에 게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otTopicPublish (p. 39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mbda
Lambda 함수를 호출하여 작업을 트리거한 이벤트와 감지기 모델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mbda (p. 39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etTimer
타이머를 재설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etTimer (p. 393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tTimer
타이머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tTimer (p. 393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tVariable
변수를 지정된 값으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tVariable (p. 39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s
Amazon SNS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ns (p. 39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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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s
Amazon SNS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qs (p. 39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AssetPropertyTimestamp
타임스탬프 정보가 포함된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API 참조에서 TimeInNanos를 참
조하세요.
AssetPropertyTimestamp의 모든 파라미터에 표현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표현식에는 리터럴, 연산자, 함
수, 참조 및 대체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
• 리터럴 값의 경우 표현식에 작은따옴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imeInSeconds 파라미터 값은
'1586400675'일 수 있습니다.
• 참조의 경우 변수 또는 입력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ffsetInNanos 파라미터 값은
$variable.time일 수 있습니다.
• 대체 템플릿의 경우 ${}를 사용해야 하며 템플릿은 작은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대체 템플릿은 리터럴,
연산자, 함수, 참조 및 대체 템플릿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 timeInSeconds 파라미터 값은 대체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input.TemperatureInput.sensorData.timestamp / 1000}'
자세한 내용은 AWS IoT Events 개발자 안내서에서 표현식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ffsetInNanos" : String,
"TimeInSeconds" : String

YAML
OffsetInNanos: String
TimeInSeconds: String

Properties
OffsetInNanos
timeInSeconds에서 변환된 나노초의 오프셋입니다. 유효한 범위는 0~999999999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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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InSeconds
Unix epoch 형식의 타임스탬프(초)입니다. 유효한 범위는 1~31556889864403199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AssetPropertyValue
값 정보가 포함된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API 참조에서 AssetPropertyValue를 참조
하세요.
AssetPropertyValue의 모든 파라미터에 표현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표현식에는 리터럴, 연산자, 함수,
참조 및 대체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
• 리터럴 값의 경우 표현식에 작은따옴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quality 파라미터 값은
'GOOD'일 수 있습니다.
• 참조의 경우 변수 또는 입력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quality 파라미터 값은
$input.TemperatureInput.sensorData.quality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Events 개발자 안내서에서 표현식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Quality" : String,
"Timestamp" : AssetPropertyTimestamp (p. 3915),
"Value" : AssetPropertyVariant (p. 3917)

YAML
Quality: String
Timestamp:
AssetPropertyTimestamp (p. 3915)
Value:
AssetPropertyVariant (p. 3917)

Properties
Quality
자산 속성 값의 품질입니다. 값은 'GOOD', 'BAD' 또는 'UNCERTAIN'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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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stamp
자산 속성 값과 관련된 타임스탬프입니다. 기본값은 현재 이벤트 시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ssetPropertyTimestamp (p. 391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자산 속성으로 보낼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AssetPropertyVariant (p. 39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AssetPropertyVariant
자산 속성 값이 포함된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API 참조에서 Variant를 참조하세요.
AssetPropertyVariant의 모든 파라미터에 표현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표현식에는 리터럴, 연산자, 함수,
참조 및 대체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
• 리터럴 값의 경우 표현식에 작은따옴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ntegerValue 파라미터 값은
'100'일 수 있습니다.
• 참조의 경우 변수 또는 파라미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ooleanValue 파라미터 값은
$variable.offline일 수 있습니다.
• 대체 템플릿의 경우 ${}를 사용해야 하며 템플릿은 작은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대체 템플릿은 리터럴,
연산자, 함수, 참조 및 대체 템플릿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 doubleValue 파라미터 값은 대체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input.TemperatureInput.sensorData.temperature * 6 / 5 + 32}'
자세한 내용은 AWS IoT Events 개발자 안내서에서 표현식을 참조하세요.
지정된 자산 속성의 dataType에 따라 다음 값 유형 중 하나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API 참조에서 AssetProperty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BooleanValue" : String,
"DoubleValue" : String,
"IntegerValu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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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Value" : String

YAML
BooleanValue: String
DoubleValue: String
IntegerValue: String
StringValue:
String

Properties
BooleanValue
자산 속성 값은 부울 값이며 'TRUE' 또는 'FALSE'여야 합니다. 표현식을 사용하여 하며 평가된 결과
는 부울 값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ubleValue
자산 속성 값은 실수입니다. 표현식을 사용해야 하며 평가된 결과는 실수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gerValue
자산 속성 값은 정수입니다. 표현식을 사용해야 하며 평가된 결과는 정수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ingValue
자산 속성 값은 문자열입니다. 표현식을 사용해야 하며 평가된 결과는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ClearTimer
타이머를 소거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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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imerName" : String

YAML
TimerName: String

Properties
TimerName
지울 타이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DetectorModelDefinition
탐지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itialStateName" : String,
"States" : [ State (p. 3937), ... ]

YAML
InitialStateName: String
States:
- State (p. 3937)

Properties
InitialStateName
각 탐지기(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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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s
탐지기의 상태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예
Type: State (p. 393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DynamoDB
생성한 Amazon DynamoDB 테이블에 쓸 작업을 정의합니다. 표준 작업 페이로드에는 작업을 트리거한 이벤
트와 감지기 모델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페이로드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테이블의 한 열에는 지정한 페이로드의 모든 속성-값 페어가 수신됩니다.
DynamoDBAction의 모든 파라미터에 표현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표현식에는 리터럴, 연산자, 함수, 참조 및
대체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
• 리터럴 값의 경우 표현식에 작은따옴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ashKeyType 파라미터 값은
'STRING'일 수 있습니다.
• 참조의 경우 변수 또는 입력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ashKeyField 파라미터 값은
$input.GreenhouseInput.name일 수 있습니다.
• 대체 템플릿의 경우 ${}를 사용해야 하며 템플릿은 작은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대체 템플릿은 리터럴,
연산자, 함수, 참조 및 대체 템플릿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 hashKeyValue 파라미터 값은 대체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input.GreenhouseInput.temperature * 6 / 5 + 32} in Fahrenheit'
• 문자열 연결의 경우 +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자열 연결은 리터럴, 연산자, 함수, 참조 및 대체 템플릿의 조
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 tableName 파라미터 값은 문자열 연결을 사용합니다.
'GreenhouseTemperatureTable ' + $input.GreenhouseInput.date
자세한 내용은 AWS IoT Events 개발자 안내서에서 표현식을 참조하세요.
정의된 페이로드 유형이 문자열인 경우 DynamoDBAction은 비 JSON 데이터를 이진 데이터로 DynamoDB
테이블에 씁니다. DynamoDB 콘솔은 데이터를 Base64 인코딩된 텍스트로 표시합니다. payloadField 파
라미터의 값은 <payload-field>_raw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HashKeyFiel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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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hKeyType" : String,
"HashKeyValue" : String,
"Operation" : String,
"Payload" : Payload (p. 3932),
"PayloadField" : String,
"RangeKeyField" : String,
"RangeKeyType" : String,
"RangeKeyValue" : String,
"TableName" : String

YAML
HashKeyField: String
HashKeyType: String
HashKeyValue: String
Operation: String
Payload:
Payload (p. 3932)
PayloadField: String
RangeKeyField: String
RangeKeyType: String
RangeKeyValue: String
TableName: String

Properties
HashKeyField
해시 키(파티션 키라고도 함)의 이름입니다. hashKeyField 값은 대상 DynamoDB 테이블의 파티션 키
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ashKeyType
해시 키(파티션 키라고도 함)의 데이터 형식입니다. 다음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STRING' - 해시 키는 문자열입니다.
• 'NUMBER' - 해시 키는 숫자입니다.
hashKeyType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STRING'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ashKeyValue
해시 키(파티션 키라고도 함)의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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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수행할 작업의 유형입니다. 다음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INSERT' - 데이터를 새 항목으로 DynamoDB 테이블에 삽입합니다. 이 항목은 지정된 해시 키를 파
티션 키로 사용합니다. 범위 키를 지정한 경우 항목은 범위 키를 정렬 키로 사용합니다.
• 'UPDATE' - DynamoDB 테이블의 기존 항목을 새 데이터로 업데이트합니다. 이 항목의 파티션 키는
지정된 해시 키와 일치해야 합니다. 범위 키를 지정한 경우 범위 키는 항목의 정렬 키와 일치해야 합니
다.
• 'DELETE' - DynamoDB 테이블의 기존 항목을 삭제합니다. 이 항목의 파티션 키는 지정된 해시 키와
일치해야 합니다. 범위 키를 지정한 경우 범위 키는 항목의 정렬 키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AWS IoT Events에서 'INSERT' 작업을 트리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yload
페이로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기본적으로 AWS IoT Events는 모든 작업에 대해 JSON으로 표준 페이로드를 생성합니다. 이 작업 페이
로드에는 작업을 트리거한 이벤트와 감지기 모델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가 있는 모든 속성-값 페어가 포
함됩니다. 작업 페이로드를 구성하려면 contentExpression을 사용하면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페이로드 (p. 39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yloadField
작업 페이로드를 수신하는 DynamoDB 열의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DynamoDB 열의 이름은 payloa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ngeKeyField
범위 키(정렬 키라고도 함)의 이름입니다. rangeKeyField 값은 대상 DynamoDB 테이블의 정렬 키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ngeKeyType
범위 키(정렬 키라고도 함)의 데이터 형식입니다. 다음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STRING' - 범위 키는 문자열입니다.
• 'NUMBER' - 범위 키는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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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KeyField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STRING'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ngeKeyValue
범위 키(정렬 키라고도 함)의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Name
DynamoDB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tableName 값은 대상 DynamoDB 테이블의 테이블 이름과 일치해
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DynamoDBv2
생성한 Amazon DynamoDB 테이블에 쓸 작업을 정의합니다. 기본 작업 페이로드에는 작업을 트리거한 이벤
트와 감지기 모델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페이로드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테이블의 별도 열에는 지정한 페이로드의 속성-값 페어 하나가 수신됩니다.
DynamoDBv2Action의 모든 파라미터에 표현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표현식에는 리터럴, 연산자, 함수, 참조
및 대체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
• 리터럴 값의 경우 표현식에 작은따옴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ableName 파라미터 값은
'GreenhouseTemperatureTable'일 수 있습니다.
• 참조의 경우 변수 또는 입력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ableName 파라미터 값은
$variable.ddbtableName일 수 있습니다.
• 대체 템플릿의 경우 ${}를 사용해야 하며 템플릿은 작은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대체 템플릿은 리터럴,
연산자, 함수, 참조 및 대체 템플릿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 Payload의 contentExpression 파라미터 값은 대체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sensorID\": \"${$input.GreenhouseInput.sensor_id}\", \"temperature\":
\"${$input.GreenhouseInput.temperature * 9 / 5 + 32}\"}'
• 문자열 연결의 경우 +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자열 연결은 리터럴, 연산자, 함수, 참조 및 대체 템플릿의 조
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 tableName 파라미터 값은 문자열 연결을 사용합니다.
'GreenhouseTemperatureTable ' + $input.GreenhouseInput.date
자세한 내용은 AWS IoT Events 개발자 안내서에서 표현식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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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load의 type 파라미터 값은 JSON이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yload" : Payload (p. 3932),
"TableName" : String

YAML
Payload:
Payload (p. 3932)
TableName: String

Properties
Payload
페이로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기본적으로 AWS IoT Events는 모든 작업에 대해 JSON으로 표준 페이로드를 생성합니다. 이 작업 페이
로드에는 작업을 트리거한 이벤트와 감지기 모델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가 있는 모든 속성-값 페어가 포
함됩니다. 작업 페이로드를 구성하려면 contentExpression을 사용하면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페이로드 (p. 39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Name
DynamoDB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Event
condition이 TRUE로 평가될 경우 수행할 actions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ctions" : [ Action (p. 3912), ... ],
"Condition" : String,
"Event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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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Actions:
- Action (p. 3912)
Condition: String
EventName: String

Properties
Actions
수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tion (p. 391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dition
선택. TRUE일 경우 actions이 수행되도록 할 부울 표현식입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작업이 수행됩니다
(=TRUE). 표현식 결과가 부울 값이 아닐 경우 작업이 수행되지 않습니다(=FALS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Name
이벤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Firehose
작업을 트리거한 이벤트와 감지기 모델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으로 전송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DeliveryStreamName" : String,
"Payload" : Payload (p. 3932),
"Separator"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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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DeliveryStreamName: String
Payload:
Payload (p. 3932)
Separator: String

Properties
DeliveryStreamName
데이터가 기록되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yload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작업 페이로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페이로드 (p. 39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parator
Kinesis Data Firehose 스트림에 기록된 레코드를 구분하는 데 사용할 문자 구분자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n'(줄 바꿈), '\t'(탭), '\r\n'(Windows 줄 바꿈), ','(쉼표).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n\t])|(\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IotEvents
AWS IoT Events 입력을 전송하여 작업을 트리거한 이벤트와 감지기 모델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putName" : String,
"Payload" : Payload (p. 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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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InputName: String
Payload:
Payload (p. 3932)

Properties
InputName
데이터가 전송되는 AWS IoT Events 입력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yload
AWS IoT Events 입력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작업 페이로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페이로드 (p. 39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IotSiteWise
작업을 트리거한 이벤트와 감지기 모델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AWS IoT SiteWise의 지정된 자산 속성으로
전송합니다.
IotSiteWiseAction의 모든 파라미터에 표현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표현식에는 리터럴, 연산자, 함수, 참
조 및 대체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
• 리터럴 값의 경우 표현식에 작은따옴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ropertyAlias 파라미터 값은
'/company/windfarm/3/turbine/7/temperature'일 수 있습니다.
• 참조의 경우 변수 또는 입력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ssetId 파라미터 값은
$input.TurbineInput.assetId1일 수 있습니다.
• 대체 템플릿의 경우 ${}를 사용해야 하며 템플릿은 작은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대체 템플릿은 리터럴,
연산자, 함수, 참조 및 대체 템플릿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 propertyAlias 파라미터 값은 대체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company/windfarm/${$input.TemperatureInput.sensorData.windfarmID}/turbine/
${$input.TemperatureInput.sensorData.turbineID}/temperature'
AWS IoT SiteWise에서 대상 자산 속성을 식별하려면 propertyAlias를 지정하거나 assetId 및
propertyId를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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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AWS IoT Events 개발자 안내서에서 표현식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ssetId" : String,
"EntryId" : String,
"PropertyAlias" : String,
"PropertyId" : String,
"PropertyValue" : AssetPropertyValue (p. 3916)

YAML
AssetId: String
EntryId: String
PropertyAlias: String
PropertyId: String
PropertyValue:
AssetPropertyValue (p. 3916)

Properties
AssetId
지정된 속성이 있는 자산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tryId
이 항목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항목 ID를 사용하여 실패 시 오류를 발생시키는 데이터 항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새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pertyAlias
자산 속성의 별칭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pertyId
자산 속성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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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pertyValue
자산 속성으로 보낼 값입니다. 이 값에는 타임스탬프, 품질 및 값(TQV)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AssetPropertyValue (p. 39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IotTopicPublish
AWS IoT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 MQTT 메시지를 게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qttTopic" : String,
"Payload" : Payload (p. 3932)

YAML
MqttTopic: String
Payload:
Payload (p. 3932)

Properties
MqttTopic
메시지의 MQTT 주제입니다. 변수($variable.<variable-name>) 및 입력 값($input.<inputname>.<path-to-datum>)이 포함된 문자열 표현식을 주제 문자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yload
AWS IoT Core 주제에 메시지를 게시할 때 작업 페이로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페이로드 (p. 39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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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IoTEvents::DetectorModel Lambda
Lambda 함수를 호출하여 작업을 트리거한 이벤트와 감지기 모델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unctionArn" : String,
"Payload" : Payload (p. 3932)

YAML
FunctionArn: String
Payload:
Payload (p. 3932)

Properties
FunctionArn
실행되는 Lambda 함수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yload
Lambda 함수로 메시지를 보낼 때 작업 페이로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페이로드 (p. 39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OnEnter
이 상태에 들어갈 때 condition이 TRUE일 경우 이들 actions을 수행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vents" : [ Event (p. 3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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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Events:
- Event (p. 3924)

Properties
Events
이 상태에 들어가고 condition이 TRUE일 경우 수행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vent (p. 392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OnExit
이 상태에서 나올 때 지정된 condition이 TRUE인 경우 이러한 actions를 수행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vents" : [ Event (p. 3924), ... ]

YAML
Events:
- Event (p. 3924)

Properties
Events
이 상태에서 나오고 condition이 TRUE일 때 수행되는 actions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vent (p. 392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OnInput
condition이 TRUE로 평가될 경우 수행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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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Events" : [ Event (p. 3924), ... ],
"TransitionEvents" : [ TransitionEvent (p. 3938), ... ]

YAML
Events:
- Event (p. 3924)
TransitionEvents:
- TransitionEvent (p. 3938)

Properties
Events
condition이 TRUE로 평가될 경우 수행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vent (p. 392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itionEvents
condition이 TRUE로 평가될 경우 수행할 작업과 진행할 다음 상태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ransitionEvent (p. 393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Payload
페이로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기본적으로 AWS IoT Events는 모든 작업에 대해 JSON으로 표준 페이로드를 생성합니다. 이 작업 페이로드
에는 작업을 트리거한 이벤트와 감지기 모델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가 있는 모든 속성-값 페어가 포함됩니다.
작업 페이로드를 구성하려면 contentExpression을 사용하면 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entExpression" : String,
"Type" : String

YAML
ContentExpressio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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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tring

Properties
ContentExpression
페이로드의 내용입니다. 따옴표로 묶인 문자열('<string>'), 변수($variable.<variable-name>),
입력 값($input.<input-name>.<path-to-datum>), 문자열 연결 및 ${}를 내용으로 포함하는 따
옴표로 묶인 문자열이 포함된 문자열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 표현식의 권장 최대 크기는
1KB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페이로드 유형 값은 STRING 또는 JSON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JSON | STRING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ResetTimer
타이머를 재설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타이머는 이전에 평가된 지속 시간의 결과로 재설정됩니다. 타
이머를 재설정할 때 지속 시간 표현식은 다시 평가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imerName" : String

YAML
TimerName: String

Properties
TimerName
재설정할 타이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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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SetTimer
타이머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urationExpression" : String,
"Seconds" : Integer,
"TimerName" : String

YAML
DurationExpression: String
Seconds: Integer
TimerName: String

Properties
DurationExpression
타이머의 지속 시간(초)입니다. 숫자, 변수($variable.<variable-name>) 및 입력 값
($input.<input-name>.<path-to-datum>)이 포함된 문자열 표현식을 지속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 시간의 범위는 1~31622400초입니다.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지속 시간은 60초입
니다. 지속 시간의 평가된 결과는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onds
타이머가 만료될 때까지의 시간(초)입니다. 최소값은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 60초입니다. 최대값은
31622400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316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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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rName
타이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SetVariable
변수 및 새 값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alue" : String,
"VariableName" : String

YAML
Value: String
VariableName: String

Properties
Value
변수의 새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riableName
변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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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28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Sns
Amazon SNS 메시지를 게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yload" : Payload (p. 3932),
"TargetArn" : String

YAML
Payload:
Payload (p. 3932)
TargetArn: String

Properties
Payload
Amazon SNS 푸시 알림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작업 페이로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페이로드 (p. 39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Arn
메시지가 전송되는 Amazon SNS 대상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Sqs
작업을 트리거한 이벤트와 감지기 모델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Amazon SQS 대기열로 전송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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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Payload" : Payload (p. 3932),
"QueueUrl" : String,
"UseBase64" : Boolean

YAML
Payload:
Payload (p. 3932)
QueueUrl: String
UseBase64: Boolean

Properties
Payload
Amazon SQS 대기열로 메시지를 보낼 때 작업 페이로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페이로드 (p. 39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ueUrl
데이터가 작성되는 SQS 대기열의 URL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Base64
데이터를 대기열에 쓰기 전에 base-64 인코딩하려면 이 속성을 TRUE로 설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State
탐지기의 상태를 정의하는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OnEnter" : OnEnter (p. 3930),
"OnExit" : OnExit (p. 3931),

API 버전 2010-05-15
393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Events

}

"OnInput" : OnInput (p. 3931),
"StateName" : String

YAML
OnEnter:
OnEnter (p. 3930)
OnExit:
OnExit (p. 3931)
OnInput:
OnInput (p. 3931)
StateName: String

Properties
OnEnter
이 상태에 들어갈 때 condition이 TRUE일 경우 이들 actions을 수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nEnter (p. 39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nExit
이 상태에서 나올 때 지정된 condition이 TRUE인 경우 이러한 actions를 수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nExit (p. 393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nInput
입력이 수신되고 condition이 TRUE일 때 지정된 actions을 수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nInput (p. 393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Name
상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DetectorModel TransitionEvent
condition이 TRUE로 평가될 경우 수행할 작업과 진행할 다음 단계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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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s" :
"Condition"
"EventName"
"NextState"

[
:
:
:

Action (p. 3912), ... ],
String,
String,
String

YAML
Actions:
- Action
Condition:
EventName:
NextState:

(p. 3912)
String
String
String

Properties
Actions
수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tion (p. 391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dition
필수. TRUE일 경우 작업이 수행되고 nextState에 들어가도록 할 부울 표현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Name
전환 이벤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xtState
진행할 다음 단계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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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Input
AWS::IoTEvents::Input 리소스는 입력을 생성합니다. 디바이스와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려면 원격 측정
데이터를 AWS IoT Events로 보낼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메시지를 입력으로 AWS IoT
Events로 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Events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IoT Events 사용 방법을 참
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Events::Input",
"Properties" : {
"InputDefinition" : InputDefinition (p. 3943),
"InputDescription" : String,
"Input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IoTEvents::Input
Properties:
InputDefinition:
InputDefinition (p. 3943)
InputDescription: String
Input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InputDefinition
입력의 정의입니다.
Required: 예
Type: InputDefinition (p. 394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Description
입력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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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Name
입력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입력의 이름입니다. 예:
{"Ref": "myInput"}
AWS IoT Events 입력 myInput의 경우 Ref는 입력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Input
다음 예제에서는 입력을 생성합니다.

JSON
{

"Description": "Input Template for CloudFormation",
"Resources": {
"myInput": {
"Type": "AWS::IoTEvents::Input",
"Properties": {
"InputName": "myInput",
"InputDescription": "My Input created by Cloud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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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nputDefinition": {
"Attributes": [
{
"JsonPath": "foo"
},
{
"JsonPath": "bar"
}
]
}

YAML
--Description: "Input Template for CloudFormation"
Resources:
myInput:
Type: "AWS::IoTEvents::Input"
Properties:
InputName: "myInput"
InputDescription: "My Input created by CloudFormation"
InputDefinition:
Attributes:
JsonPath: "foo"
JsonPath: "bar"

참고 항목
• AWS IoT Events 개발자 안내서의 AWS IoT Events 사용 방법
• AWS IoT Events API 참조의 CreateInput

AWS::IoTEvents::Input Attribute
JSON 페이로드에서 입력에 의해 사용 가능해지는 속성입니다. 입력은 BatchPutMessage를 사용하는
AWS IoT Events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메시지에서 파생됩니다. 이러한 각 메시지에는 JSON 페이로드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된 속성(및 페어링된 값)은 탐지기가 사용하는 condition 표현식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JsonPath" : String

YAML
JsonPath: String

API 버전 2010-05-15
394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Events

Properties
JsonPath
JSON 구조에서 속성-값 페어를 지정하는 표현식입니다. JSON 페이로드에서 입력에 의해 사용 가능해
지는 속성을 지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입력은 AWS IoT Events(BatchPutMessage)로 전송되는 메시지
에서 파생됩니다. 이러한 각 메시지에는 JSON 페이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된 속성(및
페어링된 값)은 탐지기가 사용하는 condition 표현식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구문: <field-name>.<field-nam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w\-]+))(\.((`[\w-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Events::Input InputDefinition
입력의 정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s" : [ Attribute (p. 3942), ... ]

YAML
Attributes:
- Attribute (p. 3942)

Properties
Attributes
JSON 페이로드에서 입력에 의해 사용 가능해지는 속성입니다. 입력은 BatchPutMessage를 사용
하는 AWS IoT Events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메시지에서 파생됩니다. 그러한 각 메시지는 JSON 페이
로드를 포함하며, 여기에 지정된 속성(및 페어링된 값)은 이 입력이 모니터링하는 탐지기가 사용하는
condition 표현식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Required: 예
Type: Attribute (p. 3942)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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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et Hub for AWS IoT Device Management 리소스 유
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IoTFleetHub::Application (p. 3944)

AWS::IoTFleetHub::Application
Fleet Hub for AWS IoT Device Management 웹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FleetHub::Application",
"Properties" : {
"ApplicationDescription" : String,
"ApplicationName" : String,
"RoleArn"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IoTFleetHub::Application
Properties:
ApplicationDescription: String
ApplicationName: String
RoleAr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pplicationDescription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선택적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plicationName
웹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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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웹 애플리케이션이 AWS IoT Core와 상호 작용할 때 사용하는 역할의 ARN입니다.

Note
역할의 이름은 FleetHub_random_string 형식이어야 합니다.
패턴: ^arn:[!-~]+$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웹 애플리케이션 리소스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키/값 쌍의 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애플리케이션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pplicationArn
웹 애플리케이션의 ARN입니다.
ApplicationCreationDate
웹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된 날짜(Unix epoch 시간)입니다.
ApplicationId
웹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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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LastUpdateDate
웹 애플리케이션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짜(Unix epoch 시간)입니다.
ApplicationState
웹 애플리케이션의 현재 상태입니다.
ApplicationUrl
웹 애플리케이션의 URL입니다.
ErrorMessage
applicationState 응답 필드에 포함된 모든 실패를 설명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CreateApplication 및 DeleteApplication 작업의 실패에 대해 설명합니다.
SsoClientId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를 인증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데 사용하는 Single Sign-On 클라이언트의 ID
입니다.

AWS IoT Greengrass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 (p. 3946)
•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Version (p. 3952)
• AWS::Greengrass::CoreDefinition (p. 3955)
• AWS::Greengrass::CoreDefinitionVersion (p. 3961)
•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 (p. 3966)
•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Version (p. 3971)
•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p. 3975)
•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p. 3988)
• AWS::Greengrass::Group (p. 4000)
• AWS::Greengrass::GroupVersion (p. 4013)
•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 (p. 4015)
•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Version (p. 4020)
•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p. 4024)
•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p. 4039)
•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 (p. 4053)
•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p. 4058)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 리소스는 AWS IoT Greengrass에 대한 커넥터 정의를 나
타냅니다. 커넥터 정의는 커넥터 정의 버전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커넥터 정의는 다중 커넥터 정의 버전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커넥터 정의 버전은 커넥터 정의와 연결되
어야 합니다. 각 커넥터 정의 버전에는 하나 이상의 커넥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Note
커넥터 정의를 생성하면 경우에 따라 초기 커넥터 정의 버전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커넥
터 정의 버전을 연결하려면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Version 리소스를 생
성하고 이 커넥터 정의의 ID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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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하려는 커넥터를 포함하는 커넥터 정의 버전을 생성한 후 그룹 버전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Greengrass::Group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
"Properties" : {
"InitialVersion" : ConnectorDefinitionVersion (p. 3951),
"Name" : String,
"Tags" : Json
}

YAML
Type: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
Properties:
InitialVersion:
ConnectorDefinitionVersion (p. 3951)
Name: String
Tags: Json

Properties
InitialVersion
커넥터 정의 생성 시 포함시킬 커넥터 정의 버전입니다. 커넥터 정의 버전에는 connector 속성 유형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Note
커넥터 정의가 생성된 후 커넥터 정의 버전을 연결하려면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Version 리소스를 생성하고 이 커넥터 정의
의 ID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nectorDefinitionVersion (p. 395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커넥터 정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커넥터 정의에 연결할 애플리케이션 특정 메타데이터입니다. IAM 정책의 태그를 사용하여 AWS IoT
Greengras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범주화할 수도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AWS IoT Greengrass 리소스
에 태그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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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Json 속성 유형은 키-값 페어의 맵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에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대
부분의 Tags 구현과 다른 다음 형식이 사용됩니다.
"Tags": {
"KeyName0": "value",
"KeyName1": "value",
"KeyName2": "value"
}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커넥터 정의의 ID(예:
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ConnectorDefinition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greengrass/definition/
connector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Id
ConnectorDefinition의 ID(예: 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입니다.
LatestVersionArn
ConnectorDefinition에 추가된 최신 ConnectorDefinitionVersion의 ARN
입니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greengrass/
definition/connector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versions/9876ac30-4bdb-4f9d-95af-b5fdb66be1a2).
Name
ConnectorDefinition의 이름(예: MyConnectorDefinition)입니다.

예제
커넥터 정의 코드 조각
다음 코드 조각은 커넥터를 포함하는 초기 버전으로 커넥터 정의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완전한 템플릿의 예는 AWS::Greengrass::Group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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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TestConnectorDefinition": {
"Type":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
"Properties": {
"Name": "DemoTestConnectorDefinition",
"InitialVersion": {
"Connectors": [
{
"Id": "Connector1",
"ConnectorArn": {
"Fn::Join": [
":",
[
"arn:aws:greengrass",
{
"Ref": "AWS::Region"
},
":/connectors/SNS/versions/1"
]
]
},
"Parameters": {
"DefaultSNSArn": {
"Fn::Join": [
":",
[
"arn:aws:sns",
{
"Ref": "AWS::Region"
},
{
"Ref": "AWS::AccountId"
},
"defaultSns"
]
]
}
}
}
]
}
}
}

YAML
TestConnectorDefinition:
Type: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
Properties:
Name: DemoTestConnectorDefinition
InitialVersion:
Connectors:
- Id: Connector1
ConnectorArn: !Join
- ':'
- - 'arn:aws:greengrass'
- !Ref 'AWS::Region'
- ':/connectors/SNS/versions/1'
Parameters:
DefaultSNSArn: !Join
- ':'
- - 'arn:aws:sns'
- !Ref 'AWS::Region'

API 버전 2010-05-15
394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Greengrass
- !Ref 'AWS::AccountId'
- defaultSns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CreateConnectorDefinit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 Connector
Connectors는 로컬 인프라, 디바이스 프로토콜, AWS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와 기본적으로 통합되는 모듈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Greengrass 커넥터를 사용하여 서
비스 및 프로토콜과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ConnectorDefinitionVersion 속성 유형의 Connectors 속성에는
Connector 속성 유형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nectorArn" : String,
"Id" : String,
"Parameters" : Json

YAML
ConnectorArn: String
Id: String
Parameters: Json

Properties
ConnectorArn
커넥터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커넥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에서 제공하는 Greengrass 커넥터를 참조하세
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d
커넥터에 대해 설명하거나 임의로 지정되는 ID입니다. 이 값은 커넥터 정의 버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
다. 최대 길이는 [a-zA-Z0-9:_-]+ 패턴 포함 128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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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rameters
커넥터가 사용하는 파라미터 또는 구성입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커넥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에서 제공하는 Greengrass 커넥터를 참조하세
요.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커넥터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 ConnectorDefinitionVersion
커넥터 정의 버전에는 커넥터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Note
배포하려는 커넥터를 포함하는 커넥터 정의 버전을 생성한 후 그룹 버전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Greengrass::Group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ConnectorDefinitionVersion는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 리소스의 InitialVersion 속성에 대한 속성 유형입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nectors" : [ Connector (p. 3950), ... ]

YAML
Connectors:
- Connector (p. 3950)

Properties
Connectors
이 버전의 커넥터입니다. 지정된 커넥터의 인스턴스 1개만을 한 번에 커넥터 정의 버전에 추가할 수 있
습니다.
Required: 예
Type: Connector (p. 3950)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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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ConnectorDefinitionVers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Version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Version 리소스는 AWS IoT Greengrass에 대한 커넥터
정의 버전을 나타냅니다. 커넥터 정의 버전에는 커넥터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Note
커넥터 정의 버전을 생성하려면 이 버전과 연결하려는 커넥터 정의의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커넥터
정의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
배포하려는 커넥터를 포함하는 커넥터 정의 버전을 생성한 후 그룹 버전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Greengrass::Group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Version",
"Properties" : {
"ConnectorDefinitionId" : String,
"Connectors" : [ Connector (p. 3954), ... ]
}

YAML
Type: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Version
Properties:
ConnectorDefinitionId: String
Connectors:
- Connector (p. 3954)

Properties
ConnectorDefinitionId
이 버전과 연결된 커넥터 정의의 ID입니다. 이 값은 GU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nectors
이 버전의 커넥터입니다. 지정된 커넥터의 인스턴스 1개만을 한 번에 커넥터 정의 버전에 추가할 수 있
습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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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onnector (p. 3954)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커넥터 정의 버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
greengrass/definition/connector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versions/9876ac30-4bdb-4f9d-95af-b5fdb66be1a2).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커넥터 정의 버전 코드 조각
다음 코드 조각은 커넥터 정의 리소스와 커넥터 정의 버전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커넥터 정의 버전은 커넥터
정의를 참조하고 커넥터를 포함합니다.
완전한 템플릿의 예는 AWS::Greengrass::Group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JSON
"TestConnectorDefinition": {
"Type":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
"Properties": {
"Name": "DemoTestConnectorDefinition"
}
},
"TestConnectorDefinitionVersion": {
"Type":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Version",
"Properties": {
"ConnectorDefinitionId": {
"Ref": "TestConnectorDefinition"
},
"Connectors": [
{
"Id": "Connector1",
"ConnectorArn": {
"Fn::Join": [
":",
[
"arn:aws:greengrass",
{
"Ref": "AWS::Region"
},
":/connectors/SNS/versions/1"
]
]
},
"Parameters": {
"DefaultSNSArn": {
"Fn::Join": [
":",
[
"arn:aws:sns",
{
"Ref": "AWS::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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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Ref": "AWS::AccountId"
},
"defaultSns"

YAML
TestConnectorDefinition:
Type: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
Properties:
Name: DemoTestConnectorDefinition
TestConnectorDefinitionVersion:
Type: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Version'
Properties:
ConnectorDefinitionId: !Ref TestConnectorDefinition
Connectors:
- Id: Connector1
ConnectorArn: !Join
- ':'
- - 'arn:aws:greengrass'
- !Ref 'AWS::Region'
- ':/connectors/SNS/versions/1'
Parameters:
DefaultSNSArn: !Join
- ':'
- - 'arn:aws:sns'
- !Ref 'AWS::Region'
- !Ref 'AWS::AccountId'
- defaultSns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CreateConnectorDefinitionVers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Version Connector
Connectors는 로컬 인프라, 디바이스 프로토콜, AWS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와 기본적으로 통합되는 모듈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Greengrass 커넥터를 사용하여 서
비스 및 프로토콜과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Version 리소스의
Connectors 속성에는 Connector 속성 유형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PI 버전 2010-05-15
395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Greengrass

}

"ConnectorArn" : String,
"Id" : String,
"Parameters" : Json

YAML
ConnectorArn: String
Id: String
Parameters: Json

Properties
ConnectorArn
커넥터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커넥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에서 제공하는 Greengrass 커넥터를 참조하세
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d
커넥터에 대해 설명하거나 임의로 지정되는 ID입니다. 이 값은 커넥터 정의 버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
다. 최대 길이는 [a-zA-Z0-9:_-]+ 패턴 포함 128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rameters
커넥터가 사용하는 파라미터 또는 구성입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커넥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에서 제공하는 Greengrass 커넥터를 참조하세
요.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커넥터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CoreDefinition
AWS::Greengrass::CoreDefinition 리소스는 AWS IoT Greengrass에 대한 코어 정의를 나타냅니다.
코어 정의는 코어 정의 버전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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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정의는 다중 코어 정의 버전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코어 정의 버전은 코어 정의와 연결되어야 합
니다. 각 코어 정의 버전에는 하나의 Greengrass 코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Note
코어 정의를 생성하면 경우에 따라 초기 코어 정의 버전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코어 정의
버전을 연결하려면 AWS::Greengrass::CoreDefinitionVersion 리소스를 생성하고 이 코어
정의의 ID를 지정합니다.
배포하려는 코어를 포함하는 코어 정의 버전을 생성한 후 그룹 버전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WS::Greengrass::Group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reengrass::CoreDefinition",
"Properties" : {
"InitialVersion" : CoreDefinitionVersion (p. 3961),
"Name" : String,
"Tags" : Json
}

YAML
Type: AWS::Greengrass::CoreDefinition
Properties:
InitialVersion:
CoreDefinitionVersion (p. 3961)
Name: String
Tags: Json

Properties
InitialVersion
코어 정의 생성 시 포함시킬 코어 정의 버전입니다. 현재 코어 정의 버전에는 하나의 core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Note
코어 정의가 생성된 후 코어 정의 버전을 연결하려면
AWS::Greengrass::CoreDefinitionVersion 리소스를 생성하고 이 코어 정의의 ID를 지
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reDefinitionVersion (p. 396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코어 정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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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코어 정의에 연결할 애플리케이션 특정 메타데이터입니다. IAM 정책의 태그를 사용하여 AWS IoT
Greengras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범주화할 수도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AWS IoT Greengrass 리소스
에 태그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이 Json 속성 유형은 키-값 페어의 맵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에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대
부분의 Tags 구현과 다른 다음 형식이 사용됩니다.
"Tags": {
"KeyName0": "value",
"KeyName1": "value",
"KeyName2": "value"
}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코어 정의의 ID(예:
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CoreDefinition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greengrass/definition/
core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Id
CoreDefinition의 ID(예: 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입니다.
LatestVersionArn
CoreDefinition에 추가된 최신 CoreDefinitionVersion의 ARN입니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greengrass/definition/
core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versions/9876ac30-4bdb-4f9d-95afb5fdb66be1a2).
Name
CoreDefinition의 이름(예: MyCoreDefiniti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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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코어 정의 생성
다음 예에서는 코어를 포함하는 초기 버전을 지정하는 코어 정의를 생성합니다.
템플릿은 Ref 함수를 사용하여 해당 버전과 코어 정의를 연결하는 CoreDefinitionId 속성에 대한 코어
정의의 ID를 반환합니다. 템플릿은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코어 정의 이름과 코어에 사용할 ID, 사물 ARN 및
인증서 ARN을 나타냅니다. 또한 템플릿은 새 코어 정의의 ID를 출력합니다.
다른 템플릿의 예는 AWS::Greengrass::Group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JSON
{

"Description": "Create CoreDefinition with InitialVersion",
"Parameters": {
"CoreDefinitionName": {
"Type": "String",
"Default": "TestCoreDefinition"
},
"CoreId": {
"Type": "String",
"Default": "TestCoreId"
},
"CoreThingArn": {
"Type": "String",
"Default": "TestCoreThingArn"
},
"CoreCertificateArn": {
"Type": "String",
"Default": "TestCoreCertArn"
}
},
"Resources": {
"CoreDefinition": {
"Type": "AWS::Greengrass::CoreDefinition",
"Properties": {
"Name": {
"Ref": "CoreDefinitionName"
},
"InitialVersion": {
"Cores": [
{
"Id": {
"Ref": "CoreId"
},
"ThingArn": {
"Ref": "CoreThingArn"
},
"CertificateArn": {
"Ref": "CoreCertificateArn"
},
"SyncShadow": "true"
}
]
}
}
}
},
"Outputs": {
"CoreDefinitionI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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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Ref": "CoreDefinition"

YAML
Description: Create CoreDefinition with InitialVersion
Parameters:
CoreDefinitionName:
Type: String
Default: TestCoreDefinition
CoreId:
Type: String
Default: TestCoreId
CoreThingArn:
Type: String
Default: TestCoreThingArn
CoreCertificateArn:
Type: String
Default: TestCoreCertArn
Resources:
CoreDefinition:
Type: 'AWS::Greengrass::CoreDefinition'
Properties:
Name: !Ref CoreDefinitionName
InitialVersion:
Cores:
- Id: !Ref CoreId
ThingArn: !Ref CoreThingArn
CertificateArn: !Ref CoreCertificateArn
SyncShadow: 'true'
Outputs:
CoreDefinitionId:
Value: !Ref CoreDefinition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CreateCoreDefinit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CoreDefinition Core
코어는 AWS IoT Greengrass 코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Greengrass 그룹의 로컬 프로세스를 관리하
는 AWS IoT 디바이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AWS IoT
Greengrass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CoreDefinitionVersion 속성 유형의 Cores 속성에는 Core 속성 유
형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목록에는 코어 하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ertificateAr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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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String,
"SyncShadow" : Boolean,
"ThingArn" : String

YAML
CertificateArn: String
Id: String
SyncShadow: Boolean
ThingArn: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Arn
코어에 대한 디바이스 인증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 X.509 인증서는 AWS IoT 및
AWS IoT Greengrass 서비스로 코어를 인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d
코어에 대해 설명하거나 임의로 지정되는 ID입니다. 이 값은 코어 정의 버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최
대 길이는 [a-zA-Z0-9:_-]+ 패턴 포함 128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yncShadow
코어의 로컬 섀도우가 클라우드와 자동으로 동기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hingArn
AWS IoT 디바이스(사물)인 코어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Core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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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Greengrass::CoreDefinition CoreDefinitionVersion
코어 정의 버전에는 Greengrass 코어가 포함됩니다.

Note
배포하려는 코어를 포함하는 코어 정의 버전을 생성한 후 그룹 버전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WS::Greengrass::Group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CoreDefinitionVersion는
AWS::Greengrass::CoreDefinition 리소스의 InitialVersion 속성에 대한 속성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res" : [ Core (p. 3959), ... ]

YAML
Cores:
- Core (p. 3959)

Properties
Cores
이 버전의 Greengrass 코어입니다. 현재 코어 정의 버전에 대한 Cores 속성에는 하나의 코어만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Core (p. 3959)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CoreDefinitionVers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CoreDefinitionVersion
AWS::Greengrass::CoreDefinitionVersion 리소스는 AWS IoT Greengrass에 대한 코어 정의 버전
을 나타냅니다. 코어 정의 버전에는 Greengrass 코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Note
코어 정의 버전을 생성하려면 이 버전과 연결하려는 코어 정의의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코어 정의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Greengrass::CoreDefinition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배포하려는 코어를 포함하는 코어 정의 버전을 생성한 후 그룹 버전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WS::Greengrass::Group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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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reengrass::CoreDefinitionVersion",
"Properties" : {
"CoreDefinitionId" : String,
"Cores" : [ Core (p. 3964), ... ]
}

YAML
Type: AWS::Greengrass::CoreDefinitionVersion
Properties:
CoreDefinitionId: String
Cores:
- Core (p. 3964)

Properties
CoreDefinitionId
이 버전과 연결된 코어 정의의 ID입니다. 이 값은 GU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res
이 버전의 Greengrass 코어입니다. 현재 코어 정의 버전에 대한 Cores 속성에는 하나의 코어만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Core (p. 3964)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코어 정의 버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
greengrass/definition/core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versions/9876ac30-4bdb-4f9d-95af-b5fdb66be1a2).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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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정의 버전 생성
다음 예에서는 두 가지 리소스(코어 정의와 코어를 포함하는 코어 정의 버전)를 생성합니다.
템플릿은 Ref 함수를 사용하여 (해당 버전과 코어 정의를 연결하는) 코어 정의 버전에
CoreDefinitionId를 제공합니다. 템플릿은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코어 정의 이름과 코어에 사용할 ID, 사
물 ARN 및 인증서 ARN을 나타냅니다. 또한 템플릿은 새 코어 정의의 ID와 새 코어 정의 버전의 ARN을 출력
합니다.
다른 템플릿의 예는 AWS::Greengrass::Group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JSON
{

"Description": "Create CoreDefinition and associated CoreDefinitionVersion",
"Parameters": {
"CoreDefinitionName": {
"Type": "String",
"Default": "TestCoreDefinition"
},
"CoreId": {
"Type": "String",
"Default": "TestCoreId"
},
"CoreThingArn": {
"Type": "String",
"Default": "TestCoreThingArn"
},
"CoreCertificateArn": {
"Type": "String",
"Default": "TestCoreCertArn"
}
},
"Resources": {
"CoreDefinition": {
"Type": "AWS::Greengrass::CoreDefinition",
"Properties": {
"Name": {
"Ref": "CoreDefinitionName"
}
}
},
"CoreDefinitionVersion": {
"Type": "AWS::Greengrass::CoreDefinitionVersion",
"Properties": {
"CoreDefinitionId": {
"Ref": "CoreDefinition"
},
"Cores": [
{
"Id": {
"Ref": "CoreId"
},
"CertificateArn": {
"Ref": "CoreCertificateArn"
},
"ThingArn": {
"Ref": "CoreThingArn"
},
"SyncShadow": "tru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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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tputs": {
"CoreDefinitionId": {
"Value": {
"Ref": "CoreDefinition"
}
},
"CoreDefinitionVersionArn": {
"Value": {
"Ref": "CoreDefinitionVersion"
}
}
}

YAML
Description: Create CoreDefinition and associated CoreDefinitionVersion
Parameters:
CoreDefinitionName:
Type: String
Default: TestCoreDefinition
CoreId:
Type: String
Default: TestCoreId
CoreThingArn:
Type: String
Default: TestCoreThingArn
CoreCertificateArn:
Type: String
Default: TestCoreCertArn
Resources:
CoreDefinition:
Type: 'AWS::Greengrass::CoreDefinition'
Properties:
Name: !Ref CoreDefinitionName
CoreDefinitionVersion:
Type: 'AWS::Greengrass::CoreDefinitionVersion'
Properties:
CoreDefinitionId: !Ref CoreDefinition
Cores:
- Id: !Ref CoreId
CertificateArn: !Ref CoreCertificateArn
ThingArn: !Ref CoreThingArn
SyncShadow: 'true'
Outputs:
CoreDefinitionId:
Value: !Ref CoreDefinition
CoreDefinitionVersionArn:
Value: !Ref CoreDefinitionVersion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CreateCoreDefinitionVers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CoreDefinitionVersion Core
코어는 AWS IoT Greengrass 코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Greengrass 그룹의 로컬 프로세스를 관리하
는 AWS IoT 디바이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AWS IoT
Greengrass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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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AWS::Greengrass::CoreDefinitionVersion 리소스의 Cores 속
성에는 Core 속성 유형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목록에는 코어 하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Arn" : String,
"Id" : String,
"SyncShadow" : Boolean,
"ThingArn" : String

YAML
CertificateArn: String
Id: String
SyncShadow: Boolean
ThingArn: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Arn
코어에 대한 디바이스 인증서의 ARN입니다. 이 X.509 인증서는 AWS IoT 및 AWS IoT Greengrass 서비
스로 코어를 인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d
코어에 대해 설명하거나 임의로 지정되는 ID입니다. 이 값은 코어 정의 버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최
대 길이는 [a-zA-Z0-9:_-]+ 패턴 포함 128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yncShadow
코어의 로컬 섀도우가 클라우드와 자동으로 동기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hingArn
AWS IoT 디바이스(사물)인 코어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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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Core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 리소스는 AWS IoT Greengrass에 대한 디바이스 정의를 나타
냅니다. 디바이스 정의는 디바이스 정의 버전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디바이스 정의는 다중 디바이스 정의 버전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디바이스 정의 버전은 디바이스 정의
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각 디바이스 정의 버전에는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Note
디바이스 정의를 생성하면 경우에 따라 초기 디바이스 정의 버전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디바이스 정의 버전을 연결하려면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Version 리소스를
생성하고 이 디바이스 정의의 ID를 지정합니다.
배포하려는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디바이스 정의 버전을 생성한 후 그룹 버전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AWS::Greengrass::Group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
"Properties" : {
"InitialVersion" : DeviceDefinitionVersion (p. 3971),
"Name" : String,
"Tags" : Json
}

YAML
Type: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
Properties:
InitialVersion:
DeviceDefinitionVersion (p. 3971)
Name: String
Tags: Json

Properties
InitialVersion
디바이스 정의 생성 시 포함시킬 디바이스 정의 버전입니다. 디바이스 정의 버전에는 device 속성 유형
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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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디바이스 정의가 생성된 후 디바이스 정의 버전을 연결하려면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Version 리소스를 생성하고 이 디바이스 정의의
ID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viceDefinitionVersion (p. 397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디바이스 정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디바이스 정의에 연결할 애플리케이션 특정 메타데이터입니다. IAM 정책의 태그를 사용하여 AWS IoT
Greengras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범주화할 수도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AWS IoT Greengrass 리소스
에 태그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이 Json 속성 유형은 키-값 페어의 맵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에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대
부분의 Tags 구현과 다른 다음 형식이 사용됩니다.
"Tags": {
"KeyName0": "value",
"KeyName1": "value",
"KeyName2": "value"
}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디바이스 정의의 ID(예:
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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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
DeviceDefinition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greengrass/definition/
device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Id
DeviceDefinition의 ID(예: 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입니다.
LatestVersionArn
DeviceDefinition에 추가된 최신 DeviceDefinitionVersion의 ARN입니
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greengrass/
definition/device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versions/9876ac30-4bdb-4f9d-95af-b5fdb66be1a2).
Name
디바이스 정의의 이름입니다.

예제
디바이스 정의 코드 조각
다음 코드 조각은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초기 버전으로 디바이스 정의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이 예에서는 수
동으로 생성된 디바이스 인증서를 가리킵니다.
완전한 템플릿의 예는 AWS::Greengrass::Group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JSON
"TestDeviceDefinition": {
"Type":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
"Properties": {
"Name": "DemoTestDeviceDefinition",
"InitialVersion": {
"Devices": [
{
"Id": "TestDevice1",
"ThingArn": {
"Fn::Join": [
":",
[
"arn:aws:iot",
{
"Ref": "AWS::Region"
},
{
"Ref": "AWS::AccountId"
},
"thing/TestDevice1"
]
]
},
"CertificateArn": {
"Fn::Join": [
":",
[
"arn:aws:iot",
{
"Ref": "AWS::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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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f": "AWS::AccountId"

"cert/4db8b7f58d95b7fdb45c38c28a0b1adf6c5f8c03e902de65734935fea83e751f"
]
]
},
"SyncShadow": "true"
}
]
}
}

}

YAML
TestDeviceDefinition:
Type: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
Properties:
Name: DemoTestDeviceDefinition
InitialVersion:
Devices:
- Id: TestDevice1
ThingArn: !Join
- ':'
- - 'arn:aws:iot'
- !Ref 'AWS::Region'
- !Ref 'AWS::AccountId'
- thing/TestDevice1
CertificateArn: !Join
- ':'
- - 'arn:aws:iot'
- !Ref 'AWS::Region'
- !Ref 'AWS::AccountId'
- >cert/4db8b7f58d95b7fdb45c38c28a0b1adf6c5f8c03e902de65734935fea83e751f
SyncShadow: 'true'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CreateDeviceDefinit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 Device
디바이스는 Greengrass 그룹에 추가되는 AWS IoT 디바이스(사물)입니다. Greengrass 디바이스는 같은 그
룹의 Greengrass 코어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
서의 AWS IoT Greengrass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DeviceDefinitionVersion 속성 유형의 Devices 속성에는 Device
속성 유형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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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icateArn" : String,
"Id" : String,
"SyncShadow" : Boolean,
"ThingArn" : String

YAML
CertificateArn: String
Id: String
SyncShadow: Boolean
ThingArn: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Arn
디바이스에 대한 디바이스 인증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 X.509 인증서는 AWS IoT 및
AWS IoT Greengrass 서비스로 디바이스를 인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d
디바이스에 대해 설명하거나 임의로 지정되는 ID입니다. 이 값은 디바이스 정의 버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최대 길이는 [a-zA-Z0-9:_-]+ 패턴 포함 128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yncShadow
디바이스의 로컬 섀도우가 클라우드와 자동으로 동기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hingArn
AWS IoT 디바이스(사물)인 디바이스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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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 DeviceDefinitionVersion
디바이스 정의 버전에는 디바이스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Note
배포하려는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디바이스 정의 버전을 생성한 후 그룹 버전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AWS::Greengrass::Group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DeviceDefinitionVersion는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 리소스의 InitialVersion 속성에 대한 속성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vices" : [ Device (p. 3969), ... ]

YAML
Devices:
- Device (p. 3969)

Properties
Devices
이 버전의 디바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Device (p. 3969)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DeviceDefinitionVers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Version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Version 리소스는 AWS IoT Greengrass에 대한 디바이스 정
의 버전을 나타냅니다. 디바이스 정의 버전에는 디바이스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Note
디바이스 정의 버전을 생성하려면 이 버전과 연결하려는 디바이스 정의의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디
바이스 정의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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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하려는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디바이스 정의 버전을 생성한 후 그룹 버전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AWS::Greengrass::Group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Version",
"Properties" : {
"DeviceDefinitionId" : String,
"Devices" : [ Device (p. 3974), ... ]
}

YAML
Type: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Version
Properties:
DeviceDefinitionId: String
Devices:
- Device (p. 3974)

Properties
DeviceDefinitionId
이 버전과 연결된 디바이스 정의의 ID입니다. 이 값은 GU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vices
이 버전의 디바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Device (p. 3974)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디바이스 정의 버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
greengrass/definition/device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versions/9876ac30-4bdb-4f9d-95af-b5fdb66be1a2).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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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정의 버전 코드 조각
다음 코드 조각은 디바이스 정의 리소스와 디바이스 정의 버전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디바이스 정의 버전은
디바이스 정의를 참조하고 디바이스를 포함합니다. 이 예에서는 수동으로 생성된 디바이스 인증서를 가리킵
니다.
완전한 템플릿의 예는 AWS::Greengrass::Group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JSON
"TestDeviceDefinition": {
"Type":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
"Properties": {
"Name": "DemoTestDeviceDefinition"
}
},
"TestDeviceDefinitionVersion": {
"Type":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Version",
"Properties": {
"DeviceDefinitionId": {
"Fn::GetAtt": [
"TestDeviceDefinition",
"Id"
]
},
"Devices": [
{
"Id": "TestDevice1",
"CertificateArn": {
"Fn::Join": [
":",
[
"arn:aws:iot",
{
"Ref": "AWS::Region"
},
{
"Ref": "AWS::AccountId"
},
"cert/4db8b7f58d95b7fdb45c38c28a0b1adf6c5f8c03e902de65734935fea83e751f"
]
]
},
"SyncShadow": "true",
"ThingArn": {
"Fn::Join": [
":",
[
"arn:aws:iot",
{
"Ref": "AWS::Region"
},
{
"Ref": "AWS::AccountId"
},
"thing/TestDevice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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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estDeviceDefinition:
Type: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
Properties:
Name: DemoTestDeviceDefinition
TestDeviceDefinitionVersion:
Type: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Version'
Properties:
DeviceDefinitionId: !GetAtt
- TestDeviceDefinition
- Id
Devices:
- Id: TestDevice1
CertificateArn: !Join
- ':'
- - 'arn:aws:iot'
- !Ref 'AWS::Region'
- !Ref 'AWS::AccountId'
- >cert/4db8b7f58d95b7fdb45c38c28a0b1adf6c5f8c03e902de65734935fea83e751f
SyncShadow: 'true'
ThingArn: !Join
- ':'
- - 'arn:aws:iot'
- !Ref 'AWS::Region'
- !Ref 'AWS::AccountId'
- thing/TestDevice1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CreateDeviceDefinitionVers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Version Device
디바이스는 Greengrass 그룹에 추가되는 AWS IoT 디바이스(사물)입니다. Greengrass 디바이스는 같은 그
룹의 Greengrass 코어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
서의 AWS IoT Greengrass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Version 리소스의
Devices 속성에는 Device 속성 유형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Arn" : String,
"Id" : String,
"SyncShadow" : Boolean,
"ThingArn" : String

YAML
Certificate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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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tring
SyncShadow: Boolean
ThingArn: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Arn
디바이스에 대한 디바이스 인증서의 ARN입니다. 이 X.509 인증서는 AWS IoT 및 AWS IoT Greengrass
서비스로 디바이스를 인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d
디바이스에 대해 설명하거나 임의로 지정되는 ID입니다. 이 값은 디바이스 정의 버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최대 길이는 [a-zA-Z0-9:_-]+ 패턴 포함 128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yncShadow
디바이스의 로컬 섀도우가 클라우드와 자동으로 동기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hingArn
AWS IoT 디바이스(사물)인 디바이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Device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리소스는 AWS IoT Greengrass에 대한 함수 정의를 나타냅
니다. 함수 정의는 함수 정의 버전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함수 정의는 다중 함수 정의 버전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함수 정의 버전은 함수 정의와 연결되어야 합
니다. 각 함수 정의 버전에는 하나 이상의 함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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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함수 정의를 생성하면 경우에 따라 초기 함수 정의 버전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함수 정의
버전을 연결하려면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리소스를 생성하고 이
함수 정의의 ID를 지정합니다.
배포하려는 함수를 포함하는 함수 정의 버전을 생성한 후 그룹 버전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WS::Greengrass::Group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Properties" : {
"InitialVersion" : FunctionDefinitionVersion (p. 3986),
"Name" : String,
"Tags" : Json
}

YAML
Type: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Properties:
InitialVersion:
FunctionDefinitionVersion (p. 3986)
Name: String
Tags: Json

Properties
InitialVersion
함수 정의 생성 시 포함시킬 함수 정의 버전입니다. 함수 정의 버전에는 function 속성 유형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Note
함수 정의가 생성된 후 함수 정의 버전을 연결하려면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리소스를 생성하고 이 함수 정의의
ID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unctionDefinitionVersion (p. 398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함수 정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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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함수 정의에 연결할 애플리케이션 특정 메타데이터입니다. IAM 정책의 태그를 사용하여 AWS IoT
Greengras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범주화할 수도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AWS IoT Greengrass 리소스
에 태그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이 Json 속성 유형은 키-값 페어의 맵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에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대
부분의 Tags 구현과 다른 다음 형식이 사용됩니다.
"Tags": {
"KeyName0": "value",
"KeyName1": "value",
"KeyName2": "value"
}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함수 정의 버전의 ID(예:
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FunctionDefinition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greengrass/definition/
function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Id
FunctionDefinition의 ID(예: 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입니다.
LatestVersionArn
FunctionDefinition에 추가된 최신 FunctionDefinitionVersion의 ARN입
니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greengrass/
definition/function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versions/9876ac30-4bdb-4f9d-95af-b5fdb66be1a2).
Name
FunctionDefinition의 이름(예: MyFunctionDefiniti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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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함수 정의 코드 조각
다음 코드 조각은 함수를 포함하는 초기 버전으로 함수 정의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이 예에서는 Lambda 함
수가 다른 스택에서 생성되고 ImportValue 함수를 사용하여 참조됩니다.
완전한 템플릿의 예는 AWS::Greengrass::Group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JSON
"TestFunctionDefinition": {
"Type":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Properties": {
"Name": "DemoTestFunctionDefinition",
"InitialVersion": {
"DefaultConfig": {
"Execution": {
"IsolationMode": "GreengrassContainer"
}
},
"Functions": [
{
"Id": "TestLambda1",
"FunctionArn": {
"Fn::ImportValue": "TestCanaryLambdaVersionArn"
},
"FunctionConfiguration": {
"Pinned": "false",
"Executable": "run.exe",
"ExecArgs": "argument1",
"MemorySize": "256",
"Timeout": "3000",
"EncodingType": "binary",
"Environment": {
"Variables": {
"variable1": "value1"
},
"ResourceAccessPolicies": [
{
"ResourceId": "ResourceId1",
"Permission": "ro"
},
{
"ResourceId": "ResourceId2",
"Permission": "rw"
}
],
"AccessSysfs": "true",
"Execution": {
"RunAs": {
"Uid": "1",
"Gid": "10"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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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estFunctionDefinition:
Type: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Properties:
Name: DemoTestFunctionDefinition
InitialVersion:
DefaultConfig:
Execution:
IsolationMode: GreengrassContainer
Functions:
- Id: TestLambda1
FunctionArn: !ImportValue TestCanaryLambdaVersionArn
FunctionConfiguration:
Pinned: 'false'
Executable: run.exe
ExecArgs: argument1
MemorySize: '256'
Timeout: '3000'
EncodingType: binary
Environment:
Variables:
variable1: value1
ResourceAccessPolicies:
- ResourceId: ResourceId1
Permission: ro
- ResourceId: ResourceId2
Permission: rw
AccessSysfs: 'true'
Execution:
RunAs:
Uid: '1'
Gid: '10'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CreateFunctionDefinit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DefaultConfig
함수 정의 버전의 모든 Lambda 함수에 적용되는 기본 구성입니다. 개별 Lambda 함수는 이러한 설정을 재정
의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DefaultConfig는 FunctionDefinitionVersion 속성 유형의 속성
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ecution" : Execution (p. 3981)

YAML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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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on (p. 3981)

Properties
Execution
AWS IoT Greengrass 코어의 Lambda 실행 환경에 대한 구성 설정입니다.
Required: 예
Type: Execution (p. 398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FunctionDefaultConfig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Environment
AWS IoT Greengrass 코어의 Lambda 함수에 대한 환경 구성입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Environment는 FunctionConfiguration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essSysfs" : Boolean,
"Execution" : Execution (p. 3981),
"ResourceAccessPolicies" : [ ResourceAccessPolicy (p. 3987), ... ],
"Variables" : Json

YAML
AccessSysfs: Boolean
Execution:
Execution (p. 3981)
ResourceAccessPolicies:
- ResourceAccessPolicy (p. 3987)
Variables: Json

Properties
AccessSysfs
코어 디바이스에서 함수가 /sys 디렉터리에 액세스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즉 /sys에서 디바이스 정보
를 읽을 수 있는지 표시합니다.

Note
이 속성은 Greengrass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Lambda 함수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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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ecution
AWS IoT Greengrass의 Lambda 실행 환경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xecution (p. 398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AccessPolicies
해당하는 읽기 전용 또는 읽기-쓰기 권한을 사용하여 함수가 액세스할 수 있는 그룹 내 리소스 목록입니
다. 최대값은 10개 리소스입니다.

Note
이 속성은 Greengrass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Lambda 함수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AccessPolicy (p. 3987)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riables
Lambda 함수에 대한 환경 변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FunctionConfigurationEnvironment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Execution
AWS IoT Greengrass 코어의 Lambda 실행 환경에 대한 구성 설정입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Execution은 함수 정의 버전의 DefaultConfig 속성 유형 및 함수에
대한 Environment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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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lationMode" : String,
"RunAs" : RunAs (p. 3987)

YAML
IsolationMode: String
RunAs:
RunAs (p. 3987)

Properties
IsolationMode
Lambda 함수가 실행되는 컨테이너화입니다. 유효한 값은 GreengrassContainer 또는
NoContainer입니다. 일반적으로 GreengrassContainer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컨테이너화를 참조하십시오.
• 이 설정이 함수 정의 버전의 DefaultConfig 속성에 설정되면 함수 정의 버전의 모든 Lambda 함수
에 대한 기본 컨테이너화로 사용됩니다.
• 이 설정이 함수의 Environment 속성에 설정되면 개별 함수에 적용되며 기본값을 재정의합니다. 기
본 컨테이너화로 함수를 실행하려면 이 값을 생략하십시오.

Note
컨테이너화 없이 실행해야 하는 비즈니스 사례가 아니라면 Greengrass 컨테이너에서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unAs
Lambda 함수를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및 그룹 권한입니다. 일반적으로 ggc_user and ggc_group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실행 방식을 참조하십시오.
• 이 설정이 함수 정의 버전의 DefaultConfig 속성에 설정되면 함수 정의 버전의 모든 Lambda 함수
에 대한 기본 액세스 ID로 사용됩니다.
• 이 설정이 함수의 Environment 속성에 설정되면 개별 함수에 적용되며 기본값을 재정의합니다. 사
용자, 그룹 또는 둘 다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 권한으로 함수를 실행하려면 이 값을 생략하십시
오.

Important
루트 사용자로 실행하면 데이터 및 디바이스의 위험이 커집니다. 비즈니스 사례에 필요하지 않
으면 루트(UID/GID=0)로 실행하지 마십시오.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ambda 함수를
루트로 실행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RunAs (p. 398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FunctionExecution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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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Function
함수는 AWS IoT Greengrass 그룹에서 참조하는 Lambda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로컬로 실행되는
Greengrass 코어에 배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AWS IoT
Greengrass코어에서 Lambda 함수 실행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FunctionDefinitionVersion 속성 유형의 Functions 속성에는
Function 속성 유형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unctionArn" : String,
"FunctionConfiguration" : FunctionConfiguration (p. 3984),
"Id" : String

YAML
FunctionArn: String
FunctionConfiguration:
FunctionConfiguration (p. 3984)
Id: String

Properties
FunctionArn
별칭(권장) 또는 참조한 Lambda 함수 버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unctionConfiguration
Lambda 함수의 그룹별 설정입니다. 이 설정은 Greengrass 그룹에서 함수의 동작을 구성합니다.
Required: 예
Type: FunctionConfiguration (p. 398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d
함수에 대해 설명하거나 임의로 지정되는 ID입니다. 이 값은 함수 정의 버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최
대 길이는 [a-zA-Z0-9:_-]+ 패턴 포함 128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API 버전 2010-05-15
398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Greengras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함수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FunctionConfiguration
Lambda 함수에 대한 그룹별 구성 설정입니다. 이 설정은 Greengrass 그룹에서 함수의 동작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그룹별 구성을 사용한 Greengrass Lambda
함수의 실행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FunctionConfiguration는 Function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codingType" : String,
"Environment" : Environment (p. 3980),
"ExecArgs" : String,
"Executable" : String,
"MemorySize" : Integer,
"Pinned" : Boolean,
"Timeout" : Integer

YAML
EncodingType: String
Environment:
Environment (p. 3980)
ExecArgs: String
Executable: String
MemorySize: Integer
Pinned: Boolean
Timeout: Integer

Properties
EncodingType
함수에 대한 입력 페이로드의 예상 인코딩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은 json(기본값) 및 binary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vironment
함수의 환경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API 버전 2010-05-15
398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Greengrass

Type: Environment (p. 398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ecArgs
실행 인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ecutable
함수 실행 파일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emorySize
함수에 필요한 메모리 크기(KB 단위)입니다.

Note
이 속성은 Greengrass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Lambda 함수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inned
함수가 고정되는지(또는 수명이 긴지) 나타냅니다. 고정된 함수는 코어가 시작되면 시작되고, 동일한 컨
테이너의 모든 요청을 처리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
함수를 종료할 때까지 허용된 실행 시간(초)입니다. 고정된 함수의 경우 이 제한 시간은 각 요청에 적용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Function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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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FunctionDefinitionVersion
함수 정의 버전에는 함수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Note
배포하려는 함수를 포함하는 함수 정의 버전을 생성한 후 그룹 버전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WS::Greengrass::Group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FunctionDefinitionVersion는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리소스의 InitialVersion 속성에 대한 속성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faultConfig" : DefaultConfig (p. 3979),
"Functions" : [ Function (p. 3983), ... ]

YAML
DefaultConfig:
DefaultConfig (p. 3979)
Functions:
- Function (p. 3983)

Properties
DefaultConfig
그룹의 모든 Lambda 함수에 적용되는 기본 구성입니다. 개별 Lambda 함수는 이러한 설정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faultConfig (p. 397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unctions
이 버전의 함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Function (p. 3983)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FunctionDefinitionVers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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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ResourceAccessPolicy
해당하는 읽기 전용 또는 읽기-쓰기 권한을 사용하여 함수가 액세스할 수 있는 그룹 내 리소스 목록입니다.
최대값은 10개 리소스입니다.

Note
이 속성은 Greengrass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Lambda 함수에만 적용됩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ResourceAccessPolicy는 Environment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ermission" : String,
"ResourceId" : String

YAML
Permission: String
ResourceId: String

Properties
Permission
Lambda 함수가 리소스에 대해 갖는 읽기 전용 또는 읽기-쓰기 액세스 권한입니다. 유효한 값은 ro 또는
rw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Id
리소스의 ID입니다. 이 ID는 리소스 정의를 생성할 때 리소스에 할당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ResourceAccessPolicy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RunAs
권한이 Lambda 함수를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액세스 ID입니다. 이 설정은 그룹에 지정된 기본 액세스 ID(기
본적으로 ggc_user 및 ggc_group)를 재정의합니다. 사용자, 그룹 또는 둘 다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실행 방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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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루트 사용자로 실행하면 데이터 및 디바이스의 위험이 커집니다. 비즈니스 사례에 필요하지 않으면
루트(UID/GID=0)로 실행하지 마십시오.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ambda 함수를 루트로 실
행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RunAs는 Execution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id" : Integer,
"Uid" : Integer

YAML
Gid: Integer
Uid: Integer

Properties
Gid
권한이 Lambda 함수를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그룹 ID입니다. getent group 명령을 코어 디바이스에 사
용하여 그룹 ID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id
권한이 Lambda 함수를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ID입니다. getent passwd 명령을 코어 디바이스에
사용하여 사용자 ID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FunctionRunAsConfig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리소스는 AWS IoT Greengrass에 대한 함수 정의
버전을 나타냅니다. 함수 정의 버전에는 함수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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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함수 정의 버전을 생성하려면 이 버전과 연결하려는 함수 정의의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함수 정의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을 참조하십시오.
배포하려는 함수를 포함하는 함수 정의 버전을 생성한 후 그룹 버전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WS::Greengrass::Group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Properties" : {
"DefaultConfig" : DefaultConfig (p. 3992),
"FunctionDefinitionId" : String,
"Functions" : [ Function (p. 3995), ... ]
}

YAML
Type: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Properties:
DefaultConfig:
DefaultConfig (p. 3992)
FunctionDefinitionId: String
Functions:
- Function (p. 3995)

Properties
DefaultConfig
그룹의 모든 Lambda 함수에 적용되는 기본 구성입니다. 개별 Lambda 함수는 이러한 설정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faultConfig (p. 399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unctionDefinitionId
이 버전과 연결된 함수 정의의 ID입니다. 이 값은 GU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unctions
이 버전의 함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Function (p. 399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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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함수 정의 버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
greengrass/definition/function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versions/9876ac30-4bdb-4f9d-95af-b5fdb66be1a2).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함수 정의 버전 코드 조각
다음 코드 조각은 함수 정의 리소스와 함수 정의 버전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함수 정의 버전은 함수 정의를
참조하고 함수를 포함합니다. 이 예에서는 Lambda 함수가 다른 스택에서 생성되고 ImportValue 함수를
사용하여 참조됩니다.
완전한 템플릿의 예는 AWS::Greengrass::Group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JSON
"TestFunctionDefinition": {
"Type":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Properties": {
"Name": "DemoTestFunctionDefinition"
}
},
"TestFunctionDefinitionVersion": {
"Type":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Properties": {
"FunctionDefinitionId": {
"Fn::GetAtt": [
"TestFunctionDefinition",
"Id"
]
},
"DefaultConfig": {
"Execution": {
"IsolationMode": "GreengrassContainer"
}
},
"Functions": [
{
"Id": "TestLambda1",
"FunctionArn": {
"Fn::ImportValue": "TestCanaryLambdaVersionArn"
},
"FunctionConfiguration": {
"Pinned": "true",
"Executable": "run.exe",
"ExecArgs": "argument1",
"MemorySize": "512",
"Timeout": "2000",
"EncodingType": "binary",
"Environment": {
"Variab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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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variable1": "value1"
},
"ResourceAccessPolicies": [
{
"ResourceId": "ResourceId1",
"Permission": "ro"
},
{
"ResourceId": "ResourceId2",
"Permission": "rw"
}
],
"AccessSysfs": "false",
"Execution": {
"RunAs": {
"Uid": "1",
"Gid": "10"
}
}

YAML
TestFunctionDefinition:
Type: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Properties:
Name: DemoTestFunctionDefinition
TestFunctionDefinitionVersion:
Type: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Properties:
FunctionDefinitionId: !GetAtt
- TestFunctionDefinition
- Id
DefaultConfig:
Execution:
IsolationMode: GreengrassContainer
Functions:
- Id: TestLambda1
FunctionArn: !ImportValue TestCanaryLambdaVersionArn
FunctionConfiguration:
Pinned: 'true'
Executable: run.exe
ExecArgs: argument1
MemorySize: '512'
Timeout: '2000'
EncodingType: binary
Environment:
Variables:
variable1: value1
ResourceAccessPolicies:
- ResourceId: ResourceId1
Permission: ro
- ResourceId: ResourceId2
Permission: rw
AccessSysfs: 'false'
Execution:
RunAs:
Uid: '1'
Gi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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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CreateFunctionDefinitionVers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DefaultConfig
함수 정의 버전의 모든 Lambda 함수에 적용되는 기본 구성입니다. 개별 Lambda 함수는 이러한 설정을 재정
의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DefaultConfig는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ecution" : Execution (p. 3994)

YAML
Execution:
Execution (p. 3994)

Properties
Execution
AWS IoT Greengrass 코어의 Lambda 실행 환경에 대한 구성 설정입니다.
Required: 예
Type: Execution (p. 399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FunctionDefaultConfig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Environment
AWS IoT Greengrass 코어의 Lambda 함수에 대한 환경 구성입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Environment는 FunctionConfiguration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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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ccessSysfs" : Boolean,
"Execution" : Execution (p. 3994),
"ResourceAccessPolicies" : [ ResourceAccessPolicy (p. 3998), ... ],
"Variables" : Json

YAML
AccessSysfs: Boolean
Execution:
Execution (p. 3994)
ResourceAccessPolicies:
- ResourceAccessPolicy (p. 3998)
Variables: Json

Properties
AccessSysfs
코어 디바이스에서 함수가 /sys 디렉터리에 액세스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즉 /sys에서 디바이스 정보
를 읽을 수 있는지 표시합니다.

Note
이 속성은 Greengrass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Lambda 함수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ecution
AWS IoT Greengrass의 Lambda 실행 환경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xecution (p. 399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AccessPolicies
해당하는 읽기 전용 또는 읽기-쓰기 권한을 사용하여 함수가 액세스할 수 있는 그룹 내 리소스 목록입니
다. 최대값은 10개 리소스입니다.

Note
이 속성은 Greengrass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Lambda 함수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AccessPolicy (p. 3998)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riables
Lambda 함수에 대한 환경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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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FunctionConfigurationEnvironment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Execution
AWS IoT Greengrass 코어의 Lambda 실행 환경에 대한 구성 설정입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Execution은 함수 정의 버전의 DefaultConfig 속성 유형 및 함수에
대한 Environment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solationMode" : String,
"RunAs" : RunAs (p. 3999)

YAML
IsolationMode: String
RunAs:
RunAs (p. 3999)

Properties
IsolationMode
Lambda 함수가 실행되는 컨테이너화입니다. 유효한 값은 GreengrassContainer 또는
NoContainer입니다. 일반적으로 GreengrassContainer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컨테이너화를 참조하십시오.
• 이 설정이 함수 정의 버전의 DefaultConfig 속성에 설정되면 함수 정의 버전의 모든 Lambda 함수
에 대한 기본 컨테이너화로 사용됩니다.
• 이 설정이 함수의 Environment 속성에 설정되면 개별 함수에 적용되며 기본값을 재정의합니다. 기
본 컨테이너화로 함수를 실행하려면 이 값을 생략하십시오.

Note
컨테이너화 없이 실행해야 하는 비즈니스 사례가 아니라면 Greengrass 컨테이너에서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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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RunAs
Lambda 함수를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및 그룹 권한입니다. 일반적으로 ggc_user and ggc_group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실행 방식을 참조하십시오.
• 이 설정이 함수 정의 버전의 DefaultConfig 속성에 설정되면 함수 정의 버전의 모든 Lambda 함수
에 대한 기본 액세스 ID로 사용됩니다.
• 이 설정이 함수의 Environment 속성에 설정되면 개별 함수에 적용되며 기본값을 재정의합니다. 사
용자, 그룹 또는 둘 다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 권한으로 함수를 실행하려면 이 값을 생략하십시
오.

Important
루트 사용자로 실행하면 데이터 및 디바이스의 위험이 커집니다. 비즈니스 사례에 필요하지 않
으면 루트(UID/GID=0)로 실행하지 마십시오.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ambda 함수를
루트로 실행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RunAs (p. 399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FunctionExecutionConfig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Function
함수는 AWS IoT Greengrass 그룹에서 참조하는 Lambda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로컬로 실행되는
Greengrass 코어에 배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AWS IoT
Greengrass코어에서 Lambda 함수 실행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리소스의
Functions 속성에는 Function 속성 유형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unctionArn" : String,
"FunctionConfiguration" : FunctionConfiguration (p. 3996),
"Id" : String

YAML
FunctionArn: String
FunctionConfiguration:
FunctionConfiguration (p. 3996)
I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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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FunctionArn
별칭(권장) 또는 참조한 Lambda 함수 버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unctionConfiguration
Lambda 함수의 그룹별 설정입니다. 이 설정은 Greengrass 그룹에서 함수의 동작을 구성합니다.
Required: 예
Type: FunctionConfiguration (p. 399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d
함수에 대해 설명하거나 임의로 지정되는 ID입니다. 이 값은 함수 정의 버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최
대 길이는 [a-zA-Z0-9:_-]+ 패턴 포함 128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함수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FunctionConfiguration
Lambda 함수에 대한 그룹별 구성 설정입니다. 이 설정은 Greengrass 그룹에서 함수의 동작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그룹별 구성을 사용한 Greengrass Lambda
함수의 실행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FunctionConfiguration는 Function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ncodingType" : String,
"Environment" : Environment (p. 3992),
"ExecArgs" : String,
"Executable" : String,
"MemorySize" : Integer,
"Pinned" : Boolean,
"Timeout"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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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EncodingType: String
Environment:
Environment (p. 3992)
ExecArgs: String
Executable: String
MemorySize: Integer
Pinned: Boolean
Timeout: Integer

Properties
EncodingType
함수에 대한 입력 페이로드의 예상 인코딩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은 json(기본값) 및 binary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vironment
함수의 환경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vironment (p. 399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ecArgs
실행 인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ecutable
함수 실행 파일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emorySize
함수에 필요한 메모리 크기(KB 단위)입니다.

Note
이 속성은 Greengrass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Lambda 함수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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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inned
함수가 고정되는지(또는 수명이 긴지) 나타냅니다. 고정된 함수는 코어가 시작되면 시작되고, 동일한 컨
테이너의 모든 요청을 처리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
함수를 종료할 때까지 허용된 실행 시간(초)입니다. 고정된 함수의 경우 이 제한 시간은 각 요청에 적용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FunctionConfigurat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ResourceAccessPolicy
해당하는 읽기 전용 또는 읽기-쓰기 권한을 사용하여 함수가 액세스할 수 있는 그룹 내 리소스 목록입니다.
최대값은 10개 리소스입니다.

Note
이 속성은 Greengrass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Lambda 함수에만 적용됩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ResourceAccessPolicy는 Environment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ermission" : String,
"ResourceId" : String

YAML
Permission: String
ResourceI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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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Permission
Lambda 함수가 리소스에 대해 갖는 읽기 전용 또는 읽기-쓰기 액세스 권한입니다. 유효한 값은 ro 또는
rw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Id
리소스의 ID입니다. 이 ID는 리소스 정의를 생성할 때 리소스에 할당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ResourceAccessPolicy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RunAs
Lambda 함수를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및 그룹 권한입니다. 이 설정은 그룹에 지정된 기본 액세스
ID(기본적으로 ggc_user 및 ggc_group)를 재정의합니다. 사용자, 그룹 또는 둘 다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실행 방식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루트 사용자로 실행하면 데이터 및 디바이스의 위험이 커집니다. 비즈니스 사례에 필요하지 않으면
루트(UID/GID=0)로 실행하지 마십시오.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ambda 함수를 루트로 실
행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RunAs는 Execution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id" : Integer,
"Uid" : Integer

YAML
Gid: Integer
Uid: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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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Gid
권한이 Lambda 함수를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그룹 ID입니다. getent group 명령을 코어 디바이스에 사
용하여 그룹 ID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id
권한이 Lambda 함수를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ID입니다. getent passwd 명령을 코어 디바이스에
사용하여 사용자 ID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FunctionRunAsConfig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Group
AWS IoT Greengrass는 AWS를 엣지 디바이스까지 원활하게 확장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계속해서 사용하
여 데이터를 관리, 분석 및 저장하는 동시에 생성되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로컬 작업도 가능합니다. AWS IoT
Greengrass에서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커넥티드 디바이스에서 AWS Lambda 함수를 실행하
고, 머신 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예측을 실행하고, 디바이스 데이터를 동기화 상태로 유지하고, 다른 디바이스
와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섹션을 참조
하세요.

Note
AWS Region 지원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IoT Greengrass에
대한 AWS CloudFormation 지원을 참조하세요.
AWS::Greengrass::Group 리소스는 AWS IoT Greengrass의 그룹을 나타냅니다. AWS IoT Greengrass
API에서 그룹은 그룹 버전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룹은 다중 그룹 버전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룹 버전은 그룹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룹 버전은
Greengrass 코어 디바이스에 배포하려는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디바이스 정의 버전, 구독 정의 버전 및 기타
버전 유형을 참조합니다.
그룹 버전을 배포하려면 그룹 버전은 하나의 코어를 포함하는 코어 정의 버전을 참조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른 버전 유형이 선택적으로 포함됩니다.

Note
그룹을 생성하면 경우에 따라 초기 그룹 버전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룹 정의 버전을 연
결하려면 AWS::Greengrass::GroupVersion 리소스를 생성하고 이 그룹의 ID를 지정합니다.
그룹 구성 요소(예: 디바이스, 구독 또는 함수)를 변경하려면 새 버전을 생성해야 합니다. 버전은 변
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함수를 추가하려면 새 함수(및 배포하려는 기타 모든 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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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함수 정의 버전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새 함수 정의 버전(및 배포하려는 기타 모든 버
전)을 참조하는 그룹 버전을 생성합니다.
그룹 버전 배포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그룹 버전을 생성한 후 AWS CLI에서 또는 AWS IoT 콘솔의 Greengrass
노드로부터 aws greengrass create-deployment 명령을 사용하여 그룹 버전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룹 버
전을 배포하려면 AWS account에 연결된 Greengrass 서비스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AWS IoT Greengrass에 대한 AWS CloudFormation 지원을 참조하
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reengrass::Group",
"Properties" : {
"InitialVersion" : GroupVersion (p. 4011),
"Name" : String,
"RoleArn" : String,
"Tags" : Json
}

YAML
Type: AWS::Greengrass::Group
Properties:
InitialVersion:
GroupVersion (p. 4011)
Name: String
RoleArn: String
Tags: Json

Properties
InitialVersion
그룹 생성 시 포함시킬 그룹 버전입니다. 그룹 버전은 코어 정의 버전, 디바이스 정의 버전, 구독 정의 버
전 및 기타 버전 유형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참조합니다. 그룹 버전은 하나의 코어를 포함하는
코어 정의 버전을 참조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른 버전 유형이 선택적으로 포함됩니
다.

Note
그룹이 생성된 후 그룹 버전을 연결하려면 AWS::Greengrass::GroupVersion 리소스를 생
성하고 이 그룹의 ID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roupVersion (p. 401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그룹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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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그룹에 연결된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 역할은 Lambda 함수 및 커넥터가 다
른 AWS 서비스와 상호 작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권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그룹에 연결할 애플리케이션 특정 메타데이터입니다. IAM 정책의 태그를 사용하여 AWS IoT
Greengras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범주화할 수도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AWS IoT Greengrass 리소스
에 태그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이 Json 속성 유형은 키-값 페어의 맵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에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대
부분의 Tags 구현과 다른 다음 형식이 사용됩니다.
"Tags": {
"KeyName0": "value",
"KeyName1": "value",
"KeyName2": "value"
}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그룹의 ID(예:
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Group의 ARN입니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greengrass/
definition/group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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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Group의 ID(예: 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입니다.
LatestVersionArn
Group에 추가된 최신 GroupVersion의 ARN입니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greengrass/
definition/group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versions/9876ac30-4bdb-4f9d-95af-b5fdb66be1a2).
Name
Group의 이름(예: MyGroup)입니다.
RoleArn
Group에 연결된 IAM 역할의 ARN입니다(예: arn:aws:iam::123456789012:role/role-name).
RoleAttachedAt
그룹 역할이 Group과 연결된 epoch 이후 경과 시간(밀리초)입니다.

예제
그룹 생성
다음 템플릿은 코어, 디바이스, 함수, 로거, 구독 및 리소스 2개를 정의한 다음 그룹 버전에서 참조합니다.
이 템플릿에는 코어 및 디바이스의 인증서 ARN과 소스 Lambda 함수(AWS Lambda 리소스)의 ARN을 지정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Ref 및 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Greengrass 리소스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ID, ARN 및 기타 속성을 참조합니다.

Note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그룹 버전을 생성한 후 AWS CLI에서 또는 AWS IoT 콘솔의 그
룹 구성 페이지로부터 aws greengrass create-deployment 명령을 사용하여 그룹 버전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룹 버전을 배포하려면 AWS account에 연결된 Greengrass 서비스 역할이 있어야 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AWS IoT Greengrass에 대한
AWS CloudFormation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JSON
{

"Description": "AWS IoT Greengrass example template that creates a group version with a
core, device, function, logger, subscription, and resources.",
"Parameters": {
"CoreCertificateArn": {
"Type": "String"
},
"DeviceCertificateArn": {
"Type": "String"
},
"LambdaVersionArn": {
"Type": "String"
}
},
"Resources": {
"TestCore1": {
"Type": "AWS::IoT::Thing",
"Properties": {
"ThingName": "TestCore1"
}

API 버전 2010-05-15
400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Greengrass
},
"TestCoreDefinition": {
"Type": "AWS::Greengrass::CoreDefinition",
"Properties": {
"Name": "DemoTestCoreDefinition"
}
},
"TestCoreDefinitionVersion": {
"Type": "AWS::Greengrass::CoreDefinitionVersion",
"Properties": {
"CoreDefinitionId": {
"Ref": "TestCoreDefinition"
},
"Cores": [
{
"Id": "TestCore1",
"CertificateArn": {
"Ref": "CoreCertificateArn"
},
"SyncShadow": "false",
"ThingArn": {
"Fn::Join": [
":",
[
"arn:aws:iot",
{
"Ref": "AWS::Region"
},
{
"Ref": "AWS::AccountId"
},
"thing/TestCore1"
]
]
}
}
]
}
},
"TestDevice1": {
"Type": "AWS::IoT::Thing",
"Properties": {
"ThingName": "TestDevice1"
}
},
"TestDeviceDefinition": {
"Type":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
"Properties": {
"Name": "DemoTestDeviceDefinition"
}
},
"TestDeviceDefinitionVersion": {
"Type":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Version",
"Properties": {
"DeviceDefinitionId": {
"Fn::GetAtt": [
"TestDeviceDefinition",
"Id"
]
},
"Devices": [
{
"Id": "TestDevice1",
"CertificateArn": {
"Ref": "DeviceCertificateA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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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ncShadow": "true",
"ThingArn": {
"Fn::Join": [
":",
[
"arn:aws:iot",
{
"Ref": "AWS::Region"
},
{
"Ref": "AWS::AccountId"
},
"thing/TestDevice1"
]
]
}

}
},
"TestFunctionDefinition": {
"Type":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Properties": {
"Name": "DemoTestFunctionDefinition"
}
},
"TestFunctionDefinitionVersion": {
"Type":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Properties": {
"FunctionDefinitionId": {
"Fn::GetAtt": [
"TestFunctionDefinition",
"Id"
]
},
"DefaultConfig": {
"Execution": {
"IsolationMode": "GreengrassContainer"
}
},
"Functions": [
{
"Id": "TestLambda1",
"FunctionArn": {
"Ref": "LambdaVersionArn"
},
"FunctionConfiguration": {
"Pinned": "true",
"Executable": "run.exe",
"ExecArgs": "argument1",
"MemorySize": "512",
"Timeout": "2000",
"EncodingType": "binary",
"Environment": {
"Variables": {
"variable1": "value1"
},
"ResourceAccessPolicies": [
{
"ResourceId": "ResourceId1",
"Permission": "ro"
},
{
"ResourceId": "ResourceId2",
"Permission": "r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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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AccessSysfs": "false",
"Execution": {
"IsolationMode": "GreengrassContainer",
"RunAs": {
"Uid": "1",
"Gid": "10"
}
}

}
},
"TestLoggerDefinition": {
"Type":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
"Properties": {
"Name": "DemoTestLoggerDefinition"
}
},
"TestLoggerDefinitionVersion": {
"Type":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Version",
"Properties": {
"LoggerDefinitionId": {
"Ref": "TestLoggerDefinition"
},
"Loggers": [
{
"Id": "TestLogger1",
"Type": "AWSCloudWatch",
"Component": "GreengrassSystem",
"Level": "INFO"
}
]
}
},
"TestResourceDefinition": {
"Type":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Properties": {
"Name": "DemoTestResourceDefinition"
}
},
"TestResourceDefinitionVersion": {
"Type":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Properties": {
"ResourceDefinitionId": {
"Ref": "TestResourceDefinition"
},
"Resources": [
{
"Id": "ResourceId1",
"Name": "LocalDeviceResource",
"ResourceDataContainer": {
"LocalDeviceResourceData": {
"SourcePath": "/dev/TestSourcePath1",
"GroupOwnerSetting": {
"AutoAddGroupOwner": "false",
"GroupOwner": "TestOwner"
}
}
}
},
{
"Id": "ResourceId2",
"Name": "LocalVolumeResourc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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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ourceDataContainer": {
"LocalVolumeResourceData": {
"SourcePath": "/dev/TestSourcePath2",
"DestinationPath": "/volumes/TestDestinationPath2",
"GroupOwnerSetting": {
"AutoAddGroupOwner": "false",
"GroupOwner": "TestOwner"
}
}
}

}
},
"TestSubscriptionDefinition": {
"Type":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
"Properties": {
"Name": "DemoTestSubscriptionDefinition"
}
},
"Test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
"Type":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Properties": {
"SubscriptionDefinitionId": {
"Ref": "TestSubscriptionDefinition"
},
"Subscriptions": [
{
"Id": "TestSubscription1",
"Source": {
"Fn::Join": [
":",
[
"arn:aws:iot",
{
"Ref": "AWS::Region"
},
{
"Ref": "AWS::AccountId"
},
"thing/TestDevice1"
]
]
},
"Subject": "TestSubjectUpdated",
"Target": {
"Ref": "LambdaVersionArn"
}
}
]
}
},
"TestGroup": {
"Type": "AWS::Greengrass::Group",
"Properties": {
"Name": "DemoTestGroupNewName",
"RoleArn": {
"Fn::Join": [
":",
[
"arn:aws:iam:",
{
"Ref": "AWS::AccountId"
},
"role/TestUs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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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InitialVersion": {
"CoreDefinitionVersionArn": {
"Ref": "TestCoreDefinitionVersion"
},
"DeviceDefinitionVersionArn": {
"Ref": "TestDeviceDefinitionVersion"
},
"FunctionDefinitionVersionArn": {
"Ref": "TestFunctionDefinitionVersion"
},
"SubscriptionDefinitionVersionArn": {
"Ref": "Test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
"LoggerDefinitionVersionArn": {
"Ref": "TestLoggerDefinitionVersion"
},
"ResourceDefinitionVersionArn": {
"Ref": "TestResourceDefinitionVersion"
}
},
"Tags": {
"KeyName0": "value",
"KeyName1": "value",
"KeyName2": "value"
}

YAML
Description: >AWS IoT Greengrass example template that creates a group version with a core,
device, function, logger, subscription, and resources.
Parameters:
CoreCertificateArn:
Type: String
DeviceCertificateArn:
Type: String
LambdaVersionArn:
Type: String
Resources:
TestCore1:
Type: 'AWS::IoT::Thing'
Properties:
ThingName: TestCore1
TestCoreDefinition:
Type: 'AWS::Greengrass::CoreDefinition'
Properties:
Name: DemoTestCoreDefinition
TestCoreDefinitionVersion:
Type: 'AWS::Greengrass::CoreDefinitionVersion'
Properties:
CoreDefinitionId: !Ref TestCoreDefinition
Cores:
- Id: TestCore1
CertificateArn: !Ref CoreCertificateArn
SyncShadow: 'false'
ThingArn: !Join
- ':'
- - 'arn:aws: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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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AWS::Region'
- !Ref 'AWS::AccountId'
- thing/TestCore1
TestDevice1:
Type: 'AWS::IoT::Thing'
Properties:
ThingName: TestDevice1
TestDeviceDefinition:
Type: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
Properties:
Name: DemoTestDeviceDefinition
TestDeviceDefinitionVersion:
Type: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Version'
Properties:
DeviceDefinitionId: !GetAtt
- TestDeviceDefinition
- Id
Devices:
- Id: TestDevice1
CertificateArn: !Ref DeviceCertificateArn
SyncShadow: 'true'
ThingArn: !Join
- ':'
- - 'arn:aws:iot'
- !Ref 'AWS::Region'
- !Ref 'AWS::AccountId'
- thing/TestDevice1
TestFunctionDefinition:
Type: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Properties:
Name: DemoTestFunctionDefinition
TestFunctionDefinitionVersion:
Type: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Properties:
FunctionDefinitionId: !GetAtt
- TestFunctionDefinition
- Id
DefaultConfig:
Execution:
IsolationMode: GreengrassContainer
Functions:
- Id: TestLambda1
FunctionArn: !Ref LambdaVersionArn
FunctionConfiguration:
Pinned: 'true'
Executable: run.exe
ExecArgs: argument1
MemorySize: '512'
Timeout: '2000'
EncodingType: binary
Environment:
Variables:
variable1: value1
ResourceAccessPolicies:
- ResourceId: ResourceId1
Permission: ro
- ResourceId: ResourceId2
Permission: rw
AccessSysfs: 'false'
Execution:
IsolationMode: GreengrassContainer
RunAs:
Uid: '1'
Gid: '10'
TestLoggerDefinition:
Type: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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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Name: DemoTestLoggerDefinition
TestLoggerDefinitionVersion:
Type: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Version'
Properties:
LoggerDefinitionId: !Ref TestLoggerDefinition
Loggers:
- Id: TestLogger1
Type: AWSCloudWatch
Component: GreengrassSystem
Level: INFO
TestResourceDefinition:
Type: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Properties:
Name: DemoTestResourceDefinition
TestResourceDefinitionVersion:
Type: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Properties:
ResourceDefinitionId: !Ref TestResourceDefinition
Resources:
- Id: ResourceId1
Name: LocalDeviceResource
ResourceDataContainer:
LocalDeviceResourceData:
SourcePath: /dev/TestSourcePath1
GroupOwnerSetting:
AutoAddGroupOwner: 'false'
GroupOwner: TestOwner
- Id: ResourceId2
Name: LocalVolumeResourceData
ResourceDataContainer:
LocalVolumeResourceData:
SourcePath: /dev/TestSourcePath2
DestinationPath: /volumes/TestDestinationPath2
GroupOwnerSetting:
AutoAddGroupOwner: 'false'
GroupOwner: TestOwner
TestSubscriptionDefinition:
Type: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
Properties:
Name: DemoTestSubscriptionDefinition
Test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Type: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Properties:
SubscriptionDefinitionId: !Ref TestSubscriptionDefinition
Subscriptions:
- Id: TestSubscription1
Source: !Join
- ':'
- - 'arn:aws:iot'
- !Ref 'AWS::Region'
- !Ref 'AWS::AccountId'
- thing/TestDevice1
Subject: TestSubjectUpdated
Target: !Ref LambdaVersionArn
TestGroup:
Type: 'AWS::Greengrass::Group'
Properties:
Name: DemoTestGroupNewName
RoleArn: !Join
- ':'
- - 'arn:aws:iam:'
- !Ref 'AWS::AccountId'
- role/TestUser
InitialVersion:
CoreDefinitionVersionArn: !Ref TestCoreDefiniti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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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DefinitionVersionArn: !Ref TestDeviceDefinitionVersion
FunctionDefinitionVersionArn: !Ref TestFunctionDefinitionVersion
SubscriptionDefinitionVersionArn: !Ref Test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LoggerDefinitionVersionArn: !Ref TestLoggerDefinitionVersion
ResourceDefinitionVersionArn: !Ref TestResourceDefinitionVersion
Tags:
KeyName0: value
KeyName1: value
KeyName2: value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CreateGroup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Group GroupVersion
AWS IoT Greengrass의 그룹 버전은 Greengrass 코어 디바이스에 배포하려는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코어
정의 버전, 디바이스 정의 버전, 구독 정의 버전 및 기타 버전 유형을 참조합니다. 그룹 버전은 하나의 코어를
포함하는 코어 정의 버전을 참조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른 버전 유형이 선택적으로 포함
됩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GroupVersion는 AWS::Greengrass::Group 리소스의
InitialVersion 속성에 대한 속성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nectorDefinitionVersionArn" : String,
"CoreDefinitionVersionArn" : String,
"DeviceDefinitionVersionArn" : String,
"FunctionDefinitionVersionArn" : String,
"LoggerDefinitionVersionArn" : String,
"ResourceDefinitionVersionArn" : String,
"SubscriptionDefinitionVersionArn" : String

YAML
ConnectorDefinitionVersionArn: String
CoreDefinitionVersionArn: String
DeviceDefinitionVersionArn: String
FunctionDefinitionVersionArn: String
LoggerDefinitionVersionArn: String
ResourceDefinitionVersionArn: String
SubscriptionDefinitionVersionArn: String

Properties
ConnectorDefinitionVersionArn
그룹 버전으로 배포하려는 커넥터를 포함하는 커넥터 정의 버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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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reDefinitionVersionArn
그룹 버전으로 배포하려는 코어를 포함하는 코어 정의 버전의 ARN입니다. 현재 코어 정의 버전에는 하
나의 코어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viceDefinitionVersionArn
그룹 버전으로 배포하려는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디바이스 정의 버전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unctionDefinitionVersionArn
그룹 버전으로 배포하려는 함수를 포함하는 함수 정의 버전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ggerDefinitionVersionArn
그룹 버전으로 배포하려는 로거를 포함하는 로거 정의 버전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DefinitionVersionArn
그룹 버전으로 배포하려는 리소스를 포함하는 리소스 정의 버전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scriptionDefinitionVersionArn
그룹 버전으로 배포하려는 구독을 포함하는 구독 정의 버전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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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GroupVers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GroupVersion
AWS::Greengrass::GroupVersion 리소스는 AWS IoT Greengrass의 그룹 버전을 나타냅니다. 그룹 버
전은 Greengrass 코어 디바이스에 배포하려는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코어 정의 버전, 디바이스 정의 버전,
구독 정의 버전 및 기타 버전 유형을 참조합니다. 그룹 버전은 하나의 코어를 포함하는 코어 정의 버전을 참
조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른 버전 유형이 선택적으로 포함됩니다.

Note
그룹 버전을 생성하려면 이 버전과 연결하려는 그룹의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룹 생성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AWS::Greengrass::Group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reengrass::GroupVersion",
"Properties" : {
"ConnectorDefinitionVersionArn" : String,
"CoreDefinitionVersionArn" : String,
"DeviceDefinitionVersionArn" : String,
"FunctionDefinitionVersionArn" : String,
"GroupId" : String,
"LoggerDefinitionVersionArn" : String,
"ResourceDefinitionVersionArn" : String,
"SubscriptionDefinitionVersionArn" : String
}

YAML
Type: AWS::Greengrass::GroupVersion
Properties:
ConnectorDefinitionVersionArn: String
CoreDefinitionVersionArn: String
DeviceDefinitionVersionArn: String
FunctionDefinitionVersionArn: String
GroupId: String
LoggerDefinitionVersionArn: String
ResourceDefinitionVersionArn: String
SubscriptionDefinitionVersionArn: String

Properties
ConnectorDefinitionVersionArn
그룹 버전으로 배포하려는 커넥터를 포함하는 커넥터 정의 버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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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reDefinitionVersionArn
그룹 버전으로 배포하려는 코어를 포함하는 코어 정의 버전의 ARN입니다. 현재 코어 정의 버전에는 하
나의 코어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viceDefinitionVersionArn
그룹 버전으로 배포하려는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디바이스 정의 버전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unctionDefinitionVersionArn
그룹 버전으로 배포하려는 함수를 포함하는 함수 정의 버전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roupId
이 버전과 연결된 그룹의 ID입니다. 이 값은 GU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ggerDefinitionVersionArn
그룹 버전으로 배포하려는 로거를 포함하는 로거 정의 버전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DefinitionVersionArn
그룹 버전으로 배포하려는 리소스를 포함하는 리소스 정의 버전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scriptionDefinitionVersionArn
그룹 버전으로 배포하려는 구독을 포함하는 구독 정의 버전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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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그룹 버전의 ARN입니
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greengrass/definition/
group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versions/9876ac30-4bdb-4f9d-95afb5fdb66be1a2).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CreateGroupVers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 리소스는 AWS IoT Greengrass에 대한 로거 정의를 나타냅니
다. 로거 정의는 로거 정의 버전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로거 정의는 다중 로거 정의 버전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로거 정의 버전은 로거 정의와 연결되어야 합
니다. 각 로거 정의 버전에는 하나 이상의 로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Note
로거 정의를 생성하면 경우에 따라 초기 로거 정의 버전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로거 정의
버전을 연결하려면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Version 리소스를 생성하고 이 로
거 정의의 ID를 지정합니다.
배포하려는 로거를 포함하는 로거 정의 버전을 생성한 후 그룹 버전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WS::Greengrass::Group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
"Properties" : {
"InitialVersion" : LoggerDefinitionVersion (p. 4019),
"Name" : String,
"Tags" : Json
}

YAML
Type: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
Properties:
InitialVersion:
LoggerDefinitionVersion (p. 4019)
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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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Json

Properties
InitialVersion
로거 정의 생성 시 포함시킬 로거 정의 버전입니다. 로거 정의 버전에는 logger 속성 유형의 목록이 포
함됩니다.

Note
로거 정의가 생성된 후 로거 정의 버전을 연결하려면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Version 리소스를 생성하고 이 로거 정의의 ID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ggerDefinitionVersion (p. 401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로거 정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로거 정의에 연결할 애플리케이션 특정 메타데이터입니다. IAM 정책의 태그를 사용하여 AWS IoT
Greengras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범주화할 수도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AWS IoT Greengrass 리소스
에 태그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이 Json 속성 유형은 키-값 페어의 맵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에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대
부분의 Tags 구현과 다른 다음 형식이 사용됩니다.
"Tags": {
"KeyName0": "value",
"KeyName1": "value",
"KeyName2": "value"
}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로거 정의 버전의 ID(예:
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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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LoggerDefinition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greengrass/definition/
logger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Id
LoggerDefinition의 ID(예: 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입니다.
LatestVersionArn
LoggerDefinition에 추가된 최신 LoggerDefinitionVersion의 ARN입니
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greengrass/
definition/logger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versions/9876ac30-4bdb-4f9d-95af-b5fdb66be1a2).
Name
LoggerDefinition의 이름(예: MyLoggerDefinition)입니다.

예제
로거 정의 코드 조각
다음 코드 조각은 로거를 포함하는 초기 버전으로 로거 정의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완전한 템플릿의 예는 AWS::Greengrass::Group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JSON
"TestLoggerDefinition": {
"Type":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
"Properties": {
"Name": "DemoTestLoggerDefinition",
"InitialVersion": {
"Loggers": [
{
"Id": "TestLogger1",
"Type": "FileSystem",
"Component": "GreengrassSystem",
"Level": "INFO",
"Space": "128"
}
]
}
}
}

YAML
TestLoggerDefinition:
Type: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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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Name: DemoTestLoggerDefinition
InitialVersion:
Loggers:
- Id: TestLogger1
Type: FileSystem
Component: GreengrassSystem
Level: INFO
Space: '128'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CreateLoggerDefinit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 Logger
로거는 AWS IoT Greengrass 그룹에 대한 로깅 설정을 나타내며 코어 장치의 로컬 파일 시스템 및
CloudWatch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로그 항목에는 타임스탬프, 로그 수준 및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포
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AWS IoT Greengrass 로그를 이
용한 모니터링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LoggerDefinitionVersion 속성 유형의 Loggers 속성에는 Logger
속성 유형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ponent" : String,
"Id" : String,
"Level" : String,
"Space" : Integer,
"Type" : String

YAML
Component: String
Id: String
Level: String
Space: Integer
Type: String

Properties
Component
로그 이벤트의 원본입니다. 유효한 값은 GreengrassSystem 또는 Lambda입니다.
GreengrassSystem이 사용되면 Greengrass 시스템 구성 요소의 이벤트가 로깅됩니다. Lambda가 사
용되면 사용자 정의 Lambda 함수의 이벤트가 로깅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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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Id
로거에 대해 설명하거나 임의로 지정되는 ID입니다. 이 값은 로거 정의 버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최
대 길이는 [a-zA-Z0-9:_-]+ 패턴 포함 128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evel
로그 수준 임계값입니다. 이 임계값보다 낮은 로그 이벤트는 필터링되어 저장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값
은 DEBUG, INFO(권장), WARN, ERROR 또는 FATAL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pace
로컬 파일 시스템에 로그를 쓸 때 사용할 파일 공간의 용량(KB)입니다. 이 속성은 CloudWatch Logs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
로그 이벤트의 스토리지 메커니즘입니다. 유효한 값은 FileSystem 또는 AWSCloudWatch입니다.
AWSCloudWatch이(가) 사용되면 로그 이벤트는 CloudWatch Logs(으)로 전송됩니다. FileSystem이
사용되면 로그 이벤트는 로컬 파일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Logger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 LoggerDefinitionVersion
로거 정의 버전에는 로거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Note
배포하려는 로거를 포함하는 로거 정의 버전을 생성한 후 그룹 버전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WS::Greengrass::Group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LoggerDefinitionVersion는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 리소스의 InitialVersion 속성에 대한 속성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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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oggers" : [ Logger (p. 4018), ... ]

YAML
Loggers:
- Logger (p. 4018)

Properties
Loggers
이 버전의 로거입니다.
Required: 예
Type: Logger (p. 4018)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LoggerDefinitionVers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Version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Version 리소스는 AWS IoT Greengrass에 대한 로거 정의 버
전을 나타냅니다. 로거 정의 버전에는 로거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Note
로거 정의 버전을 생성하려면 이 버전과 연결하려는 로거 정의의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로거 정의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배포하려는 로거를 포함하는 로거 정의 버전을 생성한 후 그룹 버전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WS::Greengrass::Group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Version",
"Properties" : {
"LoggerDefinitionId" : String,
"Loggers" : [ Logger (p. 40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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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Version
Properties:
LoggerDefinitionId: String
Loggers:
- Logger (p. 4022)

Properties
LoggerDefinitionId
이 버전과 연결된 로거 정의의 ID입니다. 이 값은 GU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ggers
이 버전의 로거입니다.
Required: 예
Type: Logger (p. 4022)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로거 정의 버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
greengrass/definition/logger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versions/9876ac30-4bdb-4f9d-95af-b5fdb66be1a2).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로거 정의 버전 코드 조각
다음 코드 조각은 로거 정의 리소스와 로거 정의 버전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로거 정의 버전은 로거 정의를
참조하고 로거를 포함합니다.
완전한 템플릿의 예는 AWS::Greengrass::Group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JSON
"TestLoggerDefinition": {
"Type":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
"Properties": {
"Name": "DemoTestLoggerDefinition"
}
},
"TestLoggerDefinitionVersion": {
"Type":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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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LoggerDefinitionId": {
"Ref": "TestLoggerDefinition"
},
"Loggers": [
{
"Id": "TestLogger1",
"Type": "FileSystem",
"Component": "GreengrassSystem",
"Level": "INFO",
"Space": "128"
}
]
}

YAML
TestLoggerDefinition:
Type: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
Properties:
Name: DemoTestLoggerDefinition
TestLoggerDefinitionVersion:
Type: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Version'
Properties:
LoggerDefinitionId: !Ref TestLoggerDefinition
Loggers:
- Id: TestLogger1
Type: FileSystem
Component: GreengrassSystem
Level: INFO
Space: '128'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CreateLoggerDefinitionVers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Version Logger
로거는 AWS IoT Greengrass 그룹에 대한 로깅 설정을 나타내며 코어 장치의 로컬 파일 시스템 및
CloudWatch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로그 항목에는 타임스탬프, 로그 수준 및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포
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AWS IoT Greengrass 로그를 이
용한 모니터링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Version 리소스의
Loggers 속성에는 Logger 속성 유형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omponent" : String,
"Id" : String,
"Level" : String,
"Space" : Integer,
"Typ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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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Component: String
Id: String
Level: String
Space: Integer
Type: String

Properties
Component
로그 이벤트의 원본입니다. 유효한 값은 GreengrassSystem 또는 Lambda입니다.
GreengrassSystem이 사용되면 Greengrass 시스템 구성 요소의 이벤트가 로깅됩니다. Lambda가 사
용되면 사용자 정의 Lambda 함수의 이벤트가 로깅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d
로거에 대해 설명하거나 임의로 지정되는 ID입니다. 이 값은 로거 정의 버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최
대 길이는 [a-zA-Z0-9:_-]+ 패턴 포함 128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evel
로그 수준 임계값입니다. 이 임계값보다 낮은 로그 이벤트는 필터링되어 저장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값
은 DEBUG, INFO(권장), WARN, ERROR 또는 FATAL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pace
로컬 파일 시스템에 로그를 쓸 때 사용할 파일 공간의 용량(KB)입니다. 이 속성은 CloudWatch Logs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
로그 이벤트의 스토리지 메커니즘입니다. 유효한 값은 FileSystem 또는 AWSCloudWatch입니다.
AWSCloudWatch이(가) 사용되면 로그 이벤트는 CloudWatch Logs(으)로 전송됩니다. FileSystem이
사용되면 로그 이벤트는 로컬 파일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Required: 예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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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Logger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리소스는 AWS IoT Greengrass에 대한 리소스 정의를 나타
냅니다. 리소스 정의는 리소스 정의 버전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리소스 정의는 다중 리소스 정의 버전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리소스 정의 버전은 리소스 정의와 연결되
어야 합니다. 각 리소스 정의 버전에는 하나 이상의 리소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에
서 리소스는 리소스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Note
리소스 정의를 생성하면 경우에 따라 초기 리소스 정의 버전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리소
스 정의 버전을 연결하려면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리소스를 생
성하고 이 리소스 정의의 ID를 지정합니다.
배포하려는 리소스를 포함하는 리소스 정의 버전을 생성한 후 그룹 버전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Greengrass::Group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Properties" : {
"InitialVersion" : ResourceDefinitionVersion (p. 4033),
"Name" : String,
"Tags" : Json
}

YAML
Type: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Properties:
InitialVersion:
ResourceDefinitionVersion (p. 4033)
Name: String
Tags: Json

Properties
InitialVersion
리소스 정의 생성 시 포함시킬 리소스 정의 버전입니다. 리소스 정의 버전에는 resource instance
속성 유형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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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리소스 정의가 생성된 후 리소스 정의 버전을 연결하려면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리소스를 생성하고 이 리소스 정의의
ID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DefinitionVersion (p. 403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리소스 정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리소스 정의에 연결할 애플리케이션 특정 메타데이터입니다. IAM 정책의 태그를 사용하여 AWS IoT
Greengras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범주화할 수도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AWS IoT Greengrass 리소스
에 태그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이 Json 속성 유형은 키-값 페어의 맵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에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대
부분의 Tags 구현과 다른 다음 형식이 사용됩니다.
"Tags": {
"KeyName0": "value",
"KeyName1": "value",
"KeyName2": "value"
}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정의의 ID(예:
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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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ResourceDefinition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greengrass/definition/
resource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Id
ResourceDefinition의 ID(예: 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입니다.
LatestVersionArn
ResourceDefinition에 추가된 최신 ResourceDefinitionVersion의 ARN입
니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greengrass/
definition/resource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versions/9876ac30-4bdb-4f9d-95af-b5fdb66be1a2).
Name
ResourceDefinition의 이름(예: MyResourceDefinition)입니다.

예제
리소스 정의 코드 조각
다음 코드 조각은 각 유형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초기 버전으로 리소스 정의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완전한 템플릿의 예는 AWS::Greengrass::Group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JSON
"TestResourceDefinition": {
"Type":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Properties": {
"Name": "DemoTestResourceDefinition",
"InitialVersion": {
"Resources": [
{
"Id": "ResourceId1",
"Name": "LocalDeviceResource",
"ResourceDataContainer": {
"LocalDeviceResourceData": {
"SourcePath": "/dev/TestSourcePath1",
"GroupOwnerSetting": {
"AutoAddGroupOwner": "false",
"GroupOwner": "TestOwner"
}
}
}
},
{
"Id": "ResourceId2",
"Name": "LocalVolumeResourceData",
"ResourceDataContainer": {
"LocalVolumeResourceData": {
"SourcePath": "/dev/TestSourcePath2",
"DestinationPath": "/volumes/TestDestinationPath2",
"GroupOwnerSet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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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AutoAddGroupOwner": "false",
"GroupOwner": "TestOwner"

"Id": "ResourceId3",
"Name":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ResourceDataContainer": {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
"SageMakerJobArn": {
"Fn::Join": [
":",
[
"arn:aws:sagemaker",
{
"Ref": "AWS::Region"
},
{
"Ref": "AWS::AccountId"
},
"training-job/testJob"
]
]
},
"DestinationPath": "/sagemakermodels/TestDestinationPath3"
}
}
"Id": "ResourceId4",
"Name":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ResourceDataContainer": {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
"S3Uri": "http://testBucket.s3.amazonaws.com/testUri.zip",
"DestinationPath": "/mlModels/TestDestinationPath4"
}
}
"Id": "ResourceId5",
"Name":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ResourceDataContainer": {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
"ARN": {
"Fn::Join": [
":",
[
"arn:aws:secretsmanager",
{
"Ref": "AWS::Region"
},
{
"Ref": "AWS::AccountId"
},
"secret:testARN"
]
]
},
"AdditionalStagingLabelsToDownload": [
"label1",
"label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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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YAML
TestResourceDefinition:
Type: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Properties:
Name: DemoTestResourceDefinition
TestResourceDefinitionVersion:
Type: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Properties:
ResourceDefinitionId: !Ref TestResourceDefinition
Resources:
- Id: ResourceId1
Name: LocalDeviceResource
ResourceDataContainer:
LocalDeviceResourceData:
SourcePath: /dev/TestSourcePath1
GroupOwnerSetting:
AutoAddGroupOwner: 'false'
GroupOwner: TestOwner
- Id: ResourceId2
Name: LocalVolumeResourceData
ResourceDataContainer:
LocalVolumeResourceData:
SourcePath: /dev/TestSourcePath2
DestinationPath: /volumes/TestDestinationPath2
GroupOwnerSetting:
AutoAddGroupOwner: 'false'
GroupOwner: TestOwner
- Id: ResourceId3
Name: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ResourceDataContainer: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SageMakerJobArn: !Join
- ':'
- - 'arn:aws:sagemaker'
- !Ref 'AWS::Region'
- !Ref 'AWS::AccountId'
- training-job/testJob
DestinationPath: /sagemakermodels/TestDestinationPath3
- Id: ResourceId4
Name: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ResourceDataContainer: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S3Uri: 'http://testBucket.s3.amazonaws.com/testUri.zip'
DestinationPath: /mlModels/TestDestinationPath4
- Id: ResourceId5
Name: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ResourceDataContainer: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ARN: !Join
- ':'
- - 'arn:aws:secretsmanager'
- !Ref 'AWS::Region'
- !Ref 'AWS::AccountId'
- 'secret:testARN'
AdditionalStagingLabelsToDownload:
- label1
- labe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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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CreateResourceDefinit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GroupOwnerSetting
Lambda 함수 프로세스에 부여할 추가 Linux OS 그룹 권한을 정의하는 설정입니다. 리소스를 소유한 Linux
그룹의 권한을 부여하거나 다른 Linux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함수의 RunAs 권한 외에
추가됩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GroupOwnerSetting은 LocalDeviceResourceData 및
LocalVolumeResourceData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oAddGroupOwner" : Boolean,
"GroupOwner" : String

YAML
AutoAddGroupOwner: Boolean
GroupOwner: String

Properties
AutoAddGroupOwner
리소스를 소유한 Linux 그룹의 권한을 Lambda 프로세스에 부여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는 Lambda
프로세스에 Linux 그룹의 파일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roupOwner
권한을 Lambda 프로세스에 추가하려는 Linux 그룹의 이름입니다. AutoAddGroupOwner가 true이면
이 값이 무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GroupOwnerSetting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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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LocalDeviceResourceData
로컬 디바이스 리소스에 대한 설정으로, /dev 아래에 있는 파일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로컬 리소스에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LocalDeviceResourceData는 ResourceDataContainer 속성 유형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roupOwnerSetting" : GroupOwnerSetting (p. 4029),
"SourcePath" : String

YAML
GroupOwnerSetting:
GroupOwnerSetting (p. 4029)
SourcePath: String

Properties
GroupOwnerSetting
Lambda 함수 프로세스에 부여할 추가 Linux OS 그룹 권한을 정의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roupOwnerSetting (p. 402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Path
디바이스 리소스의 로컬 절대 경로입니다. 디바이스 리소스의 소스 경로는 /dev에서 문자 디바이스 또
는 블록 디바이스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LocalDeviceResourceData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LocalVolumeResourceData
루트 파일 시스템의 파일 또는 디렉터리를 나타내는 로컬 볼륨 리소스의 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로컬 리소스에 액세스를 참조하십시
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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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LocalVolumeResourceData는 ResourceDataContainer 속성 유형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Path" : String,
"GroupOwnerSetting" : GroupOwnerSetting (p. 4029),
"SourcePath" : String

YAML
DestinationPath: String
GroupOwnerSetting:
GroupOwnerSetting (p. 4029)
SourcePath: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Path
Lambda 환경 내 리소스의 절대 로컬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roupOwnerSetting
Lambda 함수 프로세스에 부여할 추가 Linux OS 그룹 권한을 정의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roupOwnerSetting (p. 402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Path
호스트의 볼륨 리소스의 로컬 절대 경로입니다. 볼륨 리소스 유형의 소스 경로는 /sys로 시작할 수 없습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LocalVolumeResourceData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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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ResourceDataContainer
리소스 유형을 정의하는 리소스 데이터의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지원되는 다음 리소스 데이
터 유형 중 하나만 사용합니다. LocalDeviceResourceData, LocalVolumeResourceData,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Note
ResourceDataContainer 인스턴스에는 하나의 리소스 유형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ResourceDataContainer는 ResourceInstance 속성 유형의 속성입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LocalDeviceResourceData" : LocalDeviceResourceData (p. 4030),
"LocalVolumeResourceData" : LocalVolumeResourceData (p. 4030),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p. 4036),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p. 4037),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p. 4038)

}

YAML
LocalDeviceResourceData:
LocalDeviceResourceData (p. 4030)
LocalVolumeResourceData:
LocalVolumeResourceData (p. 4030)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p. 4036)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p. 4037)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p. 4038)

Properties
LocalDeviceResourceData
로컬 디바이스 리소스의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calDeviceResourceData (p. 403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calVolumeResourceData
로컬 볼륨 리소스의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calVolumeResourceData (p. 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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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Amazon S3에 저장된 기계 학습 리소스의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p. 403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SageMaker 교육 작업으로 저장된 기계 학습 리소스의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p. 403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암호 리소스의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p. 403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ResourceDataContainer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ResourceDefinitionVersion
리소스 정의 버전에는 리소스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는 리소스 인스턴
스라고 합니다.)

Note
배포하려는 리소스를 포함하는 리소스 정의 버전을 생성한 후 그룹 버전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Greengrass::Group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ResourceDefinitionVersion는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리소스의 InitialVersion 속성에 대한 속성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ources" : [ ResourceInstance (p. 4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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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Resources:
- ResourceInstance (p. 4035)

Properties
Resources
이 버전의 리소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ResourceInstance (p. 4035)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ResourceDefinitionVers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ResourceDownloadOwnerSetting
다운로드한 기계 학습 리소스의 소유자 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Lambda 함수에서 기계 학습 리소스에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ResourceDownloadOwnerSetting은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및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속성 유형에 대한 OwnerSetting 속성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roupOwner" : String,
"GroupPermission" : String

YAML
GroupOwner: String
GroupPermission: String

Properties
GroupOwner
기계 학습 리소스의 그룹 소유자입니다. 시스템에 있는 기존 Linux OS 그룹의 그룹 ID(GID)입니다. 그룹
의 사용 권한이 Lambda 프로세스에 추가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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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GroupPermission
기계 학습 리소스에 대해 그룹 소유자가 갖는 권한입니다. 유효한 값은 rw(읽기-쓰기) 또는 ro(읽기 전
용)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ResourceInstance
로컬 리소스, 기계 학습 리소스 또는 암호 리소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
자 안내서의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로컬 리소스에 액세스, 기계 학습 추론 수행, AWS IoT Greengrass 코
어에 암호 배포를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리소스의 Resources 속
성에는 ResourceInstance 속성 유형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 : String,
"Name" : String,
"ResourceDataContainer" : ResourceDataContainer (p. 4032)

YAML
Id: String
Name: String
ResourceDataContainer:
ResourceDataContainer (p. 4032)

Properties
Id
리소스에 대해 설명하거나 임의로 지정되는 ID입니다. 이 값은 리소스 정의 버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
다. 최대 길이는 [a-zA-Z0-9:_-]+ 패턴 포함 128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AWS IoT Greengrass 콘솔에 표시되는, 설명적인 리소스 이름입니다. 최대 길이는 [a-zA-Z0-9:_-]+ 패턴
포함 128자입니다. Greengrass 그룹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API 버전 2010-05-15
403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Greengrass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DataContainer
리소스 데이터의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지원되는 다음 리소스
데이터 유형 중 하나만 사용합니다. LocalDeviceResourceData,
LocalVolumeResourceData,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Note
ResourceDataContainer 인스턴스에는 하나의 리소스 유형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ResourceDataContainer (p. 403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의 리소스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Amazon S3 기계 학습 리소스의 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
서의 기계 학습 추론 수행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는
ResourceDataContainer 속성 유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Path" : String,
"OwnerSetting" : ResourceDownloadOwnerSetting (p. 4034),
"S3Uri" : String

YAML
DestinationPath: String
OwnerSetting:
ResourceDownloadOwnerSetting (p. 4034)
S3Uri: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Path
Lambda 환경 내 리소스의 절대 로컬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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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wnerSetting
다운로드한 기계 학습 리소스의 소유자 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
발자 안내서의 Lambda 함수에서 기계 학습 리소스에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DownloadOwnerSetting (p. 403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Uri
Amazon S3 버킷에서 소스 모델의 URI입니다. 모델 패키지는 tar.gz 또는 .zip 형식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Secrets Manager 기계 학습 리소스의 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
내서의 기계 학습 추론 수행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는
ResourceDataContainer 속성 유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Path" : String,
"OwnerSetting" : ResourceDownloadOwnerSetting (p. 4034),
"SageMakerJobArn" : String

YAML
DestinationPath: String
OwnerSetting:
ResourceDownloadOwnerSetting (p. 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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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eMakerJobArn: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Path
Lambda 환경 내 리소스의 절대 로컬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wnerSetting
다운로드한 기계 학습 리소스의 소유자 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
발자 안내서의 Lambda 함수에서 기계 학습 리소스에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DownloadOwnerSetting (p. 403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ageMakerJobArn
소스 모델을 나타내는 Amazon SageMaker 교육 작업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암호 리소스에 대한 설정으로, AWS Secrets Manager의 암호를 참조합니다. AWS IoT Greengrass는 커넥
터와 Lambda 함수가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Greengrass 코어에 암호화된 로컬 암호 사본을 저장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AWS IoT Greengrass 코어에 암호 배
포를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는
ResourceDataContainer 속성 유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dditionalStagingLabelsToDownload" : [ String, ... ],
"AR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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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AdditionalStagingLabelsToDownload:
- String
ARN: String

Properties
AdditionalStagingLabelsToDownload
AWSCURRENT 외에도 코어에서 값을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징 레이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RN
코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Secrets Manager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암호의 최신 버
전(AWSCURRENT 스테이징 레이블로 표시)의 값이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리소스는 AWS IoT Greengrass에 대한 리소스 정
의 버전을 나타냅니다. 리소스 정의 버전에는 리소스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리소
스는 리소스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Note
리소스 정의 버전을 생성하려면 이 버전과 연결하려는 리소스 정의의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리소스
정의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
배포하려는 리소스를 포함하는 리소스 정의 버전을 생성한 후 그룹 버전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Greengrass::Group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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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
"ResourceDefinitionId" : String,
"Resources" : [ ResourceInstance (p. 4048), ... ]
}

YAML
Type: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Properties:
ResourceDefinitionId: String
Resources:
- ResourceInstance (p. 4048)

Properties
ResourceDefinitionId
이 버전과 연결된 리소스 정의의 ID입니다. 이 값은 GU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s
이 버전의 리소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ResourceInstance (p. 4048)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정의 버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
greengrass/definition/resource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versions/9876ac30-4bdb-4f9d-95af-b5fdb66be1a2).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리소스 정의 버전 코드 조각
다음 코드 조각은 리소스 정의 리소스와 리소스 정의 버전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리소스 정의 버전은 리소스
정의를 참조하고 각 유형의 리소스를 포함합니다.
완전한 템플릿의 예는 AWS::Greengrass::Group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JSON
"TestResourceDefin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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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Properties": {
"Name": "DemoTestResourceDefinition"
}

},
"TestResourceDefinitionVersion": {
"Type":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Properties": {
"ResourceDefinitionId": {
"Ref": "TestResourceDefinition"
},
"Resources": [
{
"Id": "ResourceId1",
"Name": "LocalDeviceResource",
"ResourceDataContainer": {
"LocalDeviceResourceData": {
"SourcePath": "/dev/TestSourcePath1",
"GroupOwnerSetting": {
"AutoAddGroupOwner": "false",
"GroupOwner": "TestOwner"
}
}
}
},
{
"Id": "ResourceId2",
"Name": "LocalVolumeResourceData",
"ResourceDataContainer": {
"LocalVolumeResourceData": {
"SourcePath": "/dev/TestSourcePath2",
"DestinationPath": "/volumes/TestDestinationPath2",
"GroupOwnerSetting": {
"AutoAddGroupOwner": "false",
"GroupOwner": "TestOwner"
}
}
}
},
{
"Id": "ResourceId3",
"Name":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ResourceDataContainer": {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
"SageMakerJobArn": {
"Fn::Join": [
":",
[
"arn:aws:sagemaker",
{
"Ref": "AWS::Region"
},
{
"Ref": "AWS::AccountId"
},
"training-job/testJob"
]
]
},
"DestinationPath": "/sagemakermodels/TestDestinationPath3"
}
}
},
{
"Id": "ResourceId4",
"Name":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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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ResourceDataContainer": {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
"S3Uri": "http://testBucket.s3.amazonaws.com/testUri.zip",
"DestinationPath": "/mlModels/TestDestinationPath4"
}
}
"Id": "ResourceId5",
"Name":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ResourceDataContainer": {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
"ARN": {
"Fn::Join": [
":",
[
"arn:aws:secretsmanager",
{
"Ref": "AWS::Region"
},
{
"Ref": "AWS::AccountId"
},
"secret:testARN"
]
]
},
"AdditionalStagingLabelsToDownload": [
"label1",
"label2"
]
}
}

YAML
TestResourceDefinition:
Type: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Properties:
Name: DemoTestResourceDefinition
InitialVersion:
Resources:
- Id: ResourceId1
Name: LocalDeviceResource
ResourceDataContainer:
LocalDeviceResourceData:
SourcePath: /dev/TestSourcePath1
GroupOwnerSetting:
AutoAddGroupOwner: 'false'
GroupOwner: TestOwner
- Id: ResourceId2
Name: LocalVolumeResourceData
ResourceDataContainer:
LocalVolumeResourceData:
SourcePath: /dev/TestSourcePath2
DestinationPath: /volumes/TestDestinationPath2
GroupOwnerSetting:
AutoAddGroupOwner: 'false'
GroupOwner: TestOwner
- Id: ResourceI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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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ResourceDataContainer: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SageMakerJobArn: !Join
- ':'
- - 'arn:aws:sagemaker'
- !Ref 'AWS::Region'
- !Ref 'AWS::AccountId'
- training-job/testJob
DestinationPath: /sagemakermodels/TestDestinationPath3
- Id: ResourceId4
Name: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ResourceDataContainer: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S3Uri: 'http://testBucket.s3.amazonaws.com/testUri.zip'
DestinationPath: /mlModels/TestDestinationPath4
- Id: ResourceId5
Name: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ResourceDataContainer: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ARN: !Join
- ':'
- - 'arn:aws:secretsmanager'
- !Ref 'AWS::Region'
- !Ref 'AWS::AccountId'
- 'secret:testARN'
AdditionalStagingLabelsToDownload:
- label1
- label2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CreateResourceDefinitionVers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GroupOwnerSetting
Lambda 함수 프로세스에 부여할 추가 Linux OS 그룹 권한을 정의하는 설정입니다. 리소스를 소유한 Linux
그룹의 권한을 부여하거나 다른 Linux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함수의 RunAs 권한 외에
추가됩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GroupOwnerSetting은 LocalDeviceResourceData 및
LocalVolumeResourceData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oAddGroupOwner" : Boolean,
"GroupOwner" : String

YAML
AutoAddGroupOwner: Boolean
GroupOwner: String

API 버전 2010-05-15
404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Greengrass

Properties
AutoAddGroupOwner
리소스를 소유한 Linux 그룹의 권한을 Lambda 프로세스에 부여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는 Lambda
프로세스에 Linux 그룹의 파일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roupOwner
권한을 Lambda 프로세스에 추가하려는 Linux 그룹의 이름입니다. AutoAddGroupOwner가 true이면
이 값이 무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GroupOwnerSetting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LocalDeviceResourceData
로컬 디바이스 리소스에 대한 설정으로, /dev 아래에 있는 파일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로컬 리소스에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LocalDeviceResourceData는 ResourceDataContainer 속성 유형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roupOwnerSetting" : GroupOwnerSetting (p. 4043),
"SourcePath" : String

YAML
GroupOwnerSetting:
GroupOwnerSetting (p. 4043)
SourcePath: String

Properties
GroupOwnerSetting
Lambda 함수 프로세스에 부여할 추가 Linux OS 그룹 권한을 정의하는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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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GroupOwnerSetting (p. 404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Path
디바이스 리소스의 로컬 절대 경로입니다. 디바이스 리소스의 소스 경로는 /dev에서 문자 디바이스 또
는 블록 디바이스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LocalDeviceResourceData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LocalVolumeResourceData
루트 파일 시스템의 파일 또는 디렉터리를 나타내는 로컬 볼륨 리소스의 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로컬 리소스에 액세스를 참조하십시
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LocalVolumeResourceData는 ResourceDataContainer 속성 유형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Path" : String,
"GroupOwnerSetting" : GroupOwnerSetting (p. 4043),
"SourcePath" : String

YAML
DestinationPath: String
GroupOwnerSetting:
GroupOwnerSetting (p. 4043)
SourcePath: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Path
Lambda 환경 내 리소스의 절대 로컬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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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GroupOwnerSetting
Lambda 함수 프로세스에 부여할 추가 Linux OS 그룹 권한을 정의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roupOwnerSetting (p. 404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Path
호스트의 볼륨 리소스의 로컬 절대 경로입니다. 볼륨 리소스 유형의 소스 경로는 /sys로 시작할 수 없습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LocalVolumeResourceData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ResourceDataContainer
리소스 유형을 정의하는 리소스 데이터의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지원되는 다음 리소스 데이
터 유형 중 하나만 사용합니다. LocalDeviceResourceData, LocalVolumeResourceData,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Note
ResourceDataContainer 인스턴스에는 하나의 리소스 유형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ResourceDataContainer는 ResourceInstance 속성 유형의 속성입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LocalDeviceResourceData" : LocalDeviceResourceData (p. 4044),
"LocalVolumeResourceData" : LocalVolumeResourceData (p. 4045),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p. 4050),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p. 4051),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p. 4052)

}

YAML
LocalDeviceResourc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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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DeviceResourceData (p. 4044)
LocalVolumeResourceData:
LocalVolumeResourceData (p. 4045)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p. 4050)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p. 4051)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p. 4052)

Properties
LocalDeviceResourceData
로컬 디바이스 리소스의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calDeviceResourceData (p. 404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calVolumeResourceData
로컬 볼륨 리소스의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calVolumeResourceData (p. 404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Amazon S3에 저장된 기계 학습 리소스의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p. 405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SageMaker 교육 작업으로 저장된 기계 학습 리소스의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p. 405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암호 리소스의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p. 405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ResourceData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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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ResourceDownloadOwnerSetting
다운로드한 기계 학습 리소스의 소유자 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Lambda 함수에서 기계 학습 리소스에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ResourceDownloadOwnerSetting은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및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속성 유형에 대한 OwnerSetting 속성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roupOwner" : String,
"GroupPermission" : String

YAML
GroupOwner: String
GroupPermission: String

Properties
GroupOwner
기계 학습 리소스의 그룹 소유자입니다. 시스템에 있는 기존 Linux OS 그룹의 그룹 ID(GID)입니다. 그룹
의 사용 권한이 Lambda 프로세스에 추가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roupPermission
기계 학습 리소스에 대해 그룹 소유자가 갖는 권한입니다. 유효한 값은 rw(읽기-쓰기) 또는 ro(읽기 전
용)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ResourceInstance
로컬 리소스, 기계 학습 리소스 또는 암호 리소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
자 안내서의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로컬 리소스에 액세스, 기계 학습 추론 수행, AWS IoT Greengrass 코
어에 암호 배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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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리소스의
Resources 속성에는 ResourceInstance 속성 유형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 : String,
"Name" : String,
"ResourceDataContainer" : ResourceDataContainer (p. 4046)

YAML
Id: String
Name: String
ResourceDataContainer:
ResourceDataContainer (p. 4046)

Properties
Id
리소스에 대해 설명하거나 임의로 지정되는 ID입니다. 이 값은 리소스 정의 버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
다. 최대 길이는 [a-zA-Z0-9:_-]+ 패턴 포함 128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AWS IoT Greengrass 콘솔에 표시되는, 설명적인 리소스 이름입니다. 최대 길이는 [a-zA-Z0-9:_-]+ 패턴
포함 128자입니다. Greengrass 그룹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DataContainer
리소스 데이터의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지원되는 다음 리소스
데이터 유형 중 하나만 사용합니다. LocalDeviceResourceData,
LocalVolumeResourceData,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Note
ResourceDataContainer 인스턴스에는 하나의 리소스 유형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ResourceDataContainer (p. 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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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의 리소스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Amazon S3 기계 학습 리소스의 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
서의 기계 학습 추론 수행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는
ResourceDataContainer 속성 유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Path" : String,
"OwnerSetting" : ResourceDownloadOwnerSetting (p. 4048),
"S3Uri" : String

YAML
DestinationPath: String
OwnerSetting:
ResourceDownloadOwnerSetting (p. 4048)
S3Uri: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Path
Lambda 환경 내 리소스의 절대 로컬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wnerSetting
다운로드한 기계 학습 리소스의 소유자 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
발자 안내서의 Lambda 함수에서 기계 학습 리소스에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DownloadOwnerSetting (p. 404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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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Uri
Amazon S3 버킷에서 소스 모델의 URI입니다. 모델 패키지는 tar.gz 또는 .zip 형식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Secrets Manager 기계 학습 리소스의 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
내서의 기계 학습 추론 수행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는
ResourceDataContainer 속성 유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Path" : String,
"OwnerSetting" : ResourceDownloadOwnerSetting (p. 4048),
"SageMakerJobArn" : String

YAML
DestinationPath: String
OwnerSetting:
ResourceDownloadOwnerSetting (p. 4048)
SageMakerJobArn: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Path
Lambda 환경 내 리소스의 절대 로컬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wnerSetting
다운로드한 기계 학습 리소스의 소유자 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
발자 안내서의 Lambda 함수에서 기계 학습 리소스에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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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DownloadOwnerSetting (p. 404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ageMakerJobArn
소스 모델을 나타내는 Amazon SageMaker 교육 작업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암호 리소스에 대한 설정으로, AWS Secrets Manager의 암호를 참조합니다. AWS IoT Greengrass는 커넥
터와 Lambda 함수가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Greengrass 코어에 암호화된 로컬 암호 사본을 저장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AWS IoT Greengrass 코어에 암호 배
포를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는
ResourceDataContainer 속성 유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ditionalStagingLabelsToDownload" : [ String, ... ],
"ARN" : String

YAML
AdditionalStagingLabelsToDownload:
- String
ARN: String

Properties
AdditionalStagingLabelsToDownload
AWSCURRENT 외에도 코어에서 값을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징 레이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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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RN
코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Secrets Manager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암호의 최신 버
전(AWSCURRENT 스테이징 레이블로 표시)의 값이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SecretsManagerSecretResourceData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 리소스는 AWS IoT Greengrass에 대한 구독 정의를 나
타냅니다. 구독 정의는 구독 정의 버전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독 정의는 다중 구독 정의 버전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독 정의 버전은 구독 정의와 연결되어야 합
니다. 각 구독 정의 버전에는 하나 이상의 구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Note
구독 정의를 생성하면 경우에 따라 초기 구독 정의 버전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구독 정의
버전을 연결하려면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리소스를 생성
하고 이 구독 정의의 ID를 지정합니다.
배포하려는 구독을 포함하는 구독 정의 버전을 생성한 후 그룹 버전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WS::Greengrass::Group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
"Properties" : {
"InitialVersion" : 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p. 4057),
"Name" : String,
"Tags" : Json
}

YAML
Type: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
Properties:
InitialVersion:
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p. 4057)
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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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Json

Properties
InitialVersion
구독 정의 생성 시 포함시킬 구독 정의 버전입니다. 구독 정의 버전에는 subscription 속성 유형의 목
록이 포함됩니다.

Note
구독 정의가 생성된 후 구독 정의 버전을 연결하려면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리소스를 생성하고 이 구독 정
의의 ID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p. 405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구독 정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구독 정의에 연결할 애플리케이션 특정 메타데이터입니다. IAM 정책의 태그를 사용하여 AWS IoT
Greengras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범주화할 수도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의 AWS IoT Greengrass 리소스
에 태그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이 Json 속성 유형은 키-값 페어의 맵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에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대
부분의 Tags 구현과 다른 다음 형식이 사용됩니다.
"Tags": {
"KeyName0": "value",
"KeyName1": "value",
"KeyName2": "value"
}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구독 정의 버전의 ID(예:
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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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SubscriptionDefinition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greengrass/definition/
subscription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Id
SubscriptionDefinition의 ID(예: 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입니다.
LatestVersionArn
SubscriptionDefinition에 추가된 최신 SubscriptionDefinitionVersion의
ARN입니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greengrass/
definition/subscription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versions/9876ac30-4bdb-4f9d-95af-b5fdb66be1a2).
Name
SubscriptionDefinition의 이름(예: MySubscriptionDefinition)입니다.

예제
구독 정의 코드 조각
다음 코드 조각은 구독을 포함하는 초기 버전으로 구독 정의 구독을 정의합니다. 이 예에서 구독 소스는 그룹
의 기존 디바이스입니다. 대상은 다른 스택에서 생성된 그룹의 함수이고 ImportValue 함수를 사용하여 참
조됩니다.
완전한 템플릿의 예는 AWS::Greengrass::Group 구독을 참조하십시오.

JSON
"TestSubscriptionDefinition": {
"Type":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
"Properties": {
"Name": "DemoTestSubscriptionDefinition",
"InitialVersion": {
"Subscriptions": [
{
"Id": "TestSubscription1",
"Source": {
"Fn::Join": [
":",
[
"arn:aws:iot",
{
"Ref": "AWS::Region"
},
{
"Ref": "AWS::Account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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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thing/TestDevice1"

]
},
"Subject": "some/topic",
"Target": {
"Fn::ImportValue": "TestCanaryLambdaVersionArn"
}

YAML
TestSubscriptionDefinition:
Type: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
Properties:
Name: DemoTestSubscriptionDefinition
InitialVersion:
Subscriptions:
- Id: TestSubscription1
Source: !Join
- ':'
- - 'arn:aws:iot'
- !Ref 'AWS::Region'
- !Ref 'AWS::AccountId'
- thing/TestDevice1
Subject: some/topic
Target: !ImportValue TestCanaryLambdaVersionArn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CreateSubscriptionDefinit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 Subscription
구독은 그룹 내의 디바이스, 함수 및 커넥터와 AWS IoT 또는 로컬 섀도우 서비스 간의 MQTT 메시지 교환 방
법을 정의합니다. 구독은 메시지 소스와 메시지 대상, 소스에서 대상까지의 메시지 라우팅에 사용된 주제(제
목)를 정의합니다. 구독은 소스에서 대상으로의 한 방향으로 메시지 흐름을 정의합니다. 양방향 통신이 가능
하려면 한 방향에 하나씩 2개의 구독을 설정해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속성 유형의 Subscriptions 속
성에는 Subscription 속성 유형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 : String,
"Source" : String,
"Subject" : String,
"Target"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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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Id: String
Source: String
Subject: String
Target: String

Properties
Id
구독에 대해 설명하거나 임의로 지정되는 ID입니다. 이 값은 구독 정의 버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최
대 길이는 [a-zA-Z0-9:_-]+ 패턴 포함 128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
메시지의 전송 위치입니다. 값은 사물 ARN, Lambda 함수 별칭 또는 버전의 ARN(권장), 커넥터 ARN,
cloud(AWS IoT 클라우드를 나타냄) 또는 GGShadowService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ject
메시지를 라우팅하는 데 사용된 MQTT 주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rget
메시지의 대상입니다. 값은 사물 ARN, Lambda 함수 별칭 또는 버전의 ARN(권장), 커넥터 ARN,
cloud(AWS IoT 클라우드를 나타냄) 또는 GGShadowService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Subscript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 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구독 정의 버전에는 구독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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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배포하려는 구독을 포함하는 구독 정의 버전을 생성한 후 그룹 버전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WS::Greengrass::Group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SubscriptionDefinitionVersion는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 리소스의 InitialVersion 속성에 대한 속성 유형입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ubscriptions" : [ Subscription (p. 4056), ... ]

YAML
Subscriptions:
- Subscription (p. 4056)

Properties
Subscriptions
이 버전의 구독입니다.
Required: 예
Type: Subscription (p. 4056)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리소스는 AWS IoT Greengrass에 대한 구독
정의 버전을 나타냅니다. 구독 정의 버전에는 구독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Note
구독 정의 버전을 생성하려면 이 버전과 연결하려는 구독 정의의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구독 정의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을 참조하십시오.
배포하려는 구독을 포함하는 구독 정의 버전을 생성한 후 그룹 버전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WS::Greengrass::Group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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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Properties" : {
"SubscriptionDefinitionId" : String,
"Subscriptions" : [ Subscription (p. 4061), ... ]
}

YAML
Type: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Properties:
SubscriptionDefinitionId: String
Subscriptions:
- Subscription (p. 4061)

Properties
SubscriptionDefinitionId
이 버전과 연결된 구독 정의의 ID입니다. 이 값은 GU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scriptions
이 버전의 구독입니다.
Required: 예
Type: Subscription (p. 4061)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구독 정의 버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greengrass:us-east-1:123456789012:/
greengrass/definition/subscriptions/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versions/9876ac30-4bdb-4f9d-95af-b5fdb66be1a2).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구독 정의 버전 코드 조각
다음 코드 조각은 구독 정의 및 구독 정의 버전 구독을 정의합니다. 구독 정의 버전은 구독 정의를 참조하고
구독을 포함합니다. 이 예에서 구독 소스는 그룹의 기존 디바이스입니다. 대상은 다른 스택에서 생성된 그룹
의 함수이고 ImportValue 함수를 사용하여 참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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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템플릿의 예는 AWS::Greengrass::Group 구독을 참조하십시오.

JSON
"TestSubscriptionDefinition": {
"Type":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
"Properties": {
"Name": "DemoTestSubscriptionDefinition"
}
},
"Test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
"Type":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Properties": {
"SubscriptionDefinitionId": {
"Ref": "TestSubscriptionDefinition"
},
"Subscriptions": [
{
"Id": "TestSubscription1",
"Source": {
"Fn::Join": [
":",
[
"arn:aws:iot",
{
"Ref": "AWS::Region"
},
{
"Ref": "AWS::AccountId"
},
"thing/TestDevice1"
]
]
},
"Subject": "some/topic",
"Target": {
"Fn::ImportValue": "TestCanaryLambdaVersionArn"
}
}
]
}
}

YAML
TestSubscriptionDefinition:
Type: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
Properties:
Name: DemoTestSubscriptionDefinition
Test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Type: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Properties:
SubscriptionDefinitionId: !Ref TestSubscriptionDefinition
Subscriptions:
- Id: TestSubscription1
Source: !Join
- ':'
- - 'arn:aws:iot'
- !Ref 'AWS::Region'
- !Ref 'AWS::AccountId'
- thing/TestDevice1
Subject: some/topic
Target: !ImportValue TestCanaryLambdaVersion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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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Create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Subscription
구독은 그룹 내의 디바이스, 함수 및 커넥터와 AWS IoT 또는 로컬 섀도우 서비스 간의 MQTT 메시지 교환 방
법을 정의합니다. 구독은 메시지 소스와 메시지 대상, 소스에서 대상까지의 메시지 라우팅에 사용된 주제(제
목)를 정의합니다. 구독은 소스에서 대상으로의 한 방향으로 메시지 흐름을 정의합니다. 양방향 통신이 가능
하려면 한 방향에 하나씩 2개의 구독을 설정해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리소스의
Subscriptions 속성에는 Subscription 속성 유형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 : String,
"Source" : String,
"Subject" : String,
"Target" : String

YAML
Id: String
Source: String
Subject: String
Target: String

Properties
Id
구독에 대해 설명하거나 임의로 지정되는 ID입니다. 이 값은 구독 정의 버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최
대 길이는 [a-zA-Z0-9:_-]+ 패턴 포함 128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
메시지의 전송 위치입니다. 값은 사물 ARN, Lambda 함수 별칭 또는 버전의 ARN(권장), 커넥터 ARN,
cloud(AWS IoT 클라우드를 나타냄) 또는 GGShadowService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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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메시지를 라우팅하는 데 사용된 MQTT 주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rget
메시지의 대상입니다. 값은 사물 ARN, Lambda 함수 별칭 또는 버전의 ARN(권장), 커넥터 ARN,
cloud(AWS IoT 클라우드를 나타냄) 또는 GGShadowService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API 참조 의 Subscription
• AWS IoT Greengrass Version 1 개발자 안내서

AWS IoT Greengrass Version 2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GreengrassV2::ComponentVersion (p. 4062)

AWS::GreengrassV2::ComponentVersion
구성 요소를 생성합니다. 구성 요소는 Greengrass 코어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코어 디
바이스에서 구성 요소를 개발하고 테스트한 후 이 작업을 사용하여 구성 요소를 AWS IoT Greengrass에 업
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구성 요소를 다른 코어 디바이스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레시피에서 구성 요소 생성
구성 요소의 메타데이터, 파라미터, 종속성, 수명 주기, 아티팩트 및 플랫폼 기능을 정의하는 파일인 레시
피에서 구성 요소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2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IoT
Greengrass 구성 요소 레시피 참조를 참조하세요.
레시피에서 구성 요소를 생성하려면 이 작업을 호출할 때 inlineRecipe를 지정합니다.
• Lambda 함수에서 구성 요소 생성
AWS IoT Greengrass에서 실행되는 AWS Lambda 함수에서 구성 요소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Lambda 함수의 배포 패키지에서 레시피 및 아티팩트가 생성됩니다. 이 작업을 사용하여 Lambda 함수를
AWS IoT Greengrass V1에서 AWS IoT Greengrass V2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다음 런타임을 사용하는 Lambda 함수만 허용합니다.
• Python 2.7 – python2.7
• Python 3.7 – python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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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thon 3.8 – python3.8
• Java 8 – java8
• Node.js 10 – nodejs10.x
• Node.js 12 – nodejs12.x
Lambda 함수에서 구성 요소를 생성하려면 이 작업을 호출할 때 lambdaFunction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GreengrassV2::ComponentVersion",
"Properties" : {
"InlineRecipe" : String,
"LambdaFunction" : LambdaFunctionRecipeSource (p. 4071),
"Tags" : {Key : Value, ...}
}

YAML
Type: AWS::GreengrassV2::ComponentVersion
Properties:
InlineRecipe: String
LambdaFunction:
LambdaFunctionRecipeSource (p. 4071)
Tags:
Key : Value

Properties
InlineRecipe
구성 요소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레시피입니다. 레시피는 구성 요소의 메타데이터, 파라미터, 종속성, 수
명 주기, 아티팩트 및 플랫폼 호환성을 정의합니다.
InlineRecipe 또는 LambdaFunction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ambdaFunction
Lambda 함수에서 구성 요소를 생성하는 파라미터입니다.
InlineRecipe 또는 LambdaFunction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mbdaFunctionRecipeSource (p. 407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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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구성 요소 버전에 연결할 애플리케이션별 메타데이터입니다. IAM 정책의 태그를 사용하여 AWS IoT
Greengras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범주화할 수도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2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IoT Greengrass Version 2 리
소스 태깅을 참조하세요.
이 Json 속성 유형은 키-값 페어의 맵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에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대
부분의 Tags 구현과 다른 다음 형식이 사용됩니다.
"Tags": {
"KeyName0": "value",
"KeyName1": "value",
"KeyName2": "value"
}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Arn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구성 요소 버전의 ARN입니다.
ComponentName
구성 요소의 이름입니다.
ComponentVersion
구성 요소의 버전입니다.

AWS::GreengrassV2::ComponentVersion ComponentDependencyRequirement
Lambda 함수 구성 요소의 구성 요소 종속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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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endencyType" : String,
"VersionRequirement" : String

YAML
DependencyType: String
VersionRequirement: String

Properties
DependencyType
이 종속성의 유형입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SOFT – 종속성 상태가 변경되면 구성 요소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 HARD – 종속성 상태가 변경되면 구성 요소가 다시 시작됩니다.
기본값: HAR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Requirement
구성 요소 종속성에 대한 구성 요소 버전 요구 사항입니다.
AWS IoT Greengrass는 의미론적 버전 제약 조건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미 체계 버전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GreengrassV2::ComponentVersion ComponentPlatform
구성 요소가 지원하는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s" : {Key : Value, ...},
"Name" : String

YAML
Attributes:
Key :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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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String

Properties
Attributes
플랫폼에 대한 속성의 사전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os 및 platform을 정의합니다.
Greengrass 핵 구성요소를 배포할 때 코어 장치에 대한 추가 플랫폼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V2 개발자 안내서의에서 Greengrass 핵 구성 요소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플랫폼에 대한 기억하기 쉬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플랫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파라미터를 생략하면 AWS IoT Greengrass가 플랫폼의 os 및 architecture에서 식별 이름을 생
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GreengrassV2::ComponentVersion LambdaContainerParams
Greengrass 코어 디바이스에서 AWS Lambda 함수가 실행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vices" : [ LambdaDeviceMount (p. 4067), ... ],
"MemorySizeInKB" : Integer,
"MountROSysfs" : Boolean,
"Volumes" : [ LambdaVolumeMount (p. 4074), ... ]

YAML
Devices:
- LambdaDeviceMount (p. 4067)
MemorySizeInKB: Integer
MountROSysfs: Boolean
Volumes:
- LambdaVolumeMount (p. 4074)

Properties
Devices
컨테이너가 액세스 할 수 있는 시스템 장치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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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LambdaDeviceMount (p. 4067) 목록입니다.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emorySizeInKB
컨테이너의 메모리 크기로 킬로바이트로 표시됩니다.
기본값: 16384 (16 MB)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untROSysfs
컨테이너가 장치의 /sys 폴더에서 정보를 읽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기본값: fals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olumes
컨테이너가 액세스할 수 있는 볼륨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ist of LambdaVolumeMount (p. 407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GreengrassV2::ComponentVersion LambdaDeviceMount
컨테이너의 Linux 프로세스가 액세스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dGroupOwner" : Boolean,
"Path" : String,
"Permission" : String

YAML
AddGroupOwner: Boolean
Path: String
Permissio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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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ddGroupOwner
구성 요소의 시스템 사용자를 장치의 소유자로 추가할지 여부
기본값: fals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th
파일 시스템에 있는 장치 마운트 경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ermission
장치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권한: 읽기/전용 (ro) 또는 읽기/쓰기 (rw).
기본값: ro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GreengrassV2::ComponentVersion LambdaEventSource
AWS Lambda 함수의 이벤트 소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벤트 소스는 이 Lambda 함수가 함수를 실
행하는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 구독하는 항목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opic" : String,
"Type" : String

YAML
Topic: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Topic
이벤트 메시지를 받기 위해 가입할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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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
이벤트 소스의 유형입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PUB_SUB – 로컬 게시/구독 메시지를 구독합니다. 이 이벤트 원본 유형은 이벤트 원본 항목에서
MQTT 와일드카드 (+ 및 #) 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IOT_CORE – AWS IoT Core MQTT 메시지를 구독합니다. 이 이벤트 소스 유형은 이벤트 소스 항목에
서 MQTT 와일드카드 (+ 및 #) 를 지원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GreengrassV2::ComponentVersion LambdaExecutionParameters
AWS IoT Greengrass에서 실행되는 Lambda 함수에 대한 파라미터를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vironmentVariables" : {Key : Value, ...},
"EventSources" : [ LambdaEventSource (p. 4068), ... ],
"ExecArgs" : [ String, ... ],
"InputPayloadEncodingType" : String,
"LinuxProcessParams" : LambdaLinuxProcessParams (p. 4073),
"MaxIdleTimeInSeconds" : Integer,
"MaxInstancesCount" : Integer,
"MaxQueueSize" : Integer,
"Pinned" : Boolean,
"StatusTimeoutInSeconds" : Integer,
"TimeoutInSeconds" : Integer

YAML
EnvironmentVariables:
Key : Value
EventSources:
- LambdaEventSource (p. 4068)
ExecArgs:
- String
InputPayloadEncodingType: String
LinuxProcessParams:
LambdaLinuxProcessParams (p. 4073)
MaxIdleTimeInSeconds: Integer
MaxInstancesCount: Integer
MaxQueueSize: Integer
Pinned: Boolean
StatusTimeoutInSeconds: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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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outInSeconds: Integer

Properties
EnvironmentVariables
Lambda 함수가 실행될 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변수의 맵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ventSources
작업 메시지를 받기 위해 가입할 이벤트 소스 목록입니다. Lambda 함수는 이벤트 소스에서 메시지를 수
신할 때 실행됩니다. 로컬 게시/구독 메시지 및 AWS IoT Core MQTT 메시지에 이 기능을 구독할 수 있
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mbdaEventSource (p. 4068)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ecArgs
Lambda 함수가 실행될 때 전달할 인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putPayloadEncodingType
Lambda 함수가 지원하는 인코딩 유형입니다.
기본값: json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inuxProcessParams
Lambda 함수를 포함하는 Linux 프로세스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mbdaLinuxProcessParams (p. 407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xIdleTimeInSeconds
소프트웨어가 프로세스를 중지하기 전에 고정되지 않은 Lambda 함수가 유휴 상태일 수 있는 최대 시간
(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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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xInstancesCount
고정되지 않은 Lambda 함수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최대 인스턴스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xQueueSize
Lambda 함수 구성 요소에 대한 메시지 대기열의 최대 크기입니다. Greengrass 코어 디바이스는 각 메
시지를 소비하는 Lambda 함수를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FIFO(선입선출) 대기열에 메시지를 저장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inned
Lambda 함수가 고정되었는지 또는 수명이 긴지 여부입니다.
• 고정된 Lambda 함수는 가 시작될 때 시작되며 자체 컨테이너에서 계속 실행됩니다.
• 고정되지 않은 Lambda 함수는 작업 항목을 수신하고 maxIdleTimeInSeconds에 대해 유휴 상태인
후에 존재할 때에만 시작됩니다. 함수에 여러 작업 항목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는 함수의 여러 인스
턴스를 생성합니다.
기본값: tru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tusTimeoutInSeconds
고정된(수명이 긴) Lambda 함수 구성 요소가 상태 업데이트를 Lambda 관리자 구성 요소로 전송하는 간
격(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imeoutInSeconds
Lambda 함수가 작업 항목을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시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GreengrassV2::ComponentVersion LambdaFunctionRecipeSource
구성 요소를 생성하기 위해 가져올 AWS Lambda 함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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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ponentDependencies" : {Key : Value, ...},
"ComponentLambdaParameters" : LambdaExecutionParameters (p. 4069),
"ComponentName" : String,
"ComponentPlatforms" : [ ComponentPlatform (p. 4065), ... ],
"ComponentVersion" : String,
"LambdaArn" : String

YAML
ComponentDependencies:
Key : Value
ComponentLambdaParameters:
LambdaExecutionParameters (p. 4069)
ComponentName: String
ComponentPlatforms:
- ComponentPlatform (p. 4065)
ComponentVersion: String
LambdaArn: String

Properties
ComponentDependencies
이 Lambda 함수 구성 요소가 종속되는 구성 요소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mponentDependencyRequirement (p. 4064) 맵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mponentLambdaParameters
Lambda 함수의 시스템 및 런타임 파라미터는 Greengrass 코어 디바이스에서 실행될 때 작동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mbdaExecutionParameters (p. 406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mponentName
구성 요소의 이름입니다.
기본값은 Lambda 함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mponentPlatforms
구성 요소 버전이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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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ComponentPlatform (p. 4065)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mponentVersion
구성 요소의 버전입니다.
기본적으로 Lambda 함수의 버전을 의미론적 버전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함수 버전이 3인 경우 구
성 요소 버전은 3.0.0가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ambdaArn
Lambda 함수의 ARN입니다. ARN에는 가져올 함수의 버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LATEST같은 버전 별
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GreengrassV2::ComponentVersion LambdaLinuxProcessParams
AWS Lambda 함수를 포함하는 Linux 프로세스에 대한 파라미터를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ainerParams" : LambdaContainerParams (p. 4066),
"IsolationMode" : String

YAML
ContainerParams:
LambdaContainerParams (p. 4066)
IsolationMode: String

Properties
ContainerParams
Lambda 함수가 실행되는 컨테이너의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mbdaContainerParams (p. 406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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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ionMode
Lambda 함수를 포함하는 프로세스의 격리 모드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AWS IoT Greengrass 컨테이너
내부의 격리된 런타임 환경에서 실행되거나 컨테이너 외부에서 일반 프로세스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기본값: GreengrassContainer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GreengrassV2::ComponentVersion LambdaVolumeMount
컨테이너의 Linux 프로세스가 액세스할 수 있는 볼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볼륨을 정의하면 소프트웨
어가 소스 파일을 컨테이너 내의 대상에 탑재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dGroupOwner" : Boolean,
"DestinationPath" : String,
"Permission" : String,
"SourcePath" : String

YAML
AddGroupOwner: Boolean
DestinationPath: String
Permission: String
SourcePath: String

Properties
AddGroupOwner
AWS IoT Greengrass 사용자 그룹을 볼륨의 소유자로 추가할지 여부입니다.
기본값: fals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tinationPath
파일 시스템의 논리 볼륨에 대한 경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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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ssion
볼륨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 읽기/전용 (ro) 또는 읽기/쓰기 (rw).
기본값: ro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Path
파일 시스템의 물리적 볼륨에 대한 경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 IoT SiteWis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IoTSiteWise::AccessPolicy (p. 4075)
• AWS::IoTSiteWise::Asset (p. 4081)
• AWS::IoTSiteWise::AssetModel (p. 4085)
• AWS::IoTSiteWise::Dashboard (p. 4099)
• AWS::IoTSiteWise::Gateway (p. 4100)
• AWS::IoTSiteWise::Portal (p. 4104)
• AWS::IoTSiteWise::Project (p. 4107)

AWS::IoTSiteWise::AccessPolicy
지정된 자격 증명(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IAM Identity Center 그룹 또는 IAM 사용자)에 지정된 AWS IoT
SiteWise Monitor 포털 또는 프로젝트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액세스 정책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SiteWise::AccessPolicy",
"Properties" : {
"AccessPolicyIdentity" : AccessPolicyIdentity (p. 4077),
"AccessPolicyPermission" : String,
"AccessPolicyResource" : AccessPolicyResource (p. 4078)
}

YAML
Type: AWS::IoTSiteWise::AccessPolicy

API 버전 2010-05-15
407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SiteWise
Properties:
AccessPolicyIdentity:
AccessPolicyIdentity (p. 4077)
AccessPolicyPermission: String
AccessPolicyResource:
AccessPolicyResource (p. 4078)

Properties
AccessPolicyIdentity
이 액세스 정책의 자격 증명입니다.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IAM Identity Center 그룹 또는 IAM 사용
자를 선택합니다.
Required: 예
Type: AccessPolicyIdentity (p. 407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ccessPolicyPermission
이 액세스 정책에 대한 권한 수준입니다. ADMINISTRATOR 또는 VIEWER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ADMINISTRATOR를 프로젝트 소유자라고도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ccessPolicyResource
이 액세스 정책에 대한 AWS IoT SiteWise Monitor 리소스입니다. 포털 또는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Required: 예
Type: AccessPolicyResource (p. 40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AccessPolicyId를 반환합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ccessPolicyArn
액세스 정책의 ARN이며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rn:${Partition}:iotsitewise:${Region}:${Account}:access-policy/
${AccessPolicyId}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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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PolicyId
액세스 정책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IoTSiteWise::AccessPolicy AccessPolicyIdentity
이 액세스 정책이 적용되는 자격 증명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IAM Identity Center 그룹 또는 IAM 사용
자)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amRole" : IamRole (p. 4078),
"IamUser" : IamUser (p. 4079),
"User" : User (p. 4081)

YAML
IamRole:
IamRole (p. 4078)
IamUser:
IamUser (p. 4079)
User:
User (p. 4081)

Properties
IamRole
IAM 역할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amRole (p. 40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amUser
IAM 사용자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amUser (p. 407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
이 액세스 정책이 매핑되는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User (p. 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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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iteWise::AccessPolicy AccessPolicyResource
이 액세스 정책에 대한 AWS IoT SiteWise Monitor 리소스입니다. 포털 또는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ortal" : Portal (p. 4079),
"Project" : Project (p. 4080)

YAML
Portal:
Portal (p. 4079)
Project:
Project (p. 4080)

Properties
Portal
이 액세스 정책에 대한 AWS IoT SiteWise Monitor 포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ortal (p. 407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ject
이 액세스 정책에 대한 AWS IoT SiteWise Monitor 프로젝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ject (p. 408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iteWise::AccessPolicy IamRole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역할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
서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r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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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arn: String

Properties
arn
IAM 역할의 ARN.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 ARN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iteWise::AccessPolicy IamUser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YAML
arn: String

Properties
arn
IAM 사용자의 ARN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 ARN을 참조하세요.

Note
IAM 사용자를 삭제하면 이 자격 증명을 포함하는 액세스 정책에 빈 arn이 포함됩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IAM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 정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iteWise::AccessPolicy Portal
Portal 속성 유형은 AWS::IoTSiteWise::AccessPolicy에 대한 AWS IoT SiteWise Monitor 포털을 지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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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 : String

YAML
id: String

Properties
id
포털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iteWise::AccessPolicy Project
Project 속성 유형은 AWS::IoTSiteWise::AccessPolicy에 대한 AWS IoT SiteWise Monitor 프로젝트를 지
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 : String

YAML
id: String

Properties
id
프로젝트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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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IoTSiteWise::AccessPolicy User
User 속성 유형은 AWS::IoTSiteWise::AccessPolicy에 대한 AWS IoT SiteWise Monitor 사용자를 지정합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 : String

YAML
id: String

Properties
id
사용자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iteWise::Asset
기존 자산 모델에서 자산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서에서 자산 생성을 참
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SiteWise::Asset",
"Properties" : {
"AssetHierarchies" : [ AssetHierarchy (p. 4083), ... ],
"AssetModelId" : String,
"AssetName" : String,
"AssetProperties" : [ AssetProperty (p. 4084),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IoTSiteWise::Asset
Properties:
AssetHierarch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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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tHierarchy (p. 4083)
AssetModelId: String
AssetName: String
AssetProperties:
- AssetProperty (p. 4084)
Tags:
- Tag

Properties
AssetHierarchies
각각 hierarchyLogicalId가 포함된 자산 계층 구조의 목록입니다. 계층 구조는 허용되는 상위/하위
자산 관계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ssetHierarchy (p. 408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ssetModelId
자산을 생성할 때 사용할 자산 모델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ssetName
자산의 고유한 표시 이름입니다.
최대 길이는 256자이며 패턴은 [^\u0000-\u001F\u007F]+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ssetProperties
자산에 대한 자산 속성의 목록입니다.
복합 모델에서 정의한 속성은 이 객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합 모델 속성은
assetCompositeModels 객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ssetProperty (p. 408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자산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키-값 페어의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
명서에서 AWS IoT SiteWise 리소스 태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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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AssetId를 반환합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sset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AWS::IoTSiteWise::Asset AssetHierarchy
childAssetId 및 hierarchyLogicalId가 포함된 자산 계층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hildAssetId" : String,
"LogicalId" : String

YAML
ChildAssetId: String
LogicalId: String

Properties
ChildAssetId
하위 자산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icalId
해당 계층의 LogicalID입니다. 이 ID는 hierarchyLogicalId입니다.
최대 길이는 256자이며 패턴 [^\u0000-\u001F\u007F]+이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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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IoTSiteWise::Asset AssetProperty
자산 속성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ias" : String,
"LogicalId" : String,
"NotificationState" : String

YAML
Alias: String
LogicalId: String
NotificationState: String

Properties
Alias
OPC-UA 서버 데이터 스트림 경로 (예: /company/windfarm/3/turbine/7/temperature) 와 같이
속성을 식별하는 속성 별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서에서 자산 속성에 산업
데이터 스트림 매핑를 참조하세요.
속성 별칭은 1~1000자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icalId
자산 속성의 LogicalID입니다.
최대 길이는 256자이며 패턴 [^\u0000-\u001F\u007F]+이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icationState
이 자산 속성에 대한 MQTT 알림 상태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입니다. 알림 상태가 사용되면 AWS IoT
SiteWise는 고유한 MQTT 주제에 속성 값 업데이트를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
용 설명서에서 다른 서비스와의 상호 작용을 참조하세요.
이 파라미터를 생략하면 새 알림 상태는 DISABLED가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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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iteWise::AssetModel
지정된 속성 및 계층 구조 정의에서 자산 모델을 생성합니다. 자산 모델에서 자산을 생성합니다. 자산 모델을
사용하면 표준화된 정의가 포함된 동일한 유형의 자산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델에서 생성된 각 자
산은 자산 모델의 속성 및 계층 구조 정의를 상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서에서
자산 모델 정의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SiteWise::AssetModel",
"Properties" : {
"AssetModelCompositeModels" : [ AssetModelCompositeModel (p. 4087), ... ],
"AssetModelDescription" : String,
"AssetModelHierarchies" : [ AssetModelHierarchy (p. 4089), ... ],
"AssetModelName" : String,
"AssetModelProperties" : [ AssetModelProperty (p. 4090),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IoTSiteWise::AssetModel
Properties:
AssetModelCompositeModels:
- AssetModelCompositeModel (p. 4087)
AssetModelDescription: String
AssetModelHierarchies:
- AssetModelHierarchy (p. 4089)
AssetModelName: String
AssetModelProperties:
- AssetModelProperty (p. 4090)
Tags:
- Tag

Properties
AssetModelCompositeModels
이 자산 모델의 일부인 복합 자산 모델입니다. 복합 자산 모델은 특정 속성을 포함하는 자산 모델입니다.
각 복합 모델에는 복합 모델이 지원하는 속성을 정의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복합 자산 모형을 사용하여
이 자산 모형에 대한 경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ssetModelCompositeModel (p. 4087)의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ssetModelDescription
자산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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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ssetModelHierarchies
자산 모델의 계층 구조 정의입니다. 각 계층 구조는 자산 모델을 정의하며 자산 모델에 포함된 자산은 이
자산 모델에서 생성된 다른 자산의 하위 항목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
명서에서 자산 간 관계 정의를 참조하세요.
자산 모델당 최대 10개의 계층 구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
서에서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AssetModelHierarchy (p. 408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ssetModelName
자산 모델의 고유한 표시 이름입니다.
최대 길이는 256자이며 패턴은 [^\u0000-\u001F\u007F]+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ssetModelProperties
자산 모델의 속성 정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서에서 데이터 속성 정의를
참조하세요.
자산 모델당 최대 200개의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서에
서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AssetModelProperty (p. 409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자산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키-값 페어의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
명서에서 AWS IoT SiteWise 리소스 태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AssetModelId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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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ssetModelId
자산 모델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IoTSiteWise::AssetModel AssetModelCompositeModel
자산 모형의 복합 모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객체에는 복합 모형에서 정의하는 자산 속성 정의가 포
함됩니다. 복합 자산 모형을 사용하여 이 자산 모형에 대한 경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AssetModelCompositeModel 속성을 사용하여 경보를 생성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사용하여 3가지 자산
모형 속성을 정의해야 합니다.
• 자산 모형 특성을 사용하여 경보 유형을 지정합니다.
• 이름은 AWS/ALARM_TYPE이어야 합니다.
• 데이터 유형은 STRING이어야 합니다.
• Type 속성의 경우 유형 이름은 Attribute여야 하고 기본값은 IOT_EVENTS여야 합니다.
• 자산 모형 속성을 사용하여 경보 소스를 지정합니다.
• 이름은 AWS/ALARM_SOURCE여야 합니다.
• 데이터 유형은 STRING이어야 합니다.
• Type 속성의 경우 유형 이름은 Attribute여야 하고 기본값은 AWS IoT Events에서 생성한 경보 모형
의 ARN이어야 합니다.

Note
경보 모형의 ARN의 경우 Fn::Sub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입력 문자열의 AWS::Partition,
AWS::Region 및 AWS::AccountId 변수를 지정한 값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 Fn::Sub: "arn:${AWS::Partition}:iotevents:${AWS::Region}:
${AWS::AccountId}:alarmModel/TestAlarmModel".
TestAlarmModel을 경보 모형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Fn::Sub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Sub를 참조하세요.
• 자산 모형 속성을 사용하여 경보 상태를 지정합니다.
• 이름은 AWS/ALARM_STATE여야 합니다.
• 데이터 유형은 STRUCT여야 합니다.
• DataTypeSpec 값은 AWS/ALARM_STATE여야 합니다.
• Type 속성의 경우 유형 이름은 Measurement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하단에는 경보를 생성할 때 수정할 수 있는 YAML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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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siteModelProperties" : [ AssetModelProperty (p. 4090),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Type" : String

YAML
CompositeModelProperties:
- AssetModelProperty (p. 4090)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CompositeModelProperties
이 복합 모형에 대한 자산 속성 정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ssetModelProperty (p. 409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복합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복합 모형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복합 모형의 유형입니다. 경보 복합 모형의 경우 이 유형은 AWS/ALARM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경보 모형 생성
다음 예제를 수정하여 경보 모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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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estAlarmModel을 경보 모형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YAML
Resources:
AssetModelWithAlarmCompositeModel:
Type: AWS::IoTSiteWise::AssetModel
Properties:
AssetModelName: AssetModelWithValidAlarmCompositeModel
AssetModelDescription: AssetModelWithValidAlarmCompositeModel
AssetModelCompositeModels:
- Description: compositeModel created by cfn
Name: TestAlarmCompositeModel
Type: AWS/ALARM
CompositeModelProperties:
- LogicalId: MyLogicalId_for_ALARM_TYPE_1
Name: AWS/ALARM_TYPE
DataType: STRING
Type:
TypeName: Attribute
Attribute:
DefaultValue: IOT_EVENTS
- LogicalId: MyLogicalId_for_ALARM_SOURCE_1
Name: AWS/ALARM_SOURCE
DataType: STRING
Type:
TypeName: Attribute
Attribute:
DefaultValue:
Fn::Sub: "arn:${AWS::Partition}:iotevents:${AWS::Region}:
${AWS::AccountId}:alarmModel/TestAlarmModel"
- LogicalId: MyLogicalId_for_ALARM_STATE_1
Name: AWS/ALARM_STATE
DataType: STRUCT
DataTypeSpec: AWS/ALARM_STATE
Type:
TypeName: Measurement

AWS::IoTSiteWise::AssetModel AssetModelHierarchy
계층의 이름 LogicalID, 및 이 계층에 포함될 수 있는 자산의 유형을 지정하는 하위 자산 모델 ID가 포함된
자산 계층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hildAssetModelId" : String,
"LogicalId" : String,
"Name" : String

YAML
ChildAssetModelId: String
LogicalId: String

API 버전 2010-05-15
408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SiteWise
Name: String

Properties
ChildAssetModelId
자산 모델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icalId
자산 모델 계층의 LogicalID입니다. 이 ID는 hierarchyLogicalId입니다.
최대 길이는 256자이며 패턴 [^\u0000-\u001F\u007F]+이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자산 모델 계층의 이름입니다.
최대 길이는 256자이며 패턴 [^\u0000-\u001F\u007F]+이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iteWise::AssetModel AssetModelProperty
자산 모형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Type" : String,
"DataTypeSpec" : String,
"LogicalId" : String,
"Name" : String,
"Type" : PropertyType (p. 4095),
"Unit" : String

YAML
Data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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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TypeSpec: String
LogicalId: String
Name: String
Type:
PropertyType (p. 4095)
Unit: String

Properties
DataType
자산 모형 속성의 데이터 유형입니다. 값은 STRING, INTEGER, DOUBLE, BOOLEAN 또는 STRUCT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TypeSpec
이 속성에 대한 구조의 데이터 유형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STRUCT 데이터 유형의 속성에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icalId
자산 모형 특성의 LogicalID 입니다.
최대 길이는 256자이며 패턴 [^\\u0000-\\u001F\\u007F]+이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자산 모형 특성의 이름입니다.
최대 길이는 256자이며 패턴 [^\u0000-\u001F\u007F]+이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attribute, measurement, metric 또는 transform 중 하나일 수 있는 속성 유형을 포함합니다.
Required: 예
Type: PropertyType (p. 40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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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Newtons 또는 RPM과 같은 자산 모형 특성의 단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iteWise::AssetModel Attribute
자산 속성 특성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서에서 데이터 속성 정의를 참조
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faultValue" : String

YAML
DefaultValue: String

Properties
DefaultValue
자산 모델 속성 속성의 기본값입니다. 자산 모델에서 생성하는 모든 자산에는 이 속성 값이 포함됩니다.
에셋을 생성한 후 속성 값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서에
서 속성 값 업데이트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iteWise::AssetModel ExpressionVariable
수식 변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Name" : String,
"Value" : VariableValue (p. 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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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Name: String
Value:
VariableValue (p. 4098)

Properties
Name
수식에 사용할 변수의 친숙한 이름입니다.
최대 길이는 64자이며 패턴 ^[a-z][a-z0-9_]*$이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값을 사용할 자산 속성을 식별하는 변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VariableValue (p. 409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iteWise::AssetModel 지표
자산 지표 속성을 포함합니다. 지표를 사용하면 수식을 통해 지정된 대로 평균, 최대값 또는 최소값과 같은
집계 함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표는 여러 값을 단일 값 (예: 합계) 에 매핑합니다.
하나의 지표 계산에 사용되는 종속/계단식 변수의 최대 수는 10개입니다. 따라서 루트 지표는 컴퓨팅 종속 나
무에 최대 10개의 계단식 메트릭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표는 DOUBLE 데이터 유형만 포함할 수 있으며,
데이터 유형이 INTEGER 또는 DOUBLE인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서에서 데이터 속성 정의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pression" : String,
"Variables" : [ ExpressionVariable (p. 4092), ... ],
"Window" : MetricWindow (p. 4094)

YAML
Expression: String

API 버전 2010-05-15
409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SiteWise
Variables:
- ExpressionVariable (p. 4092)
Window:
MetricWindow (p. 4094)

Properties
Expression
지표 집계 함수를 정의하는 수식입니다. 수식 당 최대 10개의 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식당 최대
10개의 함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서에서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riables
표현식에 사용되는 변수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ExpressionVariable (p. 409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indow
AWS IoT SiteWise에서 지표의 집계 표현식을 계산하는 기간(시간 간격)입니다. AWS IoT SiteWise는
window당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를 계산합니다.
Required: 예
Type: MetricWindow (p. 409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iteWise::AssetModel MetricWindow
데이터 집계 계산에 사용되는 시간 간격 창 (예: 평균, 합계, 개수 등) 을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umbling" : TumblingWindow (p. 4097)

YAML
Tumbling:
TumblingWindow (p. 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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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Tumbling
텀블링 시간 간격 창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umblingWindow (p. 409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iteWise::AssetModel PropertyType
attribute, measurement, metric 또는 transform 중 하나일 수 있는 속성 유형을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 : Attribute (p. 4092),
"Metric" : Metric (p. 4093),
"Transform" : Transform (p. 4096),
"TypeName" : String

YAML
Attribute:
Attribute (p. 4092)
Metric:
Metric (p. 4093)
Transform:
Transform (p. 4096)
TypeName: String

Properties
Attribute
자산 속성 특성을 지정합니다. 속성에는 일반적으로 산업용 IoT 풍력 터빈의 일련 번호와 같은 정적 정보
가 포함됩니다.
TypeName이 Attribute이며 DefaultValue을 포함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ttribute (p. 40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
자산 지표 속성을 지정합니다. 지표에는 집계 함수를 사용하여 시간 간격 동안 모든 입력 데이터 요소를
처리하고, 시간 당 평균 온도 계산처럼 단일 데이터 요소를 출력하는 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ypeName가 Metric이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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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Metric (p. 40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form
자산 변환 속성을 지정합니다. 변환에는 화씨에서 섭씨로의 단위 변환 같은 한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
속성 데이터 포인트를 매핑하는 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ypeName가 Transform이면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ransform (p. 4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Name
속성 유형의 유형으로, Attribute, Measurement, Metric 또는 Transform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iteWise::AssetModel 변환
에셋 변환 속성을 포함합니다. 변환은 한 양식에서 다른 양식으로 속성의 데이터 요소를 일대일 매핑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변환을 사용하여 섭씨 스트림의 각 데이터 요소에 변환 수식을 적용하여 섭씨 데이터 스트
림을 화씨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형은 INTEGER, DOUBLE, 또는 BOOLEAN 유형의 속성만 입력할 수 있습
니다. Boolean은 0 (FALSE) 와 1 (TRUE) 로 변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서에서 데이터 속성 정의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pression" : String,
"Variables" : [ ExpressionVariable (p. 4092), ... ]

YAML
Expression: String
Variables:
- ExpressionVariable (p. 4092)

Properties
Expression
변환 함수를 정의하는 수학 수식입니다. 수식당 최대 10개의 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식당 최대
10개의 함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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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서에서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riables
표현식에 사용되는 변수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ExpressionVariable (p. 409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iteWise::AssetModel TumblingWindow
반복되는 고정 크기, 겹치지 않는 연속 시간 간격인 텀블링 기간을 포함합니다. 지표에서 이 기간을 사용하여
속성 및 기타 자산의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습니다.
간격 또는 오프셋을 지정할 때 m, h, d 및 w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은(는) 분, h은(는) 시간. d은(는) 일, w은
(는) 주를 나타냅니다. s를 사용하여 offset 단위로 초를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interval 및 offset 파라미터는 ISO 8601 형식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PT5S은(는) 5초, PT5M은(는) 5
분, PT5H은(는) 5시간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terval" : String,
"Offset" : String

YAML
Interval: String
Offset: String

Properties
Interval
텀블링 윈도우의 시간 간격입니다. 간격 시간은 1분에서 1주 사이여야 합니다.
AWS IoT SiteWise는 매주 일요일 자정(UTC)에 1w 간격을, 매일 자정 (UTC)에 1d 간격을 , 매 시간의 끝
에 1h 간격을 계산합니다.
AWS IoT SiteWise에서 지표 계산을 위한 데이터 포인트를 집계할 때 각 간격의 시작 값은 제외되고 각
간격의 끝 값은 포함됩니다. AWS IoT SiteWise는 계산된 데이터 포인트를 간격의 끝에 배치합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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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ffset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iteWise::AssetModel VariableValue
수식에 사용되는 속성 값을 식별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ierarchyLogicalId" : String,
"PropertyLogicalId" : String

YAML
HierarchyLogicalId: String
PropertyLogicalId: String

Properties
HierarchyLogicalId
PropertyLogicalID에 대해 쿼리할 계층의 LogicalID입니다.
동일한 모델과 동일한 속성을 사용하는 여러 계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델 ID 대신
hierarchyLogicalID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자산 모델에서 가져온 별도의 그룹화된 자산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서에서 자산 간 관계 정의를 참조하세
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pertyLogicalId
변수로 사용할 속성의 Logical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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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iteWise::Dashboard
AWS IoT SiteWise Monitor 프로젝트에 대시보드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SiteWise::Dashboard",
"Properties" : {
"DashboardDefinition" : String,
"DashboardDescription" : String,
"DashboardName" : String,
"ProjectId"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IoTSiteWise::Dashboard
Properties:
DashboardDefinition: String
DashboardDescription: String
DashboardName: String
ProjectId: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ashboardDefinition
JSON 리터럴에 지정된 대시보드 정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서에서 대시
보드 생성(CLI)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shboardDescription
대시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shboardName
대시보드의 표시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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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jectId
대시보드를 생성할 프로젝트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대시보드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키-값 페어의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서에서 AWS IoT SiteWise 리소스 태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DashboardId를 반환합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DashboardArn
대시보드의 ARN이며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rn:${Partition}:iotsitewise:${Region}:${Account}:dashboard/${DashboardId}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DashboardId
대시보드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IoTSiteWise::Gateway
로컬 서버에서 AWS IoT SiteWise로 산업용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하는 가상 또는 엣지 디바이스인 게이트웨
이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서에서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데이터 수집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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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SiteWise::Gateway",
"Properties" : {
"GatewayCapabilitySummaries" : [ GatewayCapabilitySummary (p. 4102), ... ],
"GatewayName" : String,
"GatewayPlatform" : GatewayPlatform (p. 4103),
"Tags" : [ Tag, ... ]
}

YAML
Type: AWS::IoTSiteWise::Gateway
Properties:
GatewayCapabilitySummaries:
- GatewayCapabilitySummary (p. 4102)
GatewayName: String
GatewayPlatform:
GatewayPlatform (p. 4103)
Tags:
- Tag

Properties
GatewayCapabilitySummaries
각각 네임스페이스와 상태를 포함하는 게이트웨이 기능 요약의 목록입니다. 각 게이트
웨이 기능은 게이트웨이의 데이터 원본을 정의합니다. 기능 구성의 정의를 검색하려면
DescribeGatewayCapabilityConfiguration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atewayCapabilitySummary (p. 410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atewayName
게이트웨이의 고유한 표시 이름입니다.
최대 길이는 256자이며 패턴은 [^\u0000-\u001F\u007F]+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atewayPlatform
게이트웨이의 플랫폼입니다. 게이트웨이에는 하나의 플랫폼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GatewayPlatform (p. 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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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게이트웨이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키-값 페어의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
용 설명서에서 AWS IoT SiteWise 리소스 태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GatewayId를 반환합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GatewayId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IoTSiteWise::Gateway GatewayCapabilitySummary
게이트웨이 기능 구성에 대한 요약을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pabilityConfiguration" : String,
"CapabilityNamespace" : String

YAML
CapabilityConfiguration: String
CapabilityNamespace: String

Properties
CapabilityConfiguration
게이트웨이 기능에 대한 구성을 정의하는 JSON 문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
명서에서 데이터 원본 구성(CLI)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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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pabilityNamespace
기능 구성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AWS IoT SiteWise 콘솔에서 OPC-UA 소스를 구성하는 경
우 OPC-UA 기능 구성에는 iotsitewise:opcuacollector:version 네임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여
기서 version은 1과 같은 숫자입니다.
최대 길이는 ^[a-zA-Z]+:[a-zA-Z]+:[0-9]+$ 패턴 포함 512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SiteWise::Gateway GatewayPlatform
게이트웨이의 플랫폼 정보를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reengrass" : Greengrass (p. 4103)

YAML
Greengrass:
Greengrass (p. 4103)

Properties
Greengrass
AWS IoT Greengrass에서 실행되는 게이트웨이입니다.
Required: 예
Type: Greengrass (p. 410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IoTSiteWise::Gateway Greengrass
AWS IoT Greengrass에서 실행되는 게이트웨이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AWS IoT Greengrass에서
실행되는 게이트웨이를 생성하려면 IoT SiteWise 커넥터를 Greengrass 그룹에 추가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Greengrass 그룹에는 AWS IoT SiteWise에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서에서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데이터 수집을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0-05-15
410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SiteWise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roupArn" : String

YAML
GroupArn: String

Properties
GroupArn
Greengrass 그룹의 ARN입니다. 그룹의 ARN을 찾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oT Greengrass
API 참조에서 ListGroups 및 GetGroup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IoTSiteWise::Portal
프로젝트와 대시보드를 포함할 수 있는 포털을 생성합니다. 포털을 생성하려면 먼저 IAM Identity Center을
사용해야 합니다. AWS IoT SiteWise Monitor는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여 사용자 권한을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서에서 IAM Identity Center 사용을 참조하세요.

Note
새 포털에 로그인하려면 먼저 해당 포털에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또는 그룹을 하나 이상 추가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서에서 포털 관리자 추가 또는 제거를 참
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SiteWise::Portal",
"Properties" : {
"Alarms" : Json,
"NotificationSenderEmail" : String,
"PortalAuthMode" : String,
"PortalContactEmail" : String,
"PortalDescription" : String,
"PortalName" : String,
"RoleArn" : String,
"Tags" : [ Ta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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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IoTSiteWise::Portal
Properties:
Alarms: Json
NotificationSenderEmail: String
PortalAuthMode: String
PortalContactEmail: String
PortalDescription: String
PortalName: String
RoleAr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larms
AWS IoT SiteWise 모니터 포털에서 생성된 경보의 구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경보를 사용하여 자산 속성
을 모니터링하고 자산 속성 값이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애플리케이션 가이드에서 경보로 모니터링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icationSenderEmail
경보 알림을 보내는 이메일 주소입니다.

Important
AWS IoT Events 관리형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관리하는 경우 Amazon SES의 발
신자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alAuthMode
포털에서 사용자를 인증하는 데 사용할 서비스입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SSO - 포털이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고 사용자 권한을 관리합니다.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는 포털을 생성하려면 먼저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서에서 IAM Identity
Center 사용을 참조하세요. 이 옵션은 중국 리전 이외의 AWS 리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AM - 포털이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고 사용자 권
한을 관리합니다. 이 옵션은 중국(베이징)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털을 생성한 후에는 이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본값: SSO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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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lContactEmail
AWS 관리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alDescription
포털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alName
포털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포털의 사용자가 관리자를 대신하여 AWS IoT SiteWise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하는 서비스 역
할의 ARN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서에서 AWS IoT SiteWise Monitor에 대한
서비스 역할 사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포털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키-값 페어의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
명서에서 AWS IoT SiteWise 리소스 태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PortalId를 반환합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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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PortalArn
포털의 ARN이며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rn:${Partition}:iotsitewise:${Region}:${Account}:portal/${PortalId}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PortalClientId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이 생성한 클라이언트 ID(IAM Identity Center API와 함께 사용)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PortalId
생성된 포털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PortalStartUrl
AWS IoT SiteWise Monitor 포털의 퍼블릭 URL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IoTSiteWise::Project
지정된 포털에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Note
프로젝트 이름 및 설명에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SiteWise::Project",
"Properties" : {
"PortalId" : String,
"ProjectDescription" : String,
"Project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IoTSiteWise::Project
Properties:
PortalId: String
ProjectDescription: String
ProjectName: String
Tags:
-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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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PortalId
프로젝트를 생성할 포털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jectDescription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jectName
프로젝트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프로젝트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키-값 페어의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서에서 AWS IoT SiteWise 리소스 태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ProjectId를 반환합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ProjectArn
프로젝트의 ARN이며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rn:${Partition}:iotsitewise:${Region}:${Account}:project/${ProjectId}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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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Id
프로젝트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 IoT Things Graph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IoTThingsGraph::FlowTemplate (p. 4109)

AWS::IoTThingsGraph::FlowTemplate
워크플로우 템플릿을 나타냅니다. 워크플로우는 사용자의 네임스페이스에서만 생성될 수 있습니다. (퍼블릭
네임스페이스에는 개체만이 포함됩니다.) 워크플로우는 지정된 네임스페이스에서 개체만 포함할 수 있습니
다. 워크플로우는 다른 네임스페이스 버전이 요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한 사용자의 네임스페이스의 최신 버전
에서 개체에 대해 검증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ThingsGraph::FlowTemplate",
"Properties" : {
"CompatibleNamespaceVersion" : Double,
"Definition" : DefinitionDocument (p. 4110)
}

YAML
Type: AWS::IoTThingsGraph::FlowTemplate
Properties:
CompatibleNamespaceVersion: Double
Definition:
DefinitionDocument (p. 4110)

Properties
CompatibleNamespaceVersion
워크플로우가 검증된 사용자의 네임스페이스의 버전입니다. 이 값을 시스템 인스턴스에서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inition
워크플로우의 정의 문서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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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finitionDocument (p. 41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함수에 전달하면 Ref는 워크플로우 템플릿의 URN(예: urn:tdm:uswest-2/123456789101/default:workflow:flowname)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IoTThingsGraph::FlowTemplate DefinitionDocument
엔터티를 정의하는 문서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anguage" : String,
"Text" : String

YAML
Language: String
Text: String

Properties
Language
엔터티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GRAPHQL이 유일하게 유효한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xt
엔터티를 정의하는 GraphQL 텍스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IoT Wireless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API 버전 2010-05-15
411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Wireless

• AWS::IoTWireless::Destination (p. 4111)
• AWS::IoTWireless::DeviceProfile (p. 4113)
• AWS::IoTWireless::PartnerAccount (p. 4117)
• AWS::IoTWireless::ServiceProfile (p. 4119)
• AWS::IoTWireless::TaskDefinition (p. 4126)
• AWS::IoTWireless::WirelessDevice (p. 4131)
• AWS::IoTWireless::WirelessGateway (p. 4140)

AWS::IoTWireless::Destination
디바이스 메시지를 AWS AWS IoT 규칙에 매핑하는 새 대상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Wireless::Destination",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Expression" : String,
"ExpressionType" : String,
"Name" : String,
"RoleArn"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IoTWireless::Destination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Expression: String
ExpressionType: String
Name: String
RoleAr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새 리소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pression
메시지를 보낼 규칙 이름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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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pressionType
Expression의 값 유형입니다. RuleName 또는 MqttTopic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새 리소스의 이름입니다. 최대 길이는 128자입니다. 영숫자, -(하이픈) 및 _(밑줄) 문자만 사용할 수 있으
며 공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Arn
대상에 권한을 부여하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최소 길이는 20이고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태그에는 최소 0개에서 최대 50개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대상 이름을 반환합니다.

Fn::GetAtt
Arn
생성된 대상의 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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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IoTWireless::DeviceProfile
새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Wireless::DeviceProfile",
"Properties" : {
"LoRaWAN" : LoRaWANDeviceProfile (p. 4114),
"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IoTWireless::DeviceProfile
Properties:
LoRaWAN:
LoRaWANDeviceProfile (p. 4114)
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LoRaWAN
LoRaWANDeviceProfile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RaWANDeviceProfile (p. 411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새 리소스의 이름입니다. 최대 길이는 256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태그에는 최소 0개에서 최대 50개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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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디바이스 프로파일 ID를 반환합니
다.

Fn::GetAtt
Arn
생성된 디바이스 프로파일의 ARN입니다.
Id
생성된 디바이스 프로파일의 ID입니다.

AWS::IoTWireless::DeviceProfile LoRaWANDeviceProfile
LoRaWAN 디바이스 프로파일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assBTimeout" : Integer,
"ClassCTimeout" : Integer,
"MacVersion" : String,
"MaxDutyCycle" : Integer,
"MaxEirp" : Integer,
"PingSlotDr" : Integer,
"PingSlotFreq" : Integer,
"PingSlotPeriod" : Integer,
"RegParamsRevision" : String,
"RfRegion" : String,
"Supports32BitFCnt" : Boolean,
"SupportsClassB" : Boolean,
"SupportsClassC" : Boolean,
"SupportsJoin" : Boolean

YAML
ClassBTimeout: Integer
ClassCTimeout: Integer
MacVersion: String
MaxDutyCycle: Integer
MaxEirp: Integer
PingSlotDr: Integer
PingSlotFreq: Integer
PingSlotPeriod: Integer
RegParamsRevision: String
RfRegion: String
Supports32BitFCnt: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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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sClassB: Boolean
SupportsClassC: Boolean
SupportsJoin: Boolean

Properties
ClassBTimeout
ClassBTimeout 값입니다.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00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assCTimeout
ClassCTimeout 값입니다.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00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cVersion
이 장치 프로파일과 함께 사용할 MAC 버전 (예: OTAA 1.1 or OTAA 1.0.3) 최대 길이는 64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DutyCycle
MaxDutyCycle 값입니다.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0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Eirp
MaxEIRP 값입니다.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5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ingSlotDr
PingSlotDR 값입니다.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5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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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gSlotFreq
PingSlotFreq 값입니다. 최소값은 1000000이고 최대값은 1670000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ingSlotPeriod
PingSlotPeriod 값입니다. 최소값은 128이고 최대값은 4096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ParamsRevision
리전별 파라미터 버전입니다. 최대 64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fRegion
주파수 대역(RFRegion) 값입니다. 최대 길이는 64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pports32BitFCnt
Supports32BitFCnt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pportsClassB
SupportsClassB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pportsClassC
SupportsClassC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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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pportsJoin
SupportsJoin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Wireless::PartnerAccount
파트너 계정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PartnerAccountId 및 PartnerType이(가) null인 경우 모든 파
트너 계정을 반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Wireless::PartnerAccount",
"Properties" : {
"PartnerAccountId" : String,
"Sidewalk" : SidewalkAccountInfo (p. 4118),
"Tags" : [ Tag, ... ]
}

YAML
Type: AWS::IoTWireless::PartnerAccount
Properties:
PartnerAccountId: String
Sidewalk:
SidewalkAccountInfo (p. 4118)
Tags:
- Tag

Properties
PartnerAccountId
업데이트할 파트너 계정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idewalk
Sidewalk 계정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idewalkAccountInfo (p. 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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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지정된 리소스에 연결할 태그입니다. 태그는 리소스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파트너 계정입니다.

Fn::GetAtt
Arn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SidewalkResponse
Sidewalk 계정 자격 증명입니다.

AWS::IoTWireless::PartnerAccount SidewalkAccountInfo
Sidewalk 계정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pServerPrivateKey" : String

YAML
AppServerPrivateKey: String

Properties
AppServerPrivateKey
Sidewalk 애플리케이션 서버 프라이빗 키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 프라이빗 키는 애플리케이션 암호
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밀 키입니다. AWS Secrets Manager에 값을 저장하여 애플리케이
션 서버 프라이빗 키를 보호하고 secretsmanager를 사용하여 이 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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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Wireless::PartnerAccount SidewalkUpdateAccount
Sidewalk 업데이트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pServerPrivateKey" : String

YAML
AppServerPrivateKey: String

Properties
AppServerPrivateKey
새 Sidewalk 애플리케이션 서버 프라이빗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Wireless::ServiceProfile
새 서비스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Wireless::ServiceProfile",
"Properties" : {
"LoRaWAN" : LoRaWANServiceProfile (p. 4121),
"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IoTWireless::ServiceProfile
Properties:
LoRaWAN:
LoRaWANServiceProfile (p. 4121)

API 버전 2010-05-15
411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Wireless
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LoRaWAN
LoRaWANServiceProfile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RaWANServiceProfile (p. 412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새 리소스의 이름입니다. 최대 길이는 256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태그에는 최소 0개에서 최대 50개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서비스 프로파일 ID를 반환합니
다.

Fn::GetAtt
Arn
생성된 서비스 프로파일의 ARN입니다.
Id
생성된 서비스 프로파일의 ID입니다.
LoRaWAN.ChannelMask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LoRaWAN.DevStatusReqFreq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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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aWAN.DlBucketSiz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LoRaWAN.DlRat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LoRaWAN.DlRatePolicy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LoRaWAN.DrMax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LoRaWAN.DrMi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LoRaWAN.HrAllowe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LoRaWAN.MinGwDiversity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LoRaWAN.NwkGeoLoc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LoRaWAN.PrAllowe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LoRaWAN.RaAllowe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LoRaWAN.ReportDevStatusBattery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LoRaWAN.ReportDevStatusMargi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LoRaWAN.TargetPer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LoRaWAN.UlBucketSiz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LoRaWAN.UlRat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LoRaWAN.UlRatePolicy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AWS::IoTWireless::ServiceProfile LoRaWANServiceProfile
LoRaWANServiceProfile 개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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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ddGwMetadata" : Boolean,
"ChannelMask" : String,
"DevStatusReqFreq" : Integer,
"DlBucketSize" : Integer,
"DlRate" : Integer,
"DlRatePolicy" : String,
"DrMax" : Integer,
"DrMin" : Integer,
"HrAllowed" : Boolean,
"MinGwDiversity" : Integer,
"NwkGeoLoc" : Boolean,
"PrAllowed" : Boolean,
"RaAllowed" : Boolean,
"ReportDevStatusBattery" : Boolean,
"ReportDevStatusMargin" : Boolean,
"TargetPer" : Integer,
"UlBucketSize" : Integer,
"UlRate" : Integer,
"UlRatePolicy" : String

YAML
AddGwMetadata: Boolean
ChannelMask: String
DevStatusReqFreq: Integer
DlBucketSize: Integer
DlRate: Integer
DlRatePolicy: String
DrMax: Integer
DrMin: Integer
HrAllowed: Boolean
MinGwDiversity: Integer
NwkGeoLoc: Boolean
PrAllowed: Boolean
RaAllowed: Boolean
ReportDevStatusBattery: Boolean
ReportDevStatusMargin: Boolean
TargetPer: Integer
UlBucketSize: Integer
UlRate: Integer
UlRatePolicy: String

Properties
AddGwMetadata
AddGWMetaData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hannelMask
ChannelMask 값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자입니다.
이 속성은 ReadOnly이므로 생성에 대해 입력할 수 없습니다. Fn::GetAtt와 함께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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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StatusReqFreq
DevStatusReqFreq 값입니다.
이 속성은 ReadOnly이므로 생성에 대해 입력할 수 없습니다. Fn::GetAtt와 함께 반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lBucketSize
DLBucketSize 값입니다.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2147483647입니다.
이 속성은 ReadOnly이므로 생성에 대해 입력할 수 없습니다. Fn::GetAtt와 함께 반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lRate
DLRate 값입니다.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2147483647입니다.
이 속성은 ReadOnly이므로 생성에 대해 입력할 수 없습니다. Fn::GetAtt와 함께 반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lRatePolicy
DLRatePolicy 값입니다. 최대 길이는 256자입니다.
이 속성은 ReadOnly이므로 생성에 대해 입력할 수 없습니다. Fn::GetAtt와 함께 반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rMax
DRMax 값입니다.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5입니다.
이 속성은 ReadOnly이므로 생성에 대해 입력할 수 없습니다. Fn::GetAtt와 함께 반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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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in
DRMin 값입니다.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5입니다.
이 속성은 ReadOnly이므로 생성에 대해 입력할 수 없습니다. Fn::GetAtt와 함께 반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rAllowed
핸드 오버 로밍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HRAllowed 값입니다.
이 속성은 ReadOnly이므로 생성에 대해 입력할 수 없습니다. Fn::GetAtt와 함께 반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GwDiversity
MinGwDiversity 값입니다.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100입니다.
이 속성은 ReadOnly이므로 생성에 대해 입력할 수 없습니다. Fn::GetAtt와 함께 반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wkGeoLoc
NwkGeoLoc 값입니다.
이 속성은 ReadOnly이므로 생성에 대해 입력할 수 없습니다. Fn::GetAtt와 함께 반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Allowed
수동 로밍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PRAllowed 값입니다.
이 속성은 ReadOnly이므로 생성에 대해 입력할 수 없습니다. Fn::GetAtt와 함께 반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Allowed
로밍 활성화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RAAllowed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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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ortDevStatusBattery
ReportDevStatusBattery 값입니다.
이 속성은 ReadOnly이므로 생성에 대해 입력할 수 없습니다. Fn::GetAtt와 함께 반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ortDevStatusMargin
ReportDevStatusMargin 값입니다.
이 속성은 ReadOnly이므로 생성에 대해 입력할 수 없습니다. Fn::GetAtt와 함께 반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Per
TargetPer 값입니다.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00입니다.
이 속성은 ReadOnly이므로 생성에 대해 입력할 수 없습니다. Fn::GetAtt와 함께 반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lBucketSize
UlBucketSize 값입니다.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2147483647입니다.
이 속성은 ReadOnly이므로 생성에 대해 입력할 수 없습니다. Fn::GetAtt와 함께 반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lRate
ULRate 값입니다.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2147483647입니다.
이 속성은 ReadOnly이므로 생성에 대해 입력할 수 없습니다. Fn::GetAtt와 함께 반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lRatePolicy
ULRatePolicy 값입니다. 최대 길이는 256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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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성은 ReadOnly이므로 생성에 대해 입력할 수 없습니다. Fn::GetAtt와 함께 반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Wireless::TaskDefinition
게이트웨이 작업 정의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Wireless::TaskDefinition",
"Properties" : {
"AutoCreateTasks" : Boolean,
"Name" : String,
"Tags" : [ Tag, ... ],
"Update" : UpdateWirelessGatewayTaskCreate (p. 4130)
}

YAML
Type: AWS::IoTWireless::TaskDefinition
Properties:
AutoCreateTasks: Boolean
Name: String
Tags:
- Tag
Update:
UpdateWirelessGatewayTaskCreate (p. 4130)

Properties
AutoCreateTasks
지정된 현재 버전의 모든 게이트웨이에 대해 이 작업 정의를 사용하여 작업을 자동으로 생성할지 여부입
니다. false인 경우, 작업은 CreateWirelessGatewayTask을(를) 호출하여 생성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새 리소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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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지정된 리소스에 연결할 태그입니다. 태그는 리소스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pdate
업데이트할 게이트웨이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UpdateWirelessGatewayTaskCreate (p. 41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작업 정의입니다.

Fn::GetAtt
Arn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Id
새 무선 게이트웨이 작업 정의의 ID입니다.

AWS::IoTWireless::TaskDefinition LoRaWANGatewayVersion
LoRaWANGatewayVersion 객체.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odel" : String,
"PackageVersion" : String,
"Station" : String

YAML
Model: String
PackageVersio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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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String

Properties
Model
무선 게이트웨이의 모델 번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ckageVersion
무선 게이트웨이 펌웨어의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ion
무선 게이트웨이의 기본 스테이션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Wireless::TaskDefinition LoRaWANUpdateGatewayTaskCreate
업데이트 펌웨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서명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urrentVersion" : LoRaWANGatewayVersion (p. 4127),
"SigKeyCrc" : Integer,
"UpdateSignature" : String,
"UpdateVersion" : LoRaWANGatewayVersion (p. 4127)

YAML
CurrentVersion:
LoRaWANGatewayVersion (p. 4127)
SigKeyCrc: Integer
UpdateSignature: String
UpdateVersion:
LoRaWANGatewayVersion (p. 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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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urrentVersion
업데이트를 받아야 하는 게이트웨이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RaWANGatewayVersion (p. 41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gKeyCrc
확인할 서명 프라이빗 키의 CRC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pdateSignature
업데이트 펌웨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서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pdateVersion
게이트웨이를 업데이트할 펌웨어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RaWANGatewayVersion (p. 41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Wireless::TaskDefinition LoRaWANUpdateGatewayTaskEntry
LoRaWANUpdateGatewayTaskEntry 객체.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urrentVersion" : LoRaWANGatewayVersion (p. 4127),
"UpdateVersion" : LoRaWANGatewayVersion (p. 4127)

YAML
Current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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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aWANGatewayVersion (p. 4127)
UpdateVersion:
LoRaWANGatewayVersion (p. 4127)

Properties
CurrentVersion
업데이트를 받아야 하는 게이트웨이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RaWANGatewayVersion (p. 41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pdateVersion
게이트웨이를 업데이트할 펌웨어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RaWANGatewayVersion (p. 41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Wireless::TaskDefinition UpdateWirelessGatewayTaskCreate
UpdateWirelessGatewayTaskCreate 객체.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oRaWAN" : LoRaWANUpdateGatewayTaskCreate (p. 4128),
"UpdateDataRole" : String,
"UpdateDataSource" : String

YAML
LoRaWAN:
LoRaWANUpdateGatewayTaskCreate (p. 4128)
UpdateDataRole: String
UpdateDataSource: String

Properties
LoRaWAN
LoRaWAN 무선 게이트웨이와 관련된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RaWANUpdateGatewayTaskCreate (p. 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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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pdateDataRole
S3 버킷에서 데이터를 읽는 데 사용되는 IAM 역할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pdateDataSource
S3 버킷에 대한 링크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Wireless::WirelessDevice
무선 디바이스를 프로비저닝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Wireless::WirelessDevice",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DestinationName" : String,
"LastUplinkReceivedAt" : String,
"LoRaWAN" : LoRaWANDevice (p. 4135),
"Name" : String,
"Tags" : [ Tag, ... ],
"ThingArn" : String,
"Type" : String
}

YAML
Type: AWS::IoTWireless::WirelessDevice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DestinationName: String
LastUplinkReceivedAt: String
LoRaWAN:
LoRaWANDevice (p. 4135)
Name: String
Tags:
- Tag
ThingArn: String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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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scription
새 리소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Name
새 무선 디바이스에 할당할 대상의 이름입니다. 영숫자, -(하이픈) 및 _(밑줄) 문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공
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stUplinkReceivedAt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RaWAN
무선 디바이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디바이스 구성 정보입니다. OtaaV10x, OtaaV11, AbpV11 또는
AbpV10x 중 하나 이상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RaWANDevice (p. 41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새 리소스의 이름입니다. 최대 길이는 256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태그에는 최소 0개에서 최대 50개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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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무선 디바이스 유형입니다. Sidewalk 또는 LoRaWAN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무선 디바이스 ID를 반환합니다.

Fn::GetAtt
Arn
생성된 무선 디바이스의 ARN입니다.
Id
생성된 무선 디바이스의 ID입니다.
ThingName
디바이스에 연결된 사물의 이름입니다. 디바이스에 사물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 값은 비어 있습니다.

AWS::IoTWireless::WirelessDevice AbpV10x
LoRaWAN 사양 v1.0.x용 ABP 장치 개체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vAddr" : String,
"SessionKeys" : SessionKeysAbpV10x (p. 4138)

YAML
DevAddr: String
SessionK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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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KeysAbpV10x (p. 4138)

Properties
DevAddr
DevAddr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ssionKeys
ABP v1.0.x에 대한 세션 키
Required: 예
Type: SessionKeysAbpV10x (p. 413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Wireless::WirelessDevice AbpV11
v1.1용 API를 생성하기 위한 ABP 장치 객체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vAddr" : String,
"SessionKeys" : SessionKeysAbpV11 (p. 4139)

YAML
DevAddr: String
SessionKeys:
SessionKeysAbpV11 (p. 4139)

Properties
DevAddr
DevAddr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ssionKeys
ABP v1.1용 세션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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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SessionKeysAbpV11 (p. 413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Wireless::WirelessDevice LoRaWANDevice
함수를 생성하기 위한 LoraWAN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bpV10x" : AbpV10x (p. 4133),
"AbpV11" : AbpV11 (p. 4134),
"DevEui" : String,
"DeviceProfileId" : String,
"OtaaV10x" : OtaaV10x (p. 4136),
"OtaaV11" : OtaaV11 (p. 4137),
"ServiceProfileId" : String

YAML
AbpV10x:
AbpV10x (p. 4133)
AbpV11:
AbpV11 (p. 4134)
DevEui: String
DeviceProfileId: String
OtaaV10x:
OtaaV10x (p. 4136)
OtaaV11:
OtaaV11 (p. 4137)
ServiceProfileId: String

Properties
AbpV10x
API 생성을 위한 [a-fA-F0-9]{32} 패턴의 LoRaWAN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bpV10x (p. 413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bpV11
v1.1용 API 생성을 위한 [a-fA-F0-9]{8} 패턴의 ABP 디바이스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bpV11 (p. 413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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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ui
[a-f0-9]{16} 패턴의 DevEUI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iceProfileId
새 무선 장치에 대한 장치 프로파일의 ID입니다. 최대 길이는 256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taaV10x
v1.0.x용 API를 생성하기 위한 OTAA 장치 객체
Required: 아니요
Type: OtaaV10x (p. 41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taaV11
API를 생성하기 위한 v1.1용 OTAA 장치 객체
Required: 아니요
Type: OtaaV11 (p. 413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ProfileId
서비스 프로필의 ID입니다. 최대 길이는 256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Wireless::WirelessDevice OtaaV10x
v1.0.x용 API를 생성하기 위한 OTAA 장치 객체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pEui" : String,
"AppKey" : String

API 버전 2010-05-15
413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Wireless

YAML
AppEui: String
AppKey: String

Properties
AppEui
[a-fA-F0-9]{16} 패턴의 AppEUI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pKey
AppKey 값입니다. AppKey는 애플리케이션 암호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밀 키입니다.
AppKey 값을 AWS Secrets Manager에 저장하여 보호하고 secretsmanager를 사용하여 이 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Wireless::WirelessDevice OtaaV11
API를 생성하기 위한 v1.1용 OTAA 장치 객체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pKey" : String,
"JoinEui" : String,
"NwkKey" : String

YAML
AppKey: String
JoinEui: String
NwkKey: String

Properties
AppKey
[a-fA-F0-9]{32} 패턴의 AppKey 값입니다. AppKey는 애플리케이션 암호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
해야 하는 비밀 키입니다. AppKey 값을 AWS Secrets Manager에 저장하여 보호하고 secretsmanager를
사용하여 이 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413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IoT Wireless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oinEui
[a-fA-F0-9]{16} 패턴의 JoinEUI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wkKey
NwkKey 값입니다. NwkKey는 애플리케이션 암호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밀 키입니다.
NwkKey 값을 AWS Secrets Manager에 저장하여 보호하고 secretsmanager를 사용하여 이 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Wireless::WirelessDevice SessionKeysAbpV10x
API 생성을 위한 LoRaWAN 객체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pSKey" : String,
"NwkSKey" : String

YAML
AppSKey: String
NwkSKey: String

Properties
AppSKey
AppSKey 값입니다. AppSKey는 애플리케이션 암호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밀 키입니다.
AppSKey 값을 AWS Secrets Manager에 저장하여 보호하고 secretsmanager를 사용하여 이 값을 참조
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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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kSKey
NwkSKey 값입니다. NwkSKey는 애플리케이션 암호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밀 키입니다.
NwkSKey 값을 AWS Secrets Manager에 저장하여 보호하고 secretsmanager를 사용하여 이 값을 참조
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Wireless::WirelessDevice SessionKeysAbpV11
ABP v1.1용 세션 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pSKey" : String,
"FNwkSIntKey" : String,
"NwkSEncKey" : String,
"SNwkSIntKey" : String

YAML
AppSKey: String
FNwkSIntKey: String
NwkSEncKey: String
SNwkSIntKey: String

Properties
AppSKey
AppSKey 값입니다. AppSKey는 애플리케이션 암호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밀 키입니다.
AppSKey 값을 AWS Secrets Manager에 저장하여 보호하고 secretsmanager를 사용하여 이 값을 참조
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NwkSIntKey
[a-fA-F0-9]{32} 패턴의 FNwkSIntKey 값입니다. FNwkSIntKey는 애플리케이션 암호와 비슷한 방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밀 키입니다. FNwkSIntKey 값을 AWS Secrets Manager에 저장하여 보호하고
secretsmanager를 사용하여 이 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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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wkSEncKey
NwkSEncKey 값입니다. NwkSEncKey는 애플리케이션 암호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밀 키
입니다. NwkSEncKey 값을 AWS Secrets Manager에 저장하여 보호하고 secretsmanager를 사용하여
이 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wkSIntKey
SNwkSIntKey 값입니다. SNwkSIntKey는 애플리케이션 암호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밀 키
입니다. SNwkSIntKey 값을 AWS Secrets Manager에 저장하여 보호하고 secretsmanager를 사용하여
이 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IoTWireless::WirelessGateway
무선 게이트웨이를 프로비저닝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oTWireless::WirelessGateway",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LastUplinkReceivedAt" : String,
"LoRaWAN" : LoRaWANGateway (p. 4142),
"Name" : String,
"Tags" : [ Tag, ... ],
"ThingArn" : String
}

YAML
Type: AWS::IoTWireless::WirelessGateway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LastUplinkReceivedAt: String
LoRaWAN:
LoRaWANGateway (p. 4142)
Name: String
Tags:
- Tag
Thing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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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scription
새 리소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stUplinkReceivedAt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RaWAN
무선 게이트웨이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게이트웨이 구성 정보입니다.
Required: 예
Type: LoRaWANGateway (p. 414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새 리소스의 이름입니다. 최대 길이는 256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태그에는 최소 0개에서 최대 50개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ing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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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무선 게이트웨이 ID를 반환합니
다.

Fn::GetAtt
Arn
생성된 무선 게이트웨이의 ARN입니다.
Id
생성된 무선 게이트웨이의 ID입니다.
ThingName
무선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사물의 이름입니다. 게이트웨이에 사물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 값은 비어 있습
니다.

AWS::IoTWireless::WirelessGateway LoRaWANGateway
LoRaWAN 무선 게이트웨이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atewayEui" : String,
"RfRegion" : String

YAML
GatewayEui: String
RfRegion: String

Properties
GatewayEui
^(([0-9A-Fa-f]{2}-){7}|([0-9A-Fa-f]{2}:){7}|([0-9A-Fa-f]{2}\s){7}|([0-9A-Faf]{2}){7})([0-9A-Fa-f]{2})$ 패턴의 게이트웨이 EUI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fRegion
주파수 대역(RFRegion) 값입니다. 최대 길이는 6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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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IVS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IVS::Channel (p. 4143)
• AWS::IVS::PlaybackKeyPair (p. 4147)
• AWS::IVS::RecordingConfiguration (p. 4150)
• AWS::IVS::StreamKey (p. 4154)

AWS::IVS::Channel
AWS::IVS::Channel 리소스는 Amazon IVS 채널을 지정합니다. 채널은 라이브 스트림과 관련된 구성 정
보를 저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Interactive Video Service API 참조에서 CreateChannel을 참조하
세요.

Note
기본적으로 IVS API CreateChannel 엔드포인트는 채널에 더해 스트림 키를 생성합니다. Amazon
IVS 채널 리소스는 스트림 키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스트림 키를 생성하려면 StreamKey 리소스를
대신 사용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VS::Channel",
"Properties" : {
"Authorized" : Boolean,
"LatencyMode" : String,
"Name" : String,
"RecordingConfigurationArn" : String,
"Tags" : [ Tag, ... ],
"Type" : String
}

YAML
Type: AWS::IVS::Channel
Properties:
Authorized: Boolean
LatencyMode: String
Name: String
RecordingConfigurationArn: String
Tags:
- Tag
Type: String

API 버전 2010-05-15
414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IVS

Properties
Authorized
채널에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기본값: fals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tencyMode
채널 지연 시간 모드입니다. 유효한 값:
• NORMAL: 최대 Full HD의 라이브 동영상을 브로드캐스팅하고 전송하려면 NORMAL을 사용합니다.
• LOW: 최종 사용자와 거의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하려면 LOW를 사용합니다.

Note
Amazon IVS 콘솔에서 LOW 및 NORMAL은 각각 Ultra-low 및 Standard에 해당합니다.
기본값: LOW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LOW | NORMA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채널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28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ordingConfigurationArn
RecordingConfiguration 리소스의 ARN입니다. 빈 문자열은 채널에 대한 기록이 비활성화되었음을 나타
냅니다. RecordingConfiguration ARN은 지정된 기록 구성을 사용하여 기록이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냅니
다. 자세한 내용과 예제는 RecordingConfiguration 리소스를 참조하세요.
기본값: ""(빈 문자열, 기록 비활성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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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arn:aws:ivs:[a-z0-9-]+:[0-9]+:recording-configuration/[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허용되는 해상도와 비트레이트를 결정하는 채널 유형입니다. 허용되는 해상도 또는 비트레이트를 초과
하면 스트림 연결이 즉시 끊어집니다. 유효한 값:
• STANDARD: 원래 입력에서 여러 가지 품질이 생성되어 최종 사용자의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조건에
가장 적합한 경험을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해상도는 최대 1080p이고 비트레이트는 최대 8.5Mbps일
수 있습니다. 오디오는 360p 이하의 변환에 대해서만 트랜스코딩됩니다. 그 이상에서는 오디오가 전
달됩니다.
• BASIC: 최종 사용자에게 원래 입력을 제공합니다. 최종 사용자의 동영상 품질 선택은 원래 입력으로
제한됩니다. 해상도는 최대 480p이고 비트레이트는 최대 1.5Mbps일 수 있습니다.
기본값: STANDAR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ASIC | STANDAR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채널 ARN을 반환합니다. 예:
{ "Ref": "myChannel" }
Amazon IVS 채널 myChannel의 경우 Ref는 채널 ARN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채널 ARN입니다. 예: arn:aws:ivs:us-west-2:123456789012:channel/abcdABCDef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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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estEndpoint
채널 수집 엔드포인트이며 수집 서버 정의의 일부이고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설정할 때 사용됩니다.
예: a1b2c3d4e5f6.global-contribute.live-video.net
PlaybackUrl
채널 재생 URL입니다. 예: https://a1b2c3d4e5f6.us-west-2.playback.live-video.net/
api/video/v1/us-west-2.123456789012.channel.abcdEFGH.m3u8

예제
채널 및 스트림 키 템플릿 예
다음 예제에서는 Amazon IVS 채널 및 스트림 키를 지정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Channel": {
"Type": "AWS::IVS::Channel",
"Properties": {
"Name": "MyChannel",
"Tags": [
{
"Key": "MyKey",
"Value": "MyValue"
}
]
}
},
"StreamKey": {
"Type": "AWS::IVS::StreamKey",
"Properties": {
"ChannelArn": {"Ref": "Channel"},
"Tags": [
{
"Key": "MyKey",
"Value": "MyValue"
}
]
}
}
},
"Outputs": {
"ChannelArn": {
"Value": {"Ref": "Channel"}
},
"ChannelIngestEndpoint": {
"Value": {
"Fn::GetAtt": [
"Channel",
"IngestEndpoint"
]
}
},
"ChannelPlaybackUrl": {
"Value": {
"Fn::GetAtt": [

API 버전 2010-05-15
414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IVS

}

}

}

]

"Channel",
"PlaybackUrl"

},
"StreamKeyArn": {
"Value": {"Ref": "StreamKey"}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Channel:
Type: AWS::IVS::Channel
Properties:
Name: MyChannel
Tags:
- Key: MyKey
Value: MyValue
StreamKey:
Type: AWS::IVS::StreamKey
Properties:
ChannelArn: !Ref Channel
Tags:
- Key: MyKey
Value: MyValue
Outputs:
ChannelArn:
Value: !Ref Channel
ChannelIngestEndpoint:
Value: !GetAtt Channel.IngestEndpoint
ChannelPlaybackUrl:
Value: !GetAtt Channel.PlaybackUrl
StreamKeyArn:
Value: !Ref StreamKey

참고 항목
• Amazon Interactive Video Service 시작하기
• Channel 데이터 유형
• CreateChannel API 엔드포인트

AWS::IVS::PlaybackKeyPair
AWS::IVS::PlaybackKeyPair 리소스는 Amazon IVS 재생 키 페어를 지정합니다. Amazon IVS는 퍼블
릭 재생 키를 사용하여 해당하는 프라이빗 키로 서명된 재생 토큰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Interactive Video Service 사용 설명서에서 프라이빗 채널 설정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IVS::PlaybackKey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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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
"Name" : String,
"PublicKeyMaterial"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IVS::PlaybackKeyPair
Properties:
Name: String
PublicKeyMaterial: String
Tags:
- Tag

Properties
Name
재생 키 페어 이름입니다. 값은 고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28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ublicKeyMaterial
고객이 생성한 키 페어의 공개 부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재생 키 페어 ARN을 반환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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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myPlaybackKeyPair" }
Amazon IVS 재생 키 페어 myPlaybackKeyPair의 경우 Ref는 재생 키 페어 ARN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키 페어 ARN입니다. 예: arn:aws:ivs:us-west-2:693991300569:playback-key/f99cde61c2b0-4df3-8941-ca7d38acca1a
Fingerprint
키 페어 식별자입니다. 예: 98:0d:1a:a0:19:96:1e:ea:0a:0a:2c:9a:42:19:2b:e7

예제
재생 키 페어 템플릿 예
다음 예제에서는 Amazon IVS 재생 키 페어를 지정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PlaybackKeyPair": {
"Type": "AWS::IVS::PlaybackKeyPair",
"Properties": {
"PublicKeyMaterial": "-----BEGIN PUBLIC KEY----\nMHYwEAYHKoZIzj0CAQYFK4EEACIDYgAEwOR43ETwEoWif1i14aL8GtDMNkT/kBQm\nh4sas9P//
bjCU988rmQQXVBfftKT9xngg+W6hzOEpeUlCRlAtz6b6U79naYYRaSk\nK/UhYGWkXlbJlc9zn13imYWgVGe/BMFp
\n-----END PUBLIC KEY-----\n",
"Name": "MyPlaybackKeyPair",
"Tags": [
{
"Key": "MyKey",
"Value": "MyValue"
}
]
}
}
},
"Outputs": {
"PlaybackKeyPairArn": {
"Value": {"Ref": "PlaybackKeyPair"}
},
"PlaybackKeyPairFingerprint": {
"Value": {
"Fn::GetAtt": [
"PlaybackKeyPair",
"Fingerprin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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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PlaybackKeyPair:
Type: AWS::IVS::PlaybackKeyPair
Properties:
PublicKeyMaterial: |
-----BEGIN PUBLIC KEY----MHYwEAYHKoZIzj0CAQYFK4EEACIDYgAEwOR43ETwEoWif1i14aL8GtDMNkT/kBQm
h4sas9P//bjCU988rmQQXVBfftKT9xngg+W6hzOEpeUlCRlAtz6b6U79naYYRaSk
K/UhYGWkXlbJlc9zn13imYWgVGe/BMFp
-----END PUBLIC KEY----Name: MyPlaybackKeyPair
Tags:
- Key: MyKey
Value: MyValue
Outputs:
PlaybackKeyPairArn:
Value: !Ref PlaybackKeyPair
PlaybackKeyPairFingerprint:
Value: !GetAtt PlaybackKeyPair.Fingerprint

참고 항목
• 프라이빗 채널 설정
• PlaybackKeyPair 데이터 유형
• ImportPlaybackKeyPair API 엔드포인트

AWS::IVS::RecordingConfiguration
AWS::IVS::RecordingConfiguration 리소스는 Amazon IVS 기록 구성을 지정합니다. 기록 구
성을 사용하면 채널의 라이브 스트림을 데이터 스토어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널에서 동일한
레코딩 구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Interactive Video Service API 참조에서
RecordingConfiguration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IVS::RecordingConfiguration",
"Properties" : {
"DestinationConfiguration" : DestinationConfiguration (p. 4153),
"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IVS::RecordingConfiguration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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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ationConfiguration:
DestinationConfiguration (p. 4153)
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tinationConfiguration
대상 구성에는 기록된 비디오가 저장되는 위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estinationConfiguration 속성 유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DestinationConfiguration (p. 415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레코딩 구성 이름입니다. 값은 고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28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기록 구성 ARN을 반환합니다. 예:
{ "Ref": "myRecordingConfiguration" }
Amazon IVS 기록 구성 myRecordingConfiguration의 경우 Ref는 기록 구성 ARN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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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기록 구성 ARN입니다. 예: arn:aws:ivs:us-west-2:123456789012:recordingconfiguration/abcdABCDefgh
State
기록 구성의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상태가 ACTIVE이면 이 구성으로 채널 스트림을 기록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유효한 값: CREATING | CREATE_FAILED | ACTIVE

예제
기록 구성 템플릿 예
다음 예제에서는 S3 버킷에 라이브 채널 스트림을 기록하는 Amazon IVS 채널을 지정합니다.

JSON
{

}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
"RecordingConfiguration": {
"Type": "AWS::IVS::RecordingConfiguration",
"DependsOn": "S3Bucket",
"Properties": {
"Name": “MyRecordingConfiguration”,
"DestinationConfiguration": {
"S3": {
"BucketName": {
"Ref": "S3Bucket"
}
}
},
"ThumbnailConfiguration": {
"RecordingMode": "INTERVAL",
"TargetIntervalSeconds": 60
}
}
},
"Channel": {
"Type": "AWS::IVS::Channel",
"DependsOn": "RecordingConfiguration",
"Properties": {
"Name": "MyRecordedChannel",
"RecordingConfigurationArn": {
"Ref": "RecordingConfiguration"
}
}
}
}

YAML
Resources:
S3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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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S3::Bucket
RecordingConfiguration:
Type: AWS::IVS::RecordingConfiguration
DependsOn: S3Bucket
Properties:
Name: MyRecordingConfiguration
DestinationConfiguration:
S3:
BucketName: !Ref S3Bucket
ThumbnailConfiguration:
RecordingMode: INTERVAL
TargetIntervalSeconds: 60
Channel:
Type: AWS::IVS::Channel
DependsOn: RecordingConfiguration
Properties:
Name: MyRecordedChannel
RecordingConfigurationArn: !Ref RecordingConfiguration

참고 항목
• Amazon Interactive Video Service 시작하기
• Amazon S3에 기록
• RecordingConfiguration API 데이터 유형
• DestinationConfiguration API 데이터 유형
• S3DestinationConfiguration API 데이터 유형
• CreateRecordingConfiguration API 엔드포인트

AWS::IVS::RecordingConfiguration DestinationConfiguration
DestinationConfiguration 속성 유형은 녹화된 비디오가 저장될 위치를 설명합니다. 각 멤버는 대상 구성의 유
형을 나타냅니다. 녹음/녹화의 경우 대상 구성 유형을 하나만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 :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154)

YAML
S3: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154)

Properties
S3
녹화된 비디오가 저장될 S3 대상 구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3DestinationConfiguration 속성 유형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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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15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IVS::RecordingConfiguration S3DestinationConfiguration
S3DestinationConfiguration 속성 유형은 녹화된 비디오가 저장될 S3 위치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Name" : String

YAML
BucketName: String

Properties
BucketName
녹화된 비디오가 저장될 위치(S3 버킷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Pattern: ^[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IVS::StreamKey
AWS::IVS::StreamKey 리소스는 참조된 채널에 연결된 Amazon IVS 스트림 키를 지정합니다. 스트림 키
를 사용하여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IVS::StreamKey",
"Proper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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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nelArn" : String,
"Tags" : [ Tag, ... ]

YAML
Type: AWS::IVS::StreamKey
Properties:
ChannelAr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ChannelArn
스트림의 채널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rn:aws:[is]vs:[a-z0-9-]+:[0-9]+:channel/[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ARN. 예:
{ "Ref": "myStreamKey" }
Amazon IVS 스트림 키 myStreamKey의 경우 Ref는 스트림 키 ARN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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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스트림-키 ARN입니다. 예: arn:aws:ivs:us-west-2:123456789012:stream-key/
g1H2I3j4k5L6
Value
스트림-키 값입니다. 예: sk_us-west-2_abcdABCDefgh_567890abcdef

예제
채널 및 스트림 키 템플릿 예
다음 예제에서는 Amazon IVS 채널 및 스트림 키를 지정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Channel": {
"Type": "AWS::IVS::Channel",
"Properties": {
"Name": "MyChannel",
"Tags": [
{
"Key": "MyKey",
"Value": "MyValue"
}
]
}
},
"StreamKey": {
"Type": "AWS::IVS::StreamKey",
"Properties": {
"ChannelArn": {"Ref": "Channel"},
"Tags": [
{
"Key": "MyKey",
"Value": "MyValue"
}
]
}
}
},
"Outputs": {
"ChannelArn": {
"Value": {"Ref": "Channel"}
},
"ChannelIngestEndpoint": {
"Value": {
"Fn::GetAtt": [
"Channel",
"IngestEndpoint"
]
}
},
"ChannelPlaybackUrl":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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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
"Channel",
"PlaybackUrl"
]

}

}

}
},
"StreamKeyArn": {
"Value": {"Ref": "StreamKey"}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Channel:
Type: AWS::IVS::Channel
Properties:
Name: MyChannel
Tags:
- Key: MyKey
Value: MyValue
StreamKey:
Type: AWS::IVS::StreamKey
Properties:
ChannelArn: !Ref Channel
Tags:
- Key: MyKey
Value: MyValue
Outputs:
ChannelArn:
Value: !Ref Channel
ChannelIngestEndpoint:
Value: !GetAtt Channel.IngestEndpoint
ChannelPlaybackUrl:
Value: !GetAtt Channel.PlaybackUrl
StreamKeyArn:
Value: !Ref StreamKey

참고 항목
• Amazon Interactive Video Service 시작하기
• StreamKey 데이터 유형
• CreateStreamKey API 엔드포인트

Amazon Kendra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Kendra::DataSource (p. 4157)
• AWS::Kendra::Faq (p. 4209)
• AWS::Kendra::Index (p. 4212)

AWS::Kendra::DataSource
Amazon Kendra 인덱스와 함께 사용할 데이터 원본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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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원본의 이름, 커넥터 유형 및 설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Kendra::DataSource",
"Properties" : {
"DataSourceConfiguration" : DataSourceConfiguration (p. 4178),
"Description" : String,
"IndexId" : String,
"Name" : String,
"RoleArn" : String,
"Schedule" : String,
"Tags" : [ Tag, ... ],
"Type" : String
}

YAML
Type: AWS::Kendra::DataSource
Properties:
DataSourceConfiguration:
DataSourceConfiguration (p. 4178)
Description: String
IndexId: String
Name: String
RoleArn: String
Schedule: String
Tags:
- Tag
Type: String

Properties
DataSourceConfiguration
Amazon Kendra 데이터 원본의 구성 정보입니다. 구성 내용은 데이터 원본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구
성에서 한 가지 유형의 데이터 원본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원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Amazon S3
• Confluence
• 사용자 지정
• 데이터베이스
• Microsoft OneDrive
• Microsoft SharePoint
• Salesforce
• ServiceNow
Type 파라미터가 CUSTOM으로 설정된 경우 Configuration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Configuration 파라미터는 다른 모든 데이터 원본에서 필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API 버전 2010-05-15
415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Kendra

Type: DataSourceConfiguration (p. 41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dexId
이 데이터 원본과 연결되어야 하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데이터 원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0
Pattern: [a-zA-Z0-9][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데이터 원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Type 파라미터가 CUSTOM으로 설정된 경우 RoleArn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RoleArn 파라미터는 다른 모든 데이터 원본에서 필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
Amazon Kendra가 데이터 원본에서 문서를 확인하고 인덱스를 업데이트하는 빈도를 설정합니다. 일정
을 설정하지 않으면 Amazon Kendra가 정기적으로 인덱스를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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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이 리소스에 적용할 키-값 페어의 배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데이터 소스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NFLUENCE | CUSTOM | DATABASE | GOOGLEDRIVE | ONEDRIVE | S3 |
SALESFORCE | SERVICENOW | SHAREPOINT | WEBCRAWLER | WORKDOC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데이터 원본 ID. 예:
{ "Ref": "<data source ID>|<index ID>"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데이터 원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
arn:aws:kendra:us-west-2:111122223333:index/335c3741-41df-46a6b5d3-61f85b787884/data-source/b8cae438-6787-4091-8897-684a652bbb0a
Id
데이터 원본의 식별자입니다. 예:
b8cae438-6787-4091-8897-684a652bbb0a를 선택하십시오.

AWS::Kendra::DataSource AccessControlListConfiguration
데이터 원본의 문서에 대한 액세스 제어 목록 파일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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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Path" : String

YAML
KeyPath: String

Properties
KeyPath
액세스 제어 목록 파일이 포함된 AWS S3 버킷의 경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AclConfiguration
그룹별로 쿼리 응답을 필터링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owedGroupsColumnName" : String

YAML
AllowedGroupsColumnName: String

Properties
AllowedGroupsColumnName
사용자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쿼리 응답을 필터링하는 그룹의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목록입니다. 이 문서
는 쿼리 작업의 UserContext 필드에 지정된 그룹 중 하나에 속한 사용자에게만 반환됩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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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ColumnConfiguration
Amazon Kendra가 인덱스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hangeDetectingColumns" : [ String, ... ],
"DocumentDataColumnName" : String,
"DocumentIdColumnName" : String,
"DocumentTitleColumnName" : String,
"FieldMappings" :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 ]

YAML
ChangeDetectingColumns:
- String
DocumentDataColumnName: String
DocumentIdColumnName: String
DocumentTitleColumnName: String
FieldMappings: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Properties
ChangeDetectingColumns
데이터베이스의 문서가 변경되었을 때를 나타내는 1~5개의 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cumentDataColumnName
문서의 내용이 들어 있는 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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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00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cumentIdColumnName
문서의 고유 식별자를 제공하는 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cumentTitleColumnName
문서의 제목이 들어 있는 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Mappings
데이터베이스 열 이름을 인덱스의 해당 필드에 매핑하는 객체의 배열입니다. 먼저 UpdateIndex 작업을
사용하여 인덱스에 필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ConfluenceAttachmentConfiguration
합류 데이터 원본에 대한 첨부 파일 설정을 지정합니다. 첨부 파일 설정은 선택 사항입니다. 설정 첨부 파일
을 지정하지 않으면 Amazon Kendra에서 해당 첨부 파일을 인덱싱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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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achmentFieldMappings" : [ ConfluenceAttachmentToIndexFieldMapping (p. 4164), ... ],
"CrawlAttachments" : Boolean

YAML
AttachmentFieldMappings:
- ConfluenceAttachmentToIndexFieldMapping (p. 4164)
CrawlAttachments: Boolean

Properties
AttachmentFieldMappings
첨부파일 메타데이터 필드를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필드를 매핑하려면 먼저 콘솔
또는 UpdateIndex 작업을 사용하여 일치하는 유형의 인덱스 필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AttachentFieldMappings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필드 매핑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fluenceAttachmentToIndexFieldMapping (p. 4164) 목록
Maximum: 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awlAttachments
Amazon Kendra가 Confluence 데이터 소스의 페이지 및 블로그에 첨부 파일을 인덱싱할지 여부를 나타
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ConfluenceAttachmentToIndexFieldMapping
Confluence 데이터 원본의 필드와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간의 매핑을 정의합니다.
먼저 UpdateIndex 작업을 사용하여 인덱스 필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SourceFieldName" : String,
"DateFieldFormat" : String,
"IndexFieldName" : String

YAML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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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ataSourceFieldName
데이터 원본의 필드 이름입니다.
먼저 UpdateIndex 작업을 사용하여 인덱스 필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UTHOR | CONTENT_TYPE | CREATED_DATE | DISPLAY_URL | FILE_SIZE |
ITEM_TYPE | PARENT_ID | SPACE_KEY | SPACE_NAME | URL | VERSI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eFieldFormat
데이터 원본의 날짜 필드 형식입니다. 에 지정된 필드가 날짜 DataSourceFieldName 필드인 경우 날
짜 형식을 지정해야 합니다. 필드가 날짜 필드가 아닌 경우 예외가 발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4
Maximum: 40
Pattern: ^(?!\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dexFieldName
Confluence 데이터 원본 필드에 매핑할 인덱스 필드의 이름입니다. 인덱스 필드 유형은 합류 필드 유형
과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0
Pattern: ^\P{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ConfluenceBlogConfiguration
Confluence 데이터 소스에 대한 블로그 설정을 지정합니다. ConfluenceConfiguration 유형의
ExclusionPatterns 또는 InclusionPatterns 필드로 인덱스에서 필터링되지 않는 한 블로그는 항상
인덱싱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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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BlogFieldMappings" : [ ConfluenceBlogToIndexFieldMapping (p. 4166), ... ]

YAML
BlogFieldMappings:
- ConfluenceBlogToIndexFieldMapping (p. 4166)

Properties
BlogFieldMappings
블로그 메타데이터 필드를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필드를 매핑하려면 먼저 콘솔 또
는 UpdateIndex 작업을 사용하여 일치하는 유형의 인덱스 필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BlogFieldMappings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필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fluenceBlogToIndexFieldMapping (p. 4166) 목록
Maximum: 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ConfluenceBlogToIndexFieldMapping
Confluence 데이터 원본의 블로그 필드와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간의 매핑을 정의합니다.
먼저 UpdateIndex 작업을 사용하여 인덱스 필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SourceFieldName" : String,
"DateFieldFormat" : String,
"IndexFieldName" : String

YAML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Properties
DataSourceFieldName
데이터 원본의 필드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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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UTHOR | DISPLAY_URL | ITEM_TYPE | LABELS | PUBLISH_DATE | SPACE_KEY
| SPACE_NAME | URL | VERSI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eFieldFormat
데이터 원본의 날짜 필드 형식입니다. 에 지정된 필드가 날짜 DataSourceFieldName 필드인 경우 날
짜 형식을 지정해야 합니다. 필드가 날짜 필드가 아닌 경우 예외가 발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4
Maximum: 40
Pattern: ^(?!\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dexFieldName
Confluence 데이터 원본 필드에 매핑할 인덱스 필드의 이름입니다. 인덱스 필드 유형은 합류 필드 유형
과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0
Pattern: ^\P{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ConfluenceConfiguration
Confluence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본의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ttachmentConfiguration" : ConfluenceAttachmentConfiguration (p. 4163),
"BlogConfiguration" : ConfluenceBlogConfiguration (p. 4165),
"ExclusionPatterns" : [ String, ... ],
"InclusionPatterns" : [ String, ... ],
"PageConfiguration" : ConfluencePageConfiguration (p. 4170),
"SecretArn" : String,
"ServerUrl" : String,
"SpaceConfiguration" : ConfluenceSpaceConfiguration (p. 4172),
"Versi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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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cConfiguration" :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4181)

YAML
AttachmentConfiguration:
ConfluenceAttachmentConfiguration (p. 4163)
BlogConfiguration:
ConfluenceBlogConfiguration (p. 4165)
ExclusionPatterns:
- String
InclusionPatterns:
- String
PageConfiguration:
ConfluencePageConfiguration (p. 4170)
SecretArn: String
ServerUrl: String
SpaceConfiguration:
ConfluenceSpaceConfiguration (p. 4172)
Version: String
VpcConfiguration: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4181)

Properties
AttachmentConfiguration
Confluence 블로그 및 페이지에 첨부 파일을 인덱싱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fluenceAttachmentConfiguration (p. 41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logConfiguration
Confluence 블로그 인덱싱을 위한 구성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fluenceBlogConfiguration (p. 416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lusionPatterns
Confluence 서버의 URL에 적용되는 수식 패턴 목록입니다. 제외 패턴은 블로그 게시물, 페이지, 공간 또
는 첨부 파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는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항목이 제외 패턴과 포함 패턴 모두와 일치하면 항목이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sionPatterns
Confluence 서버의 URL에 적용되는 수식 패턴 목록입니다. 포함 패턴은 블로그 게시물, 페이지, 공간 또
는 첨부 파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
API 버전 2010-05-15
416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Kendra

는 문서는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항목이 포함 패턴과 제외 패턴 모두와 일치하면 항목이 인덱스에 포
함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geConfiguration
Confluence 페이지를 인덱싱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fluencePageConfiguration (p. 417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Arn
Confluence 서버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키/값 페어가 포함된 AWS Secrets Manager 비밀의 Amazon 리
소스 이름(ARN)입니다. 비밀에는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username - Confluence 서버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 또는 전자 메일 주소입
니다.
• password - Confluence 인스턴스에 로그인하는 사용자와 연결된 암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4
Pattern: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erUrl
Confluence 인스턴스의 URL입니다. 서버의 전체 URL을 사용합니다. 예: https://
server.example.com:port/. IP 주소 (예: https://192.168.1.113/)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https?|ftp|file):\/\/([^\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aceConfiguration
Confluence 공간을 인덱싱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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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onfluenceSpaceConfiguration (p. 417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연결 중인 Confluence 설치의 버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LOUD | SERVER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Configuration
Amazon VPC에 연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418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ConfluencePageConfiguration
합류 데이터 소스에 대한 페이지 설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geFieldMappings" : [ ConfluencePageToIndexFieldMapping (p. 4171), ... ]

YAML
PageFieldMappings:
- ConfluencePageToIndexFieldMapping (p. 4171)

Properties
PageFieldMappings
블로그 메타데이터 필드를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필드를 매핑하려면 먼저 콘솔 또
는 UpdateIndex 작업을 사용하여 일치하는 유형의 인덱스 필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PageFieldMappings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필드 매핑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fluencePageToIndexFieldMapping (p. 4171) 목록
Maximum: 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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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Kendra::DataSource ConfluencePageToIndexFieldMapping
Confluence 데이터 원본의 필드와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간의 매핑을 정의합니다.
먼저 UpdateIndex 작업을 사용하여 인덱스 필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SourceFieldName" : String,
"DateFieldFormat" : String,
"IndexFieldName" : String

YAML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Properties
DataSourceFieldName
데이터 원본의 필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UTHOR | CONTENT_STATUS | CREATED_DATE | DISPLAY_URL | ITEM_TYPE |
LABELS | MODIFIED_DATE | PARENT_ID | SPACE_KEY | SPACE_NAME | URL | VERSI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eFieldFormat
데이터 원본의 날짜 필드 형식입니다. 에 지정된 필드가 날짜 DataSourceFieldName 필드인 경우 날
짜 형식을 지정해야 합니다. 필드가 날짜 필드가 아닌 경우 예외가 발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4
Maximum: 40
Pattern: ^(?!\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dexFieldName
Confluence 데이터 원본 필드에 매핑할 인덱스 필드의 이름입니다. 인덱스 필드 유형은 합류 필드 유형
과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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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0
Pattern: ^\P{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ConfluenceSpaceConfiguration
Confluence 공간 색인화를 위한 구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rawlArchivedSpaces" : Boolean,
"CrawlPersonalSpaces" : Boolean,
"ExcludeSpaces" : [ String, ... ],
"IncludeSpaces" : [ String, ... ],
"SpaceFieldMappings" : [ ConfluenceSpaceToIndexFieldMapping (p. 4173), ... ]

YAML
CrawlArchivedSpaces: Boolean
CrawlPersonalSpaces: Boolean
ExcludeSpaces:
- String
IncludeSpaces:
- String
SpaceFieldMappings:
- ConfluenceSpaceToIndexFieldMapping (p. 4173)

Properties
CrawlArchivedSpaces
Amazon Kendra가 보관된 공간을 인덱싱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awlPersonalSpaces
Amazon Kendra가 개인 공간을 인덱싱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사용자는 개인 공간의 항목에 제한을 추
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공간이 인덱싱되는 경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가 없는 쿼리는 결과에서 개인 공
간에서 제한된 항목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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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ludeSpaces
Confluence 공간의 공간 키 리스트입니다. 키를 포함하면 스페이스의 블로그, 문서 및 첨부 파일이 인덱
싱되지 않습니다. 공간이 ExcludeSpaces 및 IncludeSpaces 리스트에 모두 있으면 해당 공간이 제
외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Spaces
Confluence 공간에 대한 공간 키 리스트입니다. 키를 포함하면 스페이스의 블로그, 문서 및 첨부 파일
이 인덱싱됩니다. 목록에 없는 공간은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목록에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
으면 데이터 소스가 동기화될 때 Amazon Kendra가 오류를 기록합니다. 공간이 IncludeSpaces 및
ExcludeSpaces 리스트에 모두 있으면 해당 공간이 제외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aceFieldMappings
공간 메타데이터 필드를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필드를 매핑하려면 먼저 콘솔 또는
UpdateIndex 작업을 사용하여 일치하는 유형의 인덱스 필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SpaceFieldMappings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필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fluenceSpaceToIndexFieldMapping (p. 4173) 목록
Maximum: 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ConfluenceSpaceToIndexFieldMapping
Confluence 데이터 원본의 필드와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간의 매핑을 정의합니다.
먼저 UpdateIndex 작업을 사용하여 인덱스 필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SourceFieldName" : String,
"DateFieldFormat" : String,
"IndexField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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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Properties
DataSourceFieldName
데이터 원본의 필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PLAY_URL | ITEM_TYPE | SPACE_KEY | UR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eFieldFormat
데이터 원본의 날짜 필드 형식입니다. 에 지정된 필드가 날짜 DataSourceFieldName 필드인 경우 날
짜 형식을 지정해야 합니다. 필드가 날짜 필드가 아닌 경우 예외가 발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4
Maximum: 40
Pattern: ^(?!\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dexFieldName
Confluence 데이터 원본 필드에 매핑할 인덱스 필드의 이름입니다. 인덱스 필드 유형은 합류 필드 유형
과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0
Pattern: ^\P{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ConnectionConfiguration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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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DatabaseHost" : String,
"DatabaseName" : String,
"DatabasePort" : Integer,
"SecretArn" : String,
"TableName" : String

YAML
DatabaseHost: String
DatabaseName: String
DatabasePort: Integer
SecretArn: String
TableName: String

Properties
DatabaseHost
데이터베이스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문자열(host.subdomain.domain.tld)이거나 IPv4 또는 IPv6 주소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Name
문서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Port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에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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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Arn
AWS Secrets Manager에 저장된 자격 증명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자격 증명은 사용자/
암호 페어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AWS Secrets
Manag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에서 AWS Secrets Manager란 무엇
입니까?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4
Pattern: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Name
문서 데이터가 포함된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DatabaseConfiguration
데이터베이스를 인덱스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lConfiguration" : AclConfiguration (p. 4161),
"ColumnConfiguration" : ColumnConfiguration (p. 4162),
"ConnectionConfiguration" : ConnectionConfiguration (p. 4174),
"DatabaseEngineType" : String,
"SqlConfiguration" : SqlConfiguration (p. 4208),
"VpcConfiguration" :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4181)

YAML
Acl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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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Configuration (p. 4161)
ColumnConfiguration:
ColumnConfiguration (p. 4162)
ConnectionConfiguration:
ConnectionConfiguration (p. 4174)
DatabaseEngineType: String
SqlConfiguration:
SqlConfiguration (p. 4208)
VpcConfiguration: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4181)

Properties
AclConfiguration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열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lConfiguration (p. 416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lumnConfiguration
인덱스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서 정보를 가져와야 하는 위치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예
Type: ColumnConfiguration (p. 416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ionConfiguration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예
Type: ConnectionConfiguration (p. 417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EngineType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RDS_AURORA_MYSQL | RDS_AURORA_POSTGRESQL | RDS_MYSQL |
RDS_POSTGRESQ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qlConfiguration
Amazon Kendra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을 쿼리할 때 SQL 식별자 주위에 따옴표를 사용하는 방법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qlConfiguration (p. 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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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Configuration
Amazon VPC에 연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418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DataSourceConfiguration
Amazon Kendra 데이터 원본의 구성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fluenceConfiguration" : ConfluenceConfiguration (p. 4167),
"DatabaseConfiguration" : DatabaseConfiguration (p. 4176),
"GoogleDriveConfiguration" : GoogleDriveConfiguration (p. 4182),
"OneDriveConfiguration" : OneDriveConfiguration (p. 4184),
"S3Configuration" : S3DataSourceConfiguration (p. 4187),
"SalesforceConfiguration" : SalesforceConfiguration (p. 4192),
"ServiceNowConfiguration" : ServiceNowConfiguration (p. 4200),
"SharePointConfiguration" : SharePointConfiguration (p. 4205)

YAML
ConfluenceConfiguration:
ConfluenceConfiguration (p. 4167)
DatabaseConfiguration:
DatabaseConfiguration (p. 4176)
GoogleDriveConfiguration:
GoogleDriveConfiguration (p. 4182)
OneDriveConfiguration:
OneDriveConfiguration (p. 4184)
S3Configuration:
S3DataSourceConfiguration (p. 4187)
SalesforceConfiguration:
SalesforceConfiguration (p. 4192)
ServiceNowConfiguration:
ServiceNowConfiguration (p. 4200)
SharePointConfiguration:
SharePointConfiguration (p. 4205)

Properties
ConfluenceConfiguration
Confluence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fluenceConfiguration (p. 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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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Configuration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원본 커넥터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baseConfiguration (p. 41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oogleDriveConfiguration
Google 드라이브에 연결하는 데이터 소스에 대한 구성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oogleDriveConfiguration (p. 418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neDriveConfiguration
Microsoft OneDrive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구성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neDriveConfiguration (p. 418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Configuration
Amazon S3 버킷에서 문서 리포지토리의 데이터 원본 커넥터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DataSourceConfiguration (p. 418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lesforceConfiguration
Salesforce 사이트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본의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alesforceConfiguration (p. 41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NowConfiguration
ServiceNow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구성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rviceNowConfiguration (p. 4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arePointConfiguration
Microsoft SharePoint 사이트의 데이터 원본 커넥터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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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harePointConfiguration (p. 420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데이터 원본의 열 또는 특성을 인덱스 필드로 매핑합니다. 먼저 UpdateIndex 작업을 사용하여 인덱스에 필드
를 생성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SourceFieldName" : String,
"DateFieldFormat" : String,
"IndexFieldName" : String

YAML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Properties
DataSourceFieldName
데이터 원본에 있는 열 또는 특성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eFieldFormat
열 또는 특성에 저장된 데이터의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4
Maximum: 40
Pattern: ^(?!\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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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FieldName
인덱스에 있는 필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0
Pattern: ^\P{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DataSourceVpcConfiguration
Amazon VPC에 연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Ids" : [ String, ... ]

YAML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Ids:
- String

Properties
SecurityGroupIds
Amazon VPC 내의 보안 그룹 식별자 목록입니다. 보안 그룹은 Amazon Kendra가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s
Amazon VPC 내의 서브넷 식별자 목록입니다. 서브넷은 VPC에서 서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NAT 디
바이스를 통해 외부 인터넷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API 버전 2010-05-15
418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Kendra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DocumentsMetadataConfiguration
문서 액세스 제어 정보, 원본 URI, 문서 작성자, 사용자 정의 특성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 문서 메타데이터 파
일입니다. 각 메타데이터 파일에는 단일 문서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Prefix" : String

YAML
S3Prefix: String

Properties
S3Prefix
AWS S3 버킷에서 메타데이터 구성 파일을 필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접두사입니다. S3 버킷에는 여러 메
타데이터 파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메타데이터 파일만 포함하려면 S3Prefix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GoogleDriveConfiguration
Google Drive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본의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cludeMimeTypes" : [ String, ... ],
"ExcludeSharedDrives" : [ String, ... ],
"ExcludeUserAccounts" : [ String, ... ],
"ExclusionPatterns" : [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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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eldMappings" :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 ],
"InclusionPatterns" : [ String, ... ],
"SecretArn" : String

YAML
ExcludeMimeTypes:
- String
ExcludeSharedDrives:
- String
ExcludeUserAccounts:
- String
ExclusionPatterns:
- String
FieldMappings: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InclusionPatterns:
- String
SecretArn: String

Properties
ExcludeMimeTypes
인덱스에서 제외할 MIME 유형 목록입니다. 지정된 MIME 유형과 일치하는 모든 문서는 제외됩니다.
MIME 유형 목록은 Google Workspace Drive 데이터 소스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ludeSharedDrives
인덱스에서 제외할 식별자 또는 공유 드라이브의 목록입니다. 공유 드라이브에 저장된 모든 파일과 폴더
는 제외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ludeUserAccounts
사용자의 전자 메일 주소 목록입니다. 이러한 사용자가 소유한 문서는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된
사용자와 공유된 문서는 다른 방식으로 제외되지 않는 한 인덱스화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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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onPatterns
Google Drive의 경로에 적용되는 정규 수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항목은 공유 드라이브와
사용자의 내 드라이브 모두에서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항목이 제외 패턴과 포함 패턴 모두와 일치하면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Mappings
Google Drive의 필드 및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간의 매핑을 정의합니다.
콘솔을 사용하는 경우 매핑을 생성할 때 인덱스 필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먼저
UpdateIndex 작업을 사용하여 필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sionPatterns
Google 드라이브의 경로에 적용되는 정규 수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항목은 공유 드라이
브와 사용자의 내 드라이브 모두에서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인덱스에서 제
외됩니다. 항목이 포함 패턴과 제외 패턴 모두 일치하는 경우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Arn
Google Drive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자격 증명이 포함된 AWS Secrets Manager 비밀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Google 작업 영역 드라이브 데이터 소스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4
Pattern: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OneDriveConfiguration
OneDrive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본의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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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sableLocalGroups" : Boolean,
"ExclusionPatterns" : [ String, ... ],
"FieldMappings" :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 ],
"InclusionPatterns" : [ String, ... ],
"OneDriveUsers" : OneDriveUsers (p. 4187),
"SecretArn" : String,
"TenantDomain" : String

YAML
DisableLocalGroups: Boolean
ExclusionPatterns:
- String
FieldMappings: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InclusionPatterns:
- String
OneDriveUsers:
OneDriveUsers (p. 4187)
SecretArn: String
TenantDomain: String

Properties
DisableLocalGroups
로컬 그룹의 비활성화 (True) 또는 활성화 (False) 여부를 지정하는 부울 값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lusionPatterns
문서에 적용되는 정규식의 목록입니다. 포함 패턴과 일치하는 항목은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포함 패턴과
제외 패턴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 제외 패턴과 일치하는 항목은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제외 패턴은 파일 이름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Mappings
Microsoft OneDrive 필드를 Amazon Kendra 인덱스의 사용자 정의 필드에 매핑하는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의 목록입니다. OneDrive 필드를 매핑하기 전에 먼저 인덱
스 필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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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sionPatterns
정규식 패턴의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문서가 포함 패턴과 제외 패턴 모두 일치하는 경우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 패턴은 파일 이름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neDriveUsers
문서를 인덱싱해야 하는 사용자 계정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OneDriveUsers (p. 418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Arn
OneDrive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가 포함된 AWS Secrets Manager 비밀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지정된 사용자는 OneDrive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ID여야 하며 암호
는 OneDrive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4
Pattern: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nantDomain
조직의 Azure Active Directory 도메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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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a-zA-Z0-9]+(-[a-zA-Z0-9]+)*\.)+[a-z]{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OneDriveUsers
문서를 인덱싱해야 하는 사용자 계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neDriveUserList" : [ String, ... ],
"OneDriveUserS3Path" : S3Path (p. 4189)

YAML
OneDriveUserList:
- String
OneDriveUserS3Path:
S3Path (p. 4189)

Properties
OneDriveUserList
문서를 인덱싱해야 하는 사용자의 목록입니다. 사용자 이름을 이메일 형식으로 지정합니
다(예: username@tenantdomain). 100명이 넘는 사용자의 문서를 인덱싱해야 하는 경우
OneDriveUserS3Path 필드를 사용하여 사용자 목록이 포함된 파일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neDriveUserS3Path
문서를 인덱싱해야 하는 사용자의 목록이 포함된 파일의 S3 버킷 위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Path (p. 418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S3DataSourceConfiguration
Amazon S3 버킷에서 문서를 인덱싱하기 위해 데이터 원본의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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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ccessControlListConfiguration" : AccessControlListConfiguration (p. 4160),
"BucketName" : String,
"DocumentsMetadataConfiguration" : DocumentsMetadataConfiguration (p. 4182),
"ExclusionPatterns" : [ String, ... ],
"InclusionPatterns" : [ String, ... ],
"InclusionPrefixes" : [ String, ... ]

YAML
AccessControlListConfiguration:
AccessControlListConfiguration (p. 4160)
BucketName: String
DocumentsMetadataConfiguration:
DocumentsMetadataConfiguration (p. 4182)
ExclusionPatterns:
- String
InclusionPatterns:
- String
InclusionPrefixes:
- String

Properties
AccessControlListConfiguration
데이터 원본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파일이 포함된 S3 버킷의 경로를 제공합니다. 파일 형식은
S3 데이터 원본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AccessControlListConfiguration (p. 41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cketName
문서가 포함된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Pattern: [a-z0-9][\.\-a-z0-9]{1,61}[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cumentsMetadataConfiguration
문서 액세스 제어 정보, 원본 URI, 문서 작성자, 사용자 정의 특성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 문서 메타데이
터 파일을 지정합니다. 각 메타데이터 파일에는 단일 문서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cumentsMetadataConfiguration (p. 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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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lusionPatterns
인덱싱해서는 안되는 문서의 glob 패턴 목록입니다. 포함 접두사 또는 포함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가 제
외 패턴과도 일치하는 경우 문서는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 *.png , *.jpg는 디렉터리의 모든 PNG 및 JPEG 이미지 파일(확장자가 .png 및 .jpg인 파일)을 제외합니
다.
• *internal*는 파일 이름에 'internal'이 포함되는 디렉터리 내의 모든 파일(예: 'internal', 'internal_only',
'company_internal')을 제외합니다.
• **/*internal*은 디렉터리와 그 하위 디렉터리 내의 모든 내부 관련 파일을 제외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sionPatterns
인덱싱해서는 안되는 문서의 glob 패턴 목록입니다. 포함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가 제외 패턴과도 일치하
는 경우 문서는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 *.txt는 디렉터리 내의 모든 텍스트 파일(확장자가 .txt인 파일)을 포함합니다.
• **/*.txt는 디렉터리와 그 하위 디렉터리 내의 모든 텍스트 파일을 포함합니다.
• *tax*는 파일 이름에 'tax'가 포함되는 디렉터리 내의 모든 파일(예: 'tax', 'taxes', 'income_tax')을 포함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sionPrefixes
인덱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문서의 S3 접두사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S3Path
Amazon S3 버킷에서 특정 파일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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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Bucket" : String,
"Key" : String

YAML
Bucket: String
Key: String

Properties
Bucket
파일이 포함된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Pattern: [a-z0-9][\.\-a-z0-9]{1,61}[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
파일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SalesforceChatterFeedConfiguration
Salesforce 채터 피드를 동기화하기 위한 구성을 정의합니다. 객체의 내용은 Salesforce FeedItem 테이블에
서 나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DocumentDataFieldName" :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 String,
"FieldMappings" :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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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deFilterTypes" : [ String, ... ]

YAML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FieldMappings: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IncludeFilterTypes:
- String

Properties
DocumentDataFieldName
인덱싱할 내용이 포함된 Salesforce FeedItem 테이블 열의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Body 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cumentTitleFieldName
문서의 제목이 포함된 Salesforce FeedItem 테이블 열의 이름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Title 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Mappings
Salesforce 채터 피드의 필드를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로 매핑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FilterTypes
사용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피드의 문서를 필터링합니다. ACTIVE_USERS를 지정하면 활성 계정이 있는
사용자의 문서만 인덱싱됩니다. STANDARD_USER를 지정하면 Salesforce 표준 사용자의 문서만 문서화
됩니다. 둘 다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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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SalesforceConfiguration
Salesforce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hatterFeedConfiguration" : SalesforceChatterFeedConfiguration (p. 4190),
"CrawlAttachments" : Boolean,
"ExcludeAttachmentFilePatterns" : [ String, ... ],
"IncludeAttachmentFilePatterns" : [ String, ... ],
"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 Salesforce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p. 4196),
"SecretArn" : String,
"ServerUrl" : String,
"StandardObjectAttachmentConfiguration" : SalesforceStandardObjectAttachmentConfiguration (p. 4198),
"StandardObjectConfigurations" : [ SalesforceStandardObjectConfiguration (p. 4199), ... ]

}

YAML
ChatterFeedConfiguration:
SalesforceChatterFeedConfiguration (p. 4190)
CrawlAttachments: Boolean
Ex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In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Salesforce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p. 4196)
SecretArn: String
ServerUrl: String
StandardObjectAttachmentConfiguration:
SalesforceStandardObjectAttachmentConfiguration (p. 4198)
StandardObjectConfigurations:
- SalesforceStandardObjectConfiguration (p. 4199)

Properties
ChatterFeedConfiguration
Salesforce 채터 피드의 구성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alesforceChatterFeedConfiguration (p. 419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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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wlAttachments
Amazon Kendra가 첨부 파일을 Salesforce 객체에 인덱싱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ludeAttachmentFilePatterns
정규식 패턴의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는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문서
는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문서가 제외 패턴과 포함 패턴 모두 일치하는 경우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식은 첨부된 파일의 이름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AttachmentFilePatterns
정규식 패턴의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문서가 포함 패턴과 제외 패턴 모두 일치하는 경우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식은 첨부된 파일의 이름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Amazon Kendra가 인덱싱하는 기술 문서 유형의 구성 정보를 지정합니다. Amazon Kendra는 표준 기술
문서 및 기술 문서의 표준 필드 또는 사용자 지정 기술 문서의 사용자 지정 필드를 인덱싱하지만 둘 다
인덱싱하지는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alesforce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p. 41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Arn
Salesforce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키/값 페어가 포함된 AWS Secrets Manager 비밀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비밀에는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authenticationUrl - Amazon Kendra가 OAUTH 토큰을 얻기 위한 OAUTH 엔드포인트입니다.
• consumerKey - Salesforce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생성되는 애플리케이션 퍼블릭 키입니다.
• consumerSecret - Salesforce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생성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라이빗 키입니다.
• password - Salesforce 인스턴스에 로그인하는 사용자와 연결된 암호입니다.
• securityToken - Salesforce 인스턴스에 로그인하는 사용자 계정과 연결된 토큰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419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Kendra

• username - Salesforce 인스턴스에 로그인하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4
Pattern: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erUrl
인덱싱하려는 Salesforce 사이트의 인스턴스 URL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https?|ftp|file):\/\/([^\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ndardObjectAttachmentConfiguration
Salesforce 표준 객체에 대한 첨부 파일을 처리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alesforceStandardObjectAttachmentConfiguration (p. 419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ndardObjectConfigurations
Amazon Kendra가 인덱싱하는 Salesforce 표준 객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alesforceStandardObjectConfiguration (p. 4199) 목록
Maximum: 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SalesforceCustom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Salesforce 사용자 지정 문서를 인덱싱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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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DataFieldName" :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 String,
"FieldMappings" :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 ],
"Name" : String

YAML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FieldMappings: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Name: String

Properties
DocumentDataFieldName
인덱싱할 문서 데이터가 포함된 사용자 지정 기술 문서 필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cumentTitleFieldName
문서 제목이 포함된 사용자 지정 기술 문서 필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Mappings
사용자 지정 기술 문서의 필드를 Amazon Kendra 인덱스의 필드에 매핑하는 하나 이상의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구성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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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Salesforce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Amazon Kendra가 인덱싱하는 기술 문서 유형의 구성 정보를 지정합니다. Amazon Kendra는 표준 기술 문
서 및 기술 문서의 표준 필드 또는 사용자 지정 기술 문서의 사용자 지정 필드를 인덱싱하지만 둘 다 인덱싱
하지는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ustom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s" : [ SalesforceCustom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p. 4
"IncludedStates" : [ String, ... ],
"Standard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 SalesforceStandard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p.

}

YAML
Custom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s:
- SalesforceCustom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p. 4194)
IncludedStates:
- String
Standard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SalesforceStandard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p. 4197)

Properties
Custom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s
사용자 지정 Salesforce 기술 문서의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alesforceCustom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p. 4194) 목록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dStates
Amazon Kendra가 기술 문서를 인덱싱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문서 상태를 지정합니다. 상태를 하나 이
상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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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ndard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표준 Salesforce 기술 문서의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alesforceStandard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p. 419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SalesforceStandard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표준 Salesforce 기술 문서의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ocumentDataFieldName" :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 String,
"FieldMappings" :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 ]

YAML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FieldMappings: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Properties
DocumentDataFieldName
인덱싱할 문서 데이터가 포함된 필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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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TitleFieldName
문서 제목이 포함된 필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Mappings
기술 문서의 필드를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는 하나 이상의 객체입니다. 인덱스 필드가
있어야 Salesforce 필드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SalesforceStandardObjectAttachmentConfiguration
Salesforce 표준 객체에 대한 첨부 파일을 처리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ocumentTitleFieldName" : String,
"FieldMappings" :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 ]

YAML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FieldMappings: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Properties
DocumentTitleFieldName
문서 제목에 사용되는 필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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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Mappings
첨부 파일의 필드를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는 하나 이상의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SalesforceStandardObjectConfiguration
단일 표준 객체를 인덱싱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ocumentDataFieldName" :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 String,
"FieldMappings" :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 ],
"Name" : String

YAML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FieldMappings: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Name: String

Properties
DocumentDataFieldName
문서 내용이 포함된 표준 객체 테이블 필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a-zA-Z0-9_.]*$
API 버전 2010-05-15
419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Kendra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cumentTitleFieldName
문서 제목이 포함된 표준 객체 테이블 필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Mappings
표준 객체의 필드를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는 하나 이상의 객체입니다. 인덱스 필드가
있어야 Salesforce 필드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표준 객체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CCOUNT | CAMPAIGN | CASE | CONTACT | CONTRACT | DOCUMENT | GROUP
| IDEA | LEAD | OPPORTUNITY | PARTNER | PRICEBOOK | PRODUCT | PROFILE |
SOLUTION | TASK | USER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ServiceNowConfiguration
ServiceNow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ostUrl" : String,
"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 ServiceNow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p. 4202),
"SecretArn" : String,
"ServiceCatalogConfiguration" : ServiceNowServiceCatalogConfiguration (p. 4204),
"ServiceNowBuildVersi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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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HostUrl: String
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ServiceNow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p. 4202)
SecretArn: String
ServiceCatalogConfiguration:
ServiceNowServiceCatalogConfiguration (p. 4204)
ServiceNowBuildVersion: String

Properties
HostUrl
데이터 원본이 연결하는 ServiceNow 인스턴스입니다. 호스트 엔드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어야 합
니다. {instance}.service-now.com.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https?|ftp|file):\/\/))[a-z0-9-]+(\.service-now\.com)$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ServiceNow 사이트에서 기술 문서를 크롤링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rviceNow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p. 42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Arn
ServiceNow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가 포함된 AWS Secrets Manager 비밀
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4
Pattern: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CatalogConfiguration
ServiceNow 사이트에서 서비스 카탈로그를 크롤링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rviceNowServiceCatalogConfiguration (p. 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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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NowBuildVersion
ServiceNow 호스트가 실행 중인 릴리스의 식별자입니다. 호스트에서 LONDON 릴리스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OTHERS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LONDON | OTHER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ServiceNow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ServiceNow 사이트에서 기술 문서를 크롤링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rawlAttachments" : Boolean,
"DocumentDataFieldName" :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 String,
"ExcludeAttachmentFilePatterns" : [ String, ... ],
"FieldMappings" :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 ],
"IncludeAttachmentFilePatterns" : [ String, ... ]

YAML
CrawlAttachments: Boolean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Ex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FieldMappings: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In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Properties
CrawlAttachments
Amazon Kendra가 첨부 파일을 기술 문서에 인덱싱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cumentDataFieldName
Amazon Kendra 인덱스의 인덱스 문서 내용 필드에 매핑되는 ServiceNow 필드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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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cumentTitleFieldName
인덱스 문서 제목 필드에 매핑된 ServiceNow 필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ludeAttachmentFilePatterns
기술 문서에 적용되는 정규식의 목록입니다. 포함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정규식은 PatternTargetField에 지정된 필드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Mappings
ServiceNow 필드와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간의 매핑입니다. 필드를 매핑하기 전에 인덱스 필드
를 생성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AttachmentFilePatterns
기술 문서에 적용되는 정규식의 목록입니다. 포함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정규식은 PatternTargetField에 지정된 필드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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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Kendra::DataSource ServiceNowServiceCatalogConfiguration
ServiceNow 사이트에서 서비스 카탈로그 항목을 크롤링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rawlAttachments" : Boolean,
"DocumentDataFieldName" :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 String,
"ExcludeAttachmentFilePatterns" : [ String, ... ],
"FieldMappings" :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 ],
"IncludeAttachmentFilePatterns" : [ String, ... ]

YAML
CrawlAttachments: Boolean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Ex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FieldMappings: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In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Properties
CrawlAttachments
Amazon Kendra가 서비스 카탈로그 항목에 대한 첨부 파일을 크롤링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cumentDataFieldName
Amazon Kendra 인덱스의 인덱스 문서 내용 필드에 매핑되는 ServiceNow 필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cumentTitleFieldName
인덱스 문서 제목 필드에 매핑된 ServiceNow 필드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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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ludeAttachmentFilePatterns
정규식 패턴의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는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문서
는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문서가 제외 패턴과 포함 패턴 모두 일치하는 경우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식은 첨부 파일의 파일 이름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Mappings
ServiceNow 필드와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간의 매핑입니다. 필드를 매핑하기 전에 인덱스 필드
를 생성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AttachmentFilePatterns
정규식 패턴의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문서가 제외 패턴과 포함 패턴 모두 일치하는 경우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식은 첨부 파일의 파일 이름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SharePointConfiguration
Microsoft SharePoint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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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rawlAttachments" : Boolean,
"DisableLocalGroups" : Boolean,
"DocumentTitleFieldName" : String,
"ExclusionPatterns" : [ String, ... ],
"FieldMappings" :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 ],
"InclusionPatterns" : [ String, ... ],
"SecretArn" : String,
"SharePointVersion" : String,
"Urls" : [ String, ... ],
"UseChangeLog" : Boolean,
"VpcConfiguration" :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4181)

YAML
CrawlAttachments: Boolean
DisableLocalGroups: Boolean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ExclusionPatterns:
- String
FieldMappings: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InclusionPatterns:
- String
SecretArn: String
SharePointVersion: String
Urls:
- String
UseChangeLog: Boolean
VpcConfiguration: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4181)

Properties
CrawlAttachments
Microsoft SharePoint 사이트에 저장된 문서에 대한 첨부 파일을 인덱스에 포함시키려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ableLocalGroups
로컬 그룹의 비활성화 (True) 또는 활성화 (False) 여부를 지정하는 부울 값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cumentTitleFieldName
문서의 제목이 들어 있는 Microsoft SharePoint 특성 필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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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lusionPatterns
정규식 패턴의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는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문서
는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문서가 제외 패턴과 포함 패턴 모두 일치하는 경우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식은 SharePoint 문서의 표시 URL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Mappings
Microsoft SharePoint 특성을 Amazon Kendra 인덱스의 사용자 정의 필드에 매핑하는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의 목록입니다. SharePoint 특성을 매핑하기 전에 먼저
UpdateIndex 작업을 사용하여 인덱스 필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원본 필드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4180)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sionPatterns
정규식 패턴의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문서가 포함 패턴과 제외 패턴 모두 일치하는 경우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식은 SharePoint 문서의 표시 URL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Arn
AWS Secrets Manager에 저장된 자격 증명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자격 증명은 사용자/
암호 페어여야 합니다. SharePoint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 자격 증명의 일부로 서버 도메인 이름도 제
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SharePoint 데이터 원본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AWS Secrets
Manag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에서 AWS Secrets Manager란 무엇
입니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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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4
Pattern: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arePointVersion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는 Microsoft SharePoint의 버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HAREPOINT_2013 | SHAREPOINT_2016 | SHAREPOINT_ONLIN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ls
인덱싱해야 하는 문서가 포함된 Microsoft SharePoint 사이트의 URL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ChangeLog
Microsoft SharePoint 변경 로그를 사용하여 인덱스에서 업데이트해야 하는 문서를 확인하려면 TRUE로
설정합니다. SharePoint 변경 로그의 크기에 따라 Amazon Kendra가 변경 로그를 사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Amazon Kendra 문서 크롤러를 사용하여 변경된 문서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Configuratio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418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DataSource SqlConfiguration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Amazon Kendra를 구성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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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QueryIdentifiersEnclosingOption" : String

YAML
QueryIdentifiersEnclosingOption: String

Properties
QueryIdentifiersEnclosingOption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작성할 때 Amazon Kendra가 테이블 및 열 이름에 대한 SQL 식별자를 큰따옴표(“)
로 묶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값을 DOUBLE_QUOTES 또는 NONE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mazon Kendra는 데이터 원본 구성에 입력된 방식으로 SQL 식별자를 전달합니다. 식별자
의 대/소문자를 변경하거나 식별자를 따옴표로 묶지 않습니다.
PostgreSQL은 따옴표로 묶이지 않은 한 내부적으로 식별자의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이 옵션
을 선택하면 식별자가 따옴표로 묶여 PostgreSQL이 대/소문자를 변환하지 않습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이 필드를 DOUBLE_QUOTES로 설정하면 ansi_quotes 옵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Faq
새로운 세트의 FAQ 질문 및 대답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Kendra::Faq",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FileFormat" : String,
"IndexId" : String,
"Name" : String,
"RoleArn" : String,
"S3Path" : S3Path (p. 4212),
"Tags" : [ Ta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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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Kendra::Faq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FileFormat: String
IndexId: String
Name: String
RoleArn: String
S3Path:
S3Path (p. 4212)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FAQ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ileFormat
입력 파일의 형식입니다. 기본 CSV 형식, 헤더에 사용자 지정 속성을 포함하는 CSV 형식, 사용자 지정
속성이 포함된 JSON 형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형식은 S3Path 파라미터에 식별된 S3 버킷에 저장된 파일의 형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CSV
• CSV_WITH_HEADER
• JSON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dexId
FAQ가 포함된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FAQ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FAQ에 할당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API 버전 2010-05-15
421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Kendra

Maximum: 100
Pattern: [a-zA-Z0-9][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Arn
FAQ가 포함된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Path
FAQ 입력 데이터의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S3Path (p. 42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이 리소스에 적용할 키-값 페어의 배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FAQ 식별자. 예:
{ "Ref": "<faq-id>|<index-id>"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arn:aws:kendra:us-west-2:111122223333:index/335c3741-41df-46a6b5d3-61f85b787884/faq/f61995a6-cd5c-4e99-9cfc-58816d8bfaa7
Id
FAQ의 식별자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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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995a6-cd5c-4e99-9cfc-58816d8bfaa7

AWS::Kendra::Faq S3Path
Amazon S3 버킷에서 특정 파일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 : String,
"Key" : String

YAML
Bucket: String
Key: String

Properties
Bucket
파일이 포함된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Pattern: [a-z0-9][\.\-a-z0-9]{1,61}[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y
파일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Kendra::Index
새 Amazon Kendra 인덱스를 지정합니다. 인덱스는 관련 문서를 검색하려는 문서 및 관련 메타데이터의 모
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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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가 활성화되면 BatchPutDocument 작업을 사용하거나 지원되는 데이터 원본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인
덱스에 문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Kendra::Index",
"Properties" : {
"CapacityUnits" : CapacityUnitsConfiguration (p. 4216),
"Description" : String,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s" : [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 (p. 4217), ... ],
"Edition" : String,
"Name" : String,
"RoleArn" : String,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p. 4224),
"Tags" : [ Tag, ... ],
"UserContextPolicy" : String,
"UserTokenConfigurations" : [ UserTokenConfiguration (p. 4224), ... ]
}

YAML
Type: AWS::Kendra::Index
Properties:
CapacityUnits:
CapacityUnitsConfiguration (p. 4216)
Description: String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s:
-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 (p. 4217)
Edition: String
Name: String
RoleArn: String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p. 4224)
Tags:
- Tag
UserContextPolicy: String
UserTokenConfigurations:
- UserTokenConfiguration (p. 4224)

Properties
CapacityUnits
인덱스에 대해 구성된 용량 단위를 지정합니다. 용량 단위를 추가 및 제거하여 인덱스를 요구 사항에 맞
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버전 인덱스에 대해서만 용량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pacityUnitsConfiguration (p. 42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인덱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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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s
인덱스 필드의 속성을 지정합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 또는 기본 제공 필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지 기본 제공 필드를 추가 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 필드가 제거되면 구성이 필드의 기본값으
로 되돌아갑니다. 사용자 정의 필드는 추가한 후에는 인덱스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 (p. 421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dition
인덱스가 엔터프라이즈 버전 인덱스인지 개발자 버전 인덱스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유효 값은
DEVELOPER_EDITION 및 ENTERPRISE_EDITIO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EVELOPER_EDITION | ENTERPRISE_EDITI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인덱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0
Pattern: [a-zA-Z0-9][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mazon CloudWatch 로그 및 지표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Amazon Kendra에 부여하는 IAM 역할입
니다. BatchPutDocument 작업을 사용하여 Amazon S3 버킷에서 문서를 인덱싱할 때 사용되는 역할이
기도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Amazon Kendra가 인덱싱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할 AWS KMS 고객 관리형 키(CMK)의 식별자
입니다. Amazon Kendra에서는 비대칭 CMK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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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p. 42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ContextPolicy
사용자 컨텍스트 정책입니다.
ATTRIBUTE_FILTER
• 모든 사용자가 인덱싱된 모든 콘텐츠를 검색하고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제어 목록이 있으면 무시됩
니다. 사용자 및 그룹 속성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USER_TOKEN
• SSO 및 토큰 기반 사용자 액세스 제어를 활성화합니다. 액세스 제어 권한이 없는 모든 문서와 액세스
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사용자가 검색하고 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TokenConfigurations
인덱스에 사용되는 사용자 토큰의 유형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UserTokenConfiguration (p. 422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인덱스 ID. 예:
{"Ref": "index-id"}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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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
인덱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 arn:aws:kendra:uswest-2:111122223333:index/0123456789abcdef.
Id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예: f4aeaa10-8056-4b2c-a343-522ca0f41234.

AWS::Kendra::Index CapacityUnitsConfiguration
Enterprise Edition 인덱스에 구성된 용량 단위를 지정합니다. 용량 단위를 추가 및 제거하여 인덱스를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QueryCapacityUnits" : Integer,
"StorageCapacityUnits" : Integer

YAML
QueryCapacityUnits: Integer
StorageCapacityUnits: Integer

Properties
QueryCapacityUnits
인덱스 및 GetQuerySuggestions 용량에 대한 추가 쿼리 용량의 양입니다.
인덱스의 단일 추가 용량 단위는 초당 0.1개의 쿼리 또는 하루 약 8,000개의 쿼리를 제공합니다.
GetQuerySuggestions 용량은 인덱스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쿼리 용량의 5배 또는 기본 용량
인 초당 2.5회 호출 중 더 높은 용량입니다. 예를 들어 인덱스의 기본 용량은 초당 0.1개 쿼리이고
GetQuerySuggestions 용량은 초당 2.5회 호출이 기본입니다. 인덱스의 초당 총 0.2개의 쿼리에 초
당 0.1개의 쿼리를 추가하는 경우 GetQuerySuggestions 용량은 초당 2.5회의 호출입니다(초당 0.2
개 쿼리의 5배보다 높음).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orageCapacityUnits
인덱스에 대한 추가 스토리지 용량입니다. 단일 용량 단위는 30GB의 스토리지 공간 또는 100,000개의
문서 중 먼저 도달하는 용량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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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Index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
사용자 정의 인덱스 필드의 속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Relevance" : Relevance (p. 4221),
"Search" : Search (p. 4223),
"Type" : String

YAML
Name: String
Relevance:
Relevance (p. 4221)
Search:
Search (p. 4223)
Type: String

Properties
Name
인덱스 필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levance
필드가 검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수동 조정 파라미터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levance (p. 422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arch
검색 중에 필드가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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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검색 (p. 42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인덱스 필드의 데이터 형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ATE_VALUE | LONG_VALUE | STRING_LIST_VALUE | STRING_VALU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Index JsonTokenTypeConfiguration
JSON 토큰 유형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roupAttributeField" : String,
"UserNameAttributeField" : String

YAML
GroupAttributeField: String
UserNameAttributeField: String

Properties
GroupAttributeField
그룹 속성 필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AttributeField
사용자 이름 속성 필드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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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Index JwtTokenTypeConfiguration
JWT 토큰 유형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aimRegex" : String,
"GroupAttributeField" : String,
"Issuer" : String,
"KeyLocation" : String,
"SecretManagerArn" : String,
"URL" : String,
"UserNameAttributeField" : String

YAML
ClaimRegex: String
GroupAttributeField: String
Issuer: String
KeyLocation: String
SecretManagerArn: String
URL: String
UserNameAttributeField: String

Properties
ClaimRegex
클레임을 식별하는 정규 수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P{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roupAttributeField
그룹 속성 필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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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P{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ssuer
토큰의 발행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5
Pattern: ^\P{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Location
키의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ECRET_MANAGER | UR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ManagerArn
비밀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4
Pattern: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L
서명 키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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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048
Pattern: ^(https?|ftp|file):\/\/([^\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AttributeField
사용자 이름 속성 필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P{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Index Relevance
검색에서 필드의 관련성을 수동으로 조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쿼리에 필드와 일치하는 용어가 포함
되어 있으면 이러한 조정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응답에서 결과가 부스트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uration" : String,
"Freshness" : Boolean,
"Importance" : Integer,
"RankOrder" : String,
"ValueImportanceItems" : [ ValueImportanceItem (p. 4225), ... ]

YAML
Duration: String
Freshness: Boolean
Importance: Integer
RankOrder: String
ValueImportanceItems:
- ValueImportanceItem (p. 4225)

Properties
Duration
부스트가 적용되는 기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월의 필드 값이 있는 문서에 부스트를 적용하려면
“2628000s”를 사용합니다. 필드 값이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부스트의 효과가 감소합니다. 중요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더 빨리 감소합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3개월입니다. 이 필드의 값은 숫
자 문자열 뒤에 문자 “s”를 추가한 것입니다(예: 하루는 “86400s”, 일주일은 “604800s”).
DATE 필드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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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
Pattern: [0-9]+[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eshness
이 필드가 문서의 “최신 상태”를 결정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문서 1이 11월 5일에 작성되었고
문서 2가 10월 31일에 작성된 경우 문서 1은 문서 2보다 “최신”입니다. 하나의 DATE 형식 필드에만
Freshness 필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DATE 필드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portance
검색에서 필드의 상대적 중요도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더 많은 부스트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nkOrder
값을 해석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RankOrder 필드가 ASCENDING인 경우 숫자가 클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등급 점수가 10인 문서는
등급 점수가 1인 문서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RankOrder 필드가 DESCENDING인 경우 숫자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 추적 애플리케이
션에서 우선 순위 1 작업은 우선 순위 5 작업보다 중요합니다.
LONG 및 DOUBLE 필드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SCENDING | DESCENDING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ImportanceItems
검색 결과 목록에 표시할 때 다른 부스트를 지정해야 하는 값의 배열이 포함된 키-값 페어의 배열입니다.
예를 들어 결과에서 부서 필드와 일치하는 쿼리 용어를 부스트하는 경우 결과에서 부서 필드와 일치하는
쿼리 용어가 부스트됩니다. 부서 필드의 항목을 추가하여 해당 값이 더 높은 문서를 부스트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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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서 이름을 사용하여 맵에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HR”,5 및 “Legal”,3을 추가하면 이러
한 부서가 문서의 메타데이터에 나타날 때 특별한 주의를 받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alueImportanceItem (p. 422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Index Search
검색 중에 사용자 지정 인덱스 필드가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splayable" : Boolean,
"Facetable" : Boolean,
"Searchable" : Boolean,
"Sortable" : Boolean

YAML
Displayable: Boolean
Facetable: Boolean
Searchable: Boolean
Sortable: Boolean

Properties
Displayable
쿼리 응답에서 필드를 반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acetable
필드를 사용하여 해당 필드의 각 값에 대한 결과 개수인 검색 패싯을 생성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본
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archable
필드가 검색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Searchable 필드가 true인 경우 관련성 조정을 사용
하여 Amazon Kendra가 검색에서 필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은 문자열 필드의 경우 true이고 숫자 및 날짜 필드의 경우 fal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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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rtable
필드를 사용하여 검색 결과를 정렬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Index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Amazon Kendra가 인덱싱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AWS KMS 고객 마스터 키(CMK)의 식별자입
니다. 인덱스 보안을 위해 계정의 CMK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Kendra에서는 비대칭 CMK를 지
원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msKeyId" : String

YAML
KmsKeyId: String

Properties
KmsKeyId
AWS KMS 고객 마스터 키(CMK)의 식별자입니다. Amazon Kendra에서는 비대칭 CMK를 지원하지 않
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Kendra::Index UserTokenConfiguration
토큰 구성에 대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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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JsonTokenTypeConfiguration" : JsonTokenTypeConfiguration (p. 4218),
"JwtTokenTypeConfiguration" : JwtTokenTypeConfiguration (p. 4219)

YAML
JsonTokenTypeConfiguration:
JsonTokenTypeConfiguration (p. 4218)
JwtTokenTypeConfiguration:
JwtTokenTypeConfiguration (p. 4219)

Properties
JsonTokenTypeConfiguration
JSON 토큰 유형 구성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TokenTypeConfiguration (p. 421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wtTokenTypeConfiguration
JWT 토큰 유형 구성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wtTokenTypeConfiguration (p. 421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endra::Index ValueImportanceItem
키가 문서 메타데이터의 일부일 때 문서가 받는 검색 부스트 값을 결정하는 키-값 페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Integer

YAML
Key: String
Value: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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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Key
검색 부스트를 받는 문서 메타데이터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키가 문서 메타데이터의 일부일 때 문서가 받는 부스트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Keyspaces (for Apache Cassandra) 리소스 유
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Cassandra::Keyspace (p. 4226)
• AWS::Cassandra::Table (p. 4228)

AWS::Cassandra::Keyspace
AWS::Cassandra::Keyspace 리소스를 통해 Amazon Keyspaces(Apache Cassandra용)에서 새 키스페
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yspaces 개발자 안내서의 키스페이스 및 테이블 생
성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assandra::Keyspace",
"Properties" : {
"Keyspace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Cassandra::Keyspace
Properties:
KeyspaceName: String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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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Properties
KeyspaceName
생성할 키스페이스 이름입니다. 키스페이스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이 고유한 ID를 생성하고 키스페이스 이름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이름 유형을 참조하세요.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3입니다. 최대 길이 255.
패턴: ^[a-zA-Z0-9][a-zA-Z0-9_]{1,47}$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리소스에 연결할 키-값 페어 태그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키스페이스의 이름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예:
{ "Ref": "MyNewKeyspace"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새 키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MyNewKeyspace 태그를 사용하여 {'key1':'val1', 'key2':'val2'}라는 새 키스
페이스를 생성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MyNewKeyspace": {
"Type": "AWS::Cassandra::Keyspace",
"Properties": {
"KeyspaceName": "MyNewKeyspace",
"Tags": [{"Key":"tag1","Value":"val1"}, {"Key":"tag2","Value":"val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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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NewKeyspace:
Type: AWS::Cassandra::Keyspace
Properties:
KeyspaceName: MyNewKeyspace
Tags:
- Key: tag1
Value: val1
- Key: tag2
Value: val2

AWS::Cassandra::Table
AWS::Cassandra::Table 리소스를 통해 Amazon Keyspaces(Apache Cassandra용)에서 새 테이블을 생
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yspaces 개발자 안내서의 키스페이스 및 테이블 생성을 참조하
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Cassandra::Table",
"Properties" : {
"BillingMode" : BillingMode (p. 4235),
"ClusteringKeyColumns" : [ ClusteringKeyColumn (p. 4236), ... ],
"EncryptionSpecification" : EncryptionSpecification (p. 4238),
"KeyspaceName" : String,
"PartitionKeyColumns" : [ Column (p. 4237), ... ],
"PointInTimeRecoveryEnabled" : Boolean,
"RegularColumns" : [ Column (p. 4237), ... ],
"Table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Cassandra::Table
Properties:
BillingMode:
BillingMode (p. 4235)
ClusteringKeyColumns:
- ClusteringKeyColumn (p. 4236)
EncryptionSpecification:
EncryptionSpecification (p. 4238)
KeyspaceName: String
PartitionKeyColumns:
- Column (p. 4237)
PointInTimeRecoveryEnabled: Boolean
RegularColumns:
- Column (p. 4237)
Table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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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Tag

Properties
BillingMode
읽기 및 쓰기 비용이 청구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테이블의 청구 모드:
• 온디맨드 모드(기본값) - 애플리케이션이 수행하는 실제 읽기 및 쓰기를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 프로비저닝된 모드 -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초당 읽기 및 쓰기 횟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에 대한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테이블은 온디맨드 모드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illingMode (p. 42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usteringKeyColumns
테이블 데이터의 정렬 방식을 결정하는 하나 이상의 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usteringKeyColumn (p. 4236)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cryptionSpecification
테이블에 대한 저장 중 암호화 옵션입니다.
• AWS 소유 키(기본값) - 키는 Amazon Keyspaces에서 소유합니다.
• 고객 관리형 키 - 사용자의 계정에 키가 저장되며 사용자가 생성, 소유, 관리하는 유형입니다.

Note
고객 관리형 키로 암호화를 선택하는 경우 Amazon Keyspaces에 부여된 권한이 있는 유효한
고객 관리형 KMS 키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yspaces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Keyspaces에서 저장 시 암호화를 참조하
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EncryptionSpecification (p. 423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spaceName
테이블을 만들 키스페이스의 이름입니다. 키스페이스가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rtitionKeyColumns
테이블의 모든 행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하나 이상의 열입니다. 모든 테이블에는 파티션 키가 있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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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Column (p. 4237)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intInTimeRecoveryEnabled
테이블에 대해 특정 시점 복구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옵션은
PointInTimeRecoveryEnabled=true 및 PointInTimeRecoveryEnabled=false입니다. 지정
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PointInTimeRecoveryEnabled=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ularColumns
기본 키의 일부가 아닌 하나 이상의 열, 즉 파티션 키 열 또는 클러스터링 키 열로 정의되지 않은 열입니
다.
템플릿에 일반 열을 추가하여 기존 테이블에 일반 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lumn (p. 423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Name
생성할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테이블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이 고유한 ID를 생성하고 테이블 이름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
형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
의 또는 전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바꿔야 한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3입니다. 최대 길이 255.
패턴: ^[a-zA-Z0-9][a-zA-Z0-9_]{1,47}$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리소스에 연결할 키-값 페어 태그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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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테이블의 이름과 테이블이 존재하는 키스페이스 ('|'로 구분)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
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예:
{ "Ref": "myKeyspace|myTable"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최소 옵션으로 테이블 만들기
다음 예제에서는 새 테이블을 만듭니다. 테이블에는 시스템이 생성한 이름이 있으며 온디맨드 결제를 사용합
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MyNewTable": {
"Type": "AWS::Cassandra::Table",
"Properties": {
"KeyspaceName": "MyNewKeyspace",
"PartitionKeyColumns": [
{
"ColumnName": "Message",
"ColumnType": "ASCII"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NewTable:
Type: 'AWS::Cassandra::Table'
Properties:
KeyspaceName: MyNewKeyspace
PartitionKeyColumns:
- ColumnName: Message
ColumnType: ASCII

모든 옵션을 사용하여 테이블 만들기
다음 예제에서는 특정 읽기 및 쓰기 용량, PITR, 태그 및 암호화 설정이 포함된 테이블을 만듭니다. 이 샘플을
실행하려면 예제의 키 ARN을 고유한 키로 바꿔야 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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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econdTable": {
"Type": "AWS::Cassandra::Table",
"Properties": {
"KeyspaceName": "MyNewKeyspace",
"TableName": "Employees",
"PartitionKeyColumns": [
{
"ColumnName": "id",
"ColumnType": "ASCII"
}
],
"ClusteringKeyColumns": [
{
"Column": {
"ColumnName": "division",
"ColumnType": "ASCII"
},
"OrderBy": "ASC"
}
],
"RegularColumns": [
{
"ColumnName": "name",
"ColumnType": "TEXT"
},
{
"ColumnName": "region",
"ColumnType": "TEXT"
},
{
"ColumnName": "project",
"ColumnType": "TEXT"
},
{
"ColumnName": "role",
"ColumnType": "TEXT"
},
{
"ColumnName": "pay_scale",
"ColumnType": "TEXT"
},
{
"ColumnName": "vacation_hrs",
"ColumnType": "FLOAT"
},
{
"ColumnName": "manager_id",
"ColumnType": "TEXT"
}
],
"BillingMode":{
"Mode":"PROVISIONED",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5,
"WriteCapacityUnits":5
}
},
"PointInTimeRecoveryEnabled": true,
"Tags": [
{
"Key": "tag1",
"Value": "val1"
},
{
"Key": "tag2",
"Value": "va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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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cryptionSpecification": {
"EncryptionType": "CUSTOMER_MANAGED_KMS_KEY",
"KmsKeyIdentifier": "arn:aws:kms:euwest-1:5555555555555:key/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SecondTable:
Type: AWS::Cassandra::Table
Properties:
KeyspaceName: MyNewKeyspace
TableName: Employees
PartitionKeyColumns:
- ColumnName: id
ColumnType: ASCII
ClusteringKeyColumns:
- Column:
ColumnName: division
ColumnType: ASCII
OrderBy: ASC
RegularColumns:
- ColumnName: name
ColumnType: TEXT
- ColumnName: region
ColumnType: TEXT
- ColumnName: project
ColumnType: TEXT
- ColumnName: role
ColumnType: TEXT
- ColumnName: pay_scale
ColumnType: TEXT
- ColumnName: vacation_hrs
ColumnType: FLOAT
- ColumnName: manager_id
ColumnType: TEXT
BillingMode:
Mode: PROVISIONED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5
PointInTimeRecoveryEnabled: true
Tags:
- Key: tag1
Value: val1
- Key: tag2
Value: val2
EncryptionSpecification:
EncryptionType: CUSTOMER_MANAGED_KMS_KEY
KmsKeyIdentifier: arn:aws:kms:euwest-1:5555555555555:key/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기존 테이블에 새 열 추가
다음 예에서는 기존 테이블 my_table에 5개의 새 열을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테이블에는 일반 열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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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MyNewTable": {
"Type": "AWS::Cassandra::Table",
"Properties": {
"KeyspaceName": "MyNewKeyspace",
"PartitionKeyColumns": [
{
"ColumnName": "Message",
"ColumnType": "ASCII"
}
],
"RegularColumns": [
{
"ColumnName": "name",
"ColumnType": "TEXT"
},
{
"ColumnName": "region",
"ColumnType": "TEXT"
}
]
}
}
}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MyNewTable": {
"Type": "AWS::Cassandra::Table",
"Properties": {
"KeyspaceName": "MyNewKeyspace",
"PartitionKeyColumns": [
{
"ColumnName": "Message",
"ColumnType": "ASCII"
}
],
"RegularColumns": [
{
"ColumnName": "name",
"ColumnType": "TEXT"
},
{
"ColumnName": "region",
"ColumnType": "TEXT"
},
{
"ColumnName": "project",
"ColumnType": "TEXT"
},
{
"ColumnName": "role",
"ColumnType": "TEXT"
},
{
"ColumnName": "pay_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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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Type": "TEXT"

},
{

"ColumnName": "vacation_hrs",
"ColumnType": "FLOAT"

},
{

}

}

}

}

]

}

"ColumnName": "manager_id",
"ColumnType": "TEXT"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_table:
Type: 'AWS::Cassandra::Table'
Properties:
KeyspaceName: my_keyspace
PartitionKeyColumns:
- ColumnName: Message
ColumnType: ASCII
RegularColumns:
- ColumnName: name
ColumnType: TEXT
- ColumnName: region
ColumnType: TEXT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_table:
Type: 'AWS::Cassandra::Table'
Properties:
KeyspaceName: my_keyspace
PartitionKeyColumns:
- ColumnName: Message
ColumnType: ASCII
RegularColumns:
- ColumnName: name
ColumnType: TEXT
- ColumnName: region
ColumnType: TEXT
- ColumnName: project
ColumnType: TEXT
- ColumnName: role
ColumnType: TEXT
- ColumnName: pay_scale
ColumnType: TEXT
- ColumnName: vacation_hrs
ColumnType: FLOAT
- ColumnName: manager_id
ColumnType: TEXT

AWS::Cassandra::Table BillingMode
테이블에 대한 결제 모드(온디맨드 또는 프로비저닝)를 결정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423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Keyspaces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ode" : String,
"ProvisionedThroughput" : ProvisionedThroughput (p. 4239)

YAML
Mode: String
ProvisionedThroughput:
ProvisionedThroughput (p. 4239)

Properties
Mode
테이블에 대한 결제 모드:
• 온디맨드 모드 - ON_DEMAND
• 프로비저닝된 모드 - PROVISIONED

Note
PROVISIONED 모드를 선택하면 테이블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읽기 및 쓰기 용량)도
지정해야 합니다.
유효한 값: ON_DEMAND | PROVISIONED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visionedThroughput
테이블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 및 쓰기 용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yspaces 개발자
안내서의 프로비저닝된 처리 능력 모드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ProvisionedThroughput (p. 423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assandra::Table ClusteringKeyColumn
클러스터링 키 내의 개별 열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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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umn" : Column (p. 4237),
"OrderBy" : String

YAML
Column:
Column (p. 4237)
OrderBy: String

Properties
Column
이 클러스터링 키 열의 이름 및 데이터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열 (p. 423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rderBy
이 열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ASC (기본값) - 열의 데이터가 오름차순으로 저장됩니다.
• DESC - 열의 데이터가 내림차순으로 저장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Cassandra::Table Column
테이블에 있는 개별 열의 이름 및 데이터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lumnName" : String,
"ColumnType" : String

YAML
ColumnName: String
ColumnType: String

Properties
ColumnName
열의 이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yspaces 개발자 안내서의 식별자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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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lumnType
열의 데이터 형식.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yspaces 개발자 안내서의 데이터 유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assandra::Table EncryptionSpecification
테이블에 대해 선택된 저장 중 암호화 옵션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cryptionType" : String,
"KmsKeyIdentifier" : String

YAML
EncryptionType: String
KmsKeyIdentifier: String

Properties
EncryptionType
테이블에 대한 저장 중 암호화 옵션입니다.
• AWS 소유 키(기본값) - AWS_OWNED_KMS_KEY
• 고객 관리형 키 - CUSTOMER_MANAGED_KMS_KEY

Important
CUSTOMER_MANAGED_KMS_KEY를 선택한 경우 키 ARN 형식의 kms_key_identifier가
필요합니다.
유효한 값: CUSTOMER_MANAGED_KMS_KEY | AWS_OWNED_KMS_KEY.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KeyIdentifier
키 ARN 형식의 kms_key_identifier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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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Cassandra::Table ProvisionedThroughput
테이블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으로, ReadCapacityUnits 및 WriteCapacityUnits으로 구성됩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adCapacityUnits" : Integer,
"WriteCapacityUnits" : Integer

YAML
ReadCapacityUnits: Integer
WriteCapacityUnits: Integer

Properties
ReadCapacityUnits
테이블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yspaces 개발자 안내서의 읽
기/쓰기 용량 모드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riteCapacityUnits
테이블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의 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yspaces 개발자 안내
서의 읽기/쓰기 용량 모드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Kinesis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Kinesis::Stream (p.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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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Kinesis::StreamConsumer (p. 4243)

AWS::Kinesis::Stream
데이터 원본에서 내보내는 데이터 레코드를 캡처하여 전송하는 Kinesis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스트림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API 참조의 CreateStream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Kinesis::Stream",
"Properties" : {
"Name" : String,
"RetentionPeriodHours" : Integer,
"ShardCount" : Integer,
"StreamEncryption" : StreamEncryption (p. 4242),
"Tags" : [ Tag, ... ]
}

YAML
Type: AWS::Kinesis::Stream
Properties:
Name: String
RetentionPeriodHours: Integer
ShardCount: Integer
StreamEncryption:
StreamEncryption (p. 4242)
Tags:
- Tag

Properties
Name
Kinesis 비디오 스트림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고유한 물리
적 ID를 생성한 후 스트림 이름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또는 전
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바꿔야 한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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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entionPeriodHours
샤드에 저장된 데이터 레코드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는 기간(시간)입니다. 기본값은 24입니다. 스트림
보존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개발자 안내서의 데이터 보존 기간 변경을 참조하십시
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ardCount
스트림에서 사용되는 샤드 수입니다. 프로비저닝 처리량을 높이려면 샤드 수를 높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Encryption
지정되면, 지정된 스트림에서 AWS KMS 키를 사용하여 서버 측 암호화를 활성화하거나 업데이트합니
다. 스택 템플릿에서 이 속성을 제거하고 스택을 업데이트하면 암호화가 비활성화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eamEncryption (p. 424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Kinesis 스트림에 연결할 임의의 태그 집합(키-값 페어)입니다. 이 속성의 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개발자 안내서의 태그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AWS::Kinesis::Stream 리소스를 Ref 함수의 인수로 지정하면 AWS CloudFormation에서 스트림 이름(물리
적 ID)을 반환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십시오.

Fn::GetAtt
Fn::GetAtt는 Arn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Fn::GetAtt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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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
Kinesis 스트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kinesis:useast-2:123456789012:stream/mystream).

예제
스트림 생성
다음 예제는 세 개의 샤드를 사용하는 Stream 리소스를 생성하고 7일의 보존 기간을 설정하며 서버 측 암호
화를 위해 KMS 키를 지정합니다.

JSON
"MyStream": {
"Type": "AWS::Kinesis::Stream",
"Properties": {
"Name": "MyKinesisStream",
"RetentionPeriodHours" : 168,
"ShardCount": 3,
"StreamEncryption": {
"EncryptionType": "KMS",
"KeyId": "!Ref myKey"
},
"Tags": [ {
"Key": "Environment",
"Value": "Production" } ]
}
}

YAML
MyStream:
Type: AWS::Kinesis::Stream
Properties:
Name: MyKinesisStream
RetentionPeriodHours: 168
ShardCount: 3
StreamEncryption:
EncryptionType: KMS
KeyId: !Ref myKey
Tags:
Key: Environment Value:
Production

AWS::Kinesis::Stream StreamEncryption
지정된 스트림에서 AWS KMS 키를 사용하여 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암호화 시작은 비동기식 작업입니다. 요청을 받으면 Kinesis Data Streams가 즉시 값을 반환하고 스트림
상태를 UPDATING으로 설정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된 후 Kinesis Data Streams는 스트림 상태를 다시
ACTIVE로 설정합니다. 암호화 업데이트 또는 적용은 일반적으로 완료하는 데 몇 초가 걸리지만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태가 UPDATING인 동안 스트림 데이터를 계속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스트림 상태가
ACTIVE이면 스트림에 쓰인 레코드에 대한 암호화가 시작됩니다.
API 제한: 24시간 동안 서버 측 암호화에 새로운 AWS KMS 키를 25회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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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스트림에 쓰인 모든 레코드가 암호화되기 전에 스트림이 ACTIVE 상태가 된 후 최대 5초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를 활성화하면 PutRecord 또는 PutRecords의 API 응답을 검사하여 암호화가 적용되었
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cryptionType" : String,
"KeyId" : String

YAML
EncryptionType: String
KeyId: String

Properties
EncryptionType
사용할 암호화 유형입니다. 유일한 유효 값은 KMS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Id
암호화에 사용할 고객 관리형 AWS KMS 키의 GUID입니다. 이 값은 전역적으로 고유한 식별자, 별칭 또
는 키에 전체 지정된 Amazon 리소스 이름(ARN), 또는 ‘alias/’로 시작하는 별칭 이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별칭 aws/kinesis를 지정하여 Kinesis Data Streams에서 소유한 마스터 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키 ARN 예: arn:aws:kms:useast-1:123456789012:key/12345678-1234-1234-1234-123456789012
• 별칭 ARN 예: arn:aws:kms:us-east-1:123456789012:alias/MyAliasName
• 전역적 고유 키 ID 예제: 12345678-1234-1234-1234-123456789012
• 별칭 이름 예제: alias/MyAliasName
• Kinesis Data Streams가 소유한 마스터 키: alias/aws/kinesis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StreamConsumer
AWS CloudFormation AWS::Kinesis::StreamConsumer 리소스를 사용하여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소비자를 등록합니다. 등록한 소비자는 SubscribeToShard를 호출하여 향상된 팬아웃을 사용하는 스트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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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합니다(구독한 모든 샤드에 대해 초당 2Mib의 속도). 이 속도는 동일한 스트림에서 읽
는 소비자의 전체 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스트림당 최대 5개의 소비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inesis Data Streams 한도 양식을 사용하여 한
도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비자는 한 번에 하나의 스트림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상된 팬아웃을 사용한 소비자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Kinesis::StreamConsumer",
"Properties" : {
"ConsumerName" : String,
"StreamARN" : String
}

YAML
Type: AWS::Kinesis::StreamConsumer
Properties:
ConsumerName: String
StreamARN: String

Properties
ConsumerName
소비자의 이름은 소비자 등록 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reamARN
소비자가 등록된 스트림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aws.*:kinesis:.*:\d{12}: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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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AWS::Kinesis::StreamConsumer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는 소비자
ARN을 반환합니다. 예제 ARN 형식은 예제 ARN을 참조하십시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십시오.

Fn::GetAtt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onsumerARN
소비자를 등록할 때 Kinesis Data Streams에서 이에 대한 ARN을 생성합니다. SubscribeToShard를 호
출하려면 이 ARN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를 삭제하고 동일한 이름으로 새 소비자를 생성하는 경우 ARN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비
자 ARN에 생성 타임스탬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ARN을 참조하는 IAM 정책이 있는 경우 이
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sumerCreationTimestamp
소비자가 생성된 시간.
ConsumerName
소비자 등록 시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이름입니다.
ConsumerStatus
소비자는 CREATING 또는 DELETING 상태인 동안 데이터를 읽을 수 없습니다.
StreamARN
소비자가 등록된 데이터 스트림의 ARN입니다.

예제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소비자 등록
JSON
{

"Parameters": {
"TestStreamARN": {
"Type": "String" },
"TestConsumerName": {
"Type": "String" } },
"Resources": {
"StreamConsumer": {
"Type": "AWS::Kinesis::StreamConsumer",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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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reamARN": { "Ref" : TestStreamARN },
"ConsumerName": { "Ref" : TestConsumerName }
}

YAML
Parameters:
TestStreamARN:
Type: String
TestConsumerName:
Type: String
Resources: StreamConsumer:
Type: "AWS::Kinesis::StreamConsumer"
Properties:
StreamARN: !Ref TestStreamARN
ConsumerName: !Ref TestConsumerName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 (p. 4246)
•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Output (p. 4261)
•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p. 4267)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 리소스는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을 생
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
"Properties" : {
"ApplicationCode" : String,
"ApplicationDescription" : String,
"ApplicationName" : String,
"Inputs" : [ Input (p. 4250), ... ]
}

YAML
Type: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
Properties:
ApplicationCode: String
ApplicationDescriptio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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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Name: String
Inputs:
- Input (p. 4250)

Properties
ApplicationCode
입력 데이터를 읽고, 해당 데이터를 변환하고, 출력을 생성하는 하나 이상의 SQL 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읽고 공급업체의 광고 클릭 수의 이동 평균을 생성하는 SQL 문
을 쓰고, 펌프를 사용하여 다른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에 결과 행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패턴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참조하십시오.
한 문의 출력을 다음 문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SQL 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애플리케이
션 스트림과 펌프를 만들어 중간 결과를 저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Outputs에 지정된 이름으로 스트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utputs이
ExampleOutputStream1 및 ExampleOutputStream2라는 출력 스트림을 정의하면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이러한 스트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plicationDescription
애플리케이션의 요약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plicationName
Amazon Kinesis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예: sample-app).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puts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입력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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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스트리밍 소스로부터 입력을 수신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에서는 이 스
트리밍 소스를 생성된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에 매핑합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인애플리케
이션 스트림을 테이블처럼 쿼리할 수 있습니다(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테이블로 생각할 수 있음).
스트리밍 소스의 경우 Amazon 리소스 이름(ARN)과 스트림의 데이터 형식(예: JSON, CSV 등)을 제공
합니다. Amazon Kinesis Analytics가 사용자를 대신해 이 스트림을 읽기 위해 맡을 수 있는 IAM 역할도
제공해야 합니다.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SQL에 사용되는 스키마화된 버전으로 데이터를 변환할
스키마를 지정해야 합니다. 스키마에서, 스트리밍 소스의 데이터 요소를 인앱 스트림의 레코드 열에 매
핑합니다.
Required: 예
Type: Input (p. 425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 생성
다음 예에서는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YAML
--Description: "Sample KinesisAnalytics via CloudFormation"
Resources:
BasicApplication:
Type: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
Properties:
ApplicationName: "sampleApplication"
ApplicationDescription: "SampleApp"
ApplicationCode: "Example Application Code"
Inputs:
- NamePrefix: "exampleNamePrefix"
InputSchema:
RecordColumns:
- Name: "example"
SqlType: "VARCHAR(16)"
Mapping: "$.example"
RecordFormat:
RecordFormatType: "JSON"
MappingParameters:
JSONMappingParameters:
RecordRowPath: "$"
KinesisStreamsInput:
ResourceARN: !GetAtt InputKinesisStream.Arn
RoleARN: !GetAtt KinesisAnalyticsRole.Arn
InputKinesisStream:
Type: AWS::Kinesis::Stream
Properties:
ShardCount: 1
KinesisAnalytics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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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kinesisanalytics.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PolicyName: Open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BasicApplicationOutputs:
Type: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Output
DependsOn: BasicApplication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BasicApplication
Output:
Name: "exampleOutput"
DestinationSchema:
RecordFormatType: "CSV"
KinesisStreamsOutput:
ResourceARN: !GetAtt OutputKinesisStream.Arn
RoleARN: !GetAtt KinesisAnalyticsRole.Arn
OutputKinesisStream:
Type: AWS::Kinesis::Stream
Properties:
ShardCount: 1
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Type: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DependsOn: BasicApplicationOutputs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BasicApplication
ReferenceDataSource:
TableName: "exampleTable"
ReferenceSchema:
RecordColumns:
- Name: "example"
SqlType: "VARCHAR(16)"
Mapping: "$.example"
RecordFormat:
RecordFormatType: "JSON"
MappingParameters:
JSONMappingParameters:
RecordRowPath: "$"
S3ReferenceDataSource:
BucketARN: !GetAtt S3Bucket.Arn
FileKey: 'fakeKey'
ReferenceRoleARN: !GetAtt KinesisAnalyticsRole.Arn
S3Bucket:
Type: AWS::S3::Bucket
Outputs:
ApplicationPhysicalResourceId:
Value: !Ref BasicApplica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 CSVMappingParameters
레코드 형식이 구분 기호를 사용(예: CSV)할 때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샘플 레코드는
CSV 형식을 사용하며, 레코드에는 행 구분 기호로 '\n'가 사용되고, 열 구분 기호로 쉼표(",")가 사용됩니다.
"name1", "address1"
"name2", "addres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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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cordColumnDelimiter" : String,
"RecordRowDelimiter" : String

YAML
RecordColumnDelimiter: String
RecordRowDelimiter: String

Properties
RecordColumnDelimiter
열 구분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 CSV 형식에서 쉼표(",")는 일반적인 열 구분 기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ordRowDelimiter
행 구분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 CSV 형식에서 '\n'은 일반적인 행 구분 기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 Input
애플리케이션 입력을 구성할 때 스트리밍 소스, 생성된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 이름 및 그 둘 사이의 매핑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입력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InputParallelism" : InputParallelism (p. 4253),
"InputProcessingConfiguration" : InputProcessingConfiguration (p. 4254),
"InputSchema" : InputSchema (p. 4254),
"KinesisFirehoseInput" : KinesisFirehoseInput (p. 4256),
"KinesisStreamsInput" : KinesisStreamsInput (p. 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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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Prefix" : String

YAML
InputParallelism:
InputParallelism (p. 4253)
InputProcessingConfiguration:
InputProcessingConfiguration (p. 4254)
InputSchema:
InputSchema (p. 4254)
KinesisFirehoseInput:
KinesisFirehoseInput (p. 4256)
KinesisStreamsInput:
KinesisStreamsInput (p. 4257)
NamePrefix: String

Properties
InputParallelism
생성할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 수를 설명합니다.
소스의 데이터는 이러한 인애플리케이션 입력 스트림을 통해 라우팅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입력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Parallelism (p. 42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ProcessingConfiguration
입력을 위한 InputProcessingConfiguration입니다. 입력 프로세서는 애플리케이션의 SQL 코드
가 실행되기 전에 스트림에서 받은 레코드를 변환합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입력 처리 구성은
InputLambdaProcessor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ProcessingConfiguration (p. 425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Schema
스트리밍 소스에서 데이터의 형식 및 각 데이터 요소가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에서 생성되는 해당 열에
매핑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참조 데이터 원본의 형식을 기술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InputSchema (p. 425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inesisFirehoseInput
스트리밍 소스가 Amazon Kinesis Firehose 전송 스트림인 경우, Amazon Kinesis Analytics가 스트림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IAM 역할과 전송 스트림의 ARN을 식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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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KinesisStreamsInput 또는 KinesisFirehoseInput은 필수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KinesisFirehoseInput (p. 4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inesisStreamsInput
스트리밍 소스가 Amazon Kinesis 스트림인 경우, Amazon Kinesis Analytics가 스트림에 액세스할 수 있
도록 허용하는 IAM 역할과 스트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식별합니다.
참고: KinesisStreamsInput 또는 KinesisFirehoseInput은 필수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KinesisStreamsInput (p. 425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Prefix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을 생성할 때 사용할 이름 접두사입니다. "MyInApplicationStream" 접
두사를 지정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Amazon Kinesis Analytics는 한 개 이상(지정
한 InputParallelism 수 기준)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을 "MyInApplicationStream_001,"
"MyInApplicationStream_002" 등의 이름으로 생성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 InputLambdaProcessor
스트림의 레코드를 사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AWS Lambda 함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과, AWS
Lambda 함수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하는 IAM 역할의 ARN을 포함하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ourceARN"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ResourceARN: String
Role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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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ResourceARN
스트림의 레코드에서 작동하는 AWS Lambda 함수의 ARN입니다.

Note
Lambda 함수의 최신 버전보다 이전 버전을 지정하려면 Lambda 함수 ARN에 Lambda 함수 버
전을 포함시키십시오. Lambda AR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RN의 예: AWS Lambda를 참조하
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WS Lambda 함수 액세스에 사용하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 InputParallelism
특정 스트리밍 소스에 대해 생성할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 개수를 기술합니다. 병렬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애플리케이션 입력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unt" : Integer

YAML
Count: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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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ount
생성할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 개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 InputProcessingConfiguration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처리하기 전에 스트림에서 레코드를 사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서에 대한 설
명을 제공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입력 프로세서는 AWS Lambda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putLambdaProcessor" : InputLambdaProcessor (p. 4252)

YAML
InputLambdaProcessor:
InputLambdaProcessor (p. 4252)

Properties
InputLambdaProcessor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처리를 하기 전에 스트림의 레코드를 사전 처리할 때 사용하는
InputLambdaProcessor.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LambdaProcessor (p. 425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 InputSchema
스트리밍 소스에서 데이터의 형식 및 각 데이터 요소가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에서 생성되는 해당 열에 매핑
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참조 데이터 소스의 형식을 기술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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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cordColumns" : [ RecordColumn (p. 4259), ... ],
"RecordEncoding" : String,
"RecordFormat" : RecordFormat (p. 4260)

YAML
RecordColumns:
- RecordColumn (p. 4259)
RecordEncoding: String
RecordFormat:
RecordFormat (p. 4260)

Properties
RecordColumns
RecordColumn 객체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RecordColumn (p. 4259) 목록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ordEncoding
스트리밍 소스에서 레코드의 인코딩을 지정합니다. 예: UTF-8.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UTF-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ordFormat
스트리밍 소스에서 레코드의 형식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RecordFormat (p. 42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 JSONMappingParameters
스트리밍 소스의 레코드 형식이 JSON일 경우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425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Kinesis Data Analytics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cordRowPath" : String

YAML
RecordRowPath: String

Properties
RecordRowPath
레코드를 포함하는 상위 수준에 대한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 KinesisFirehoseInput
스트리밍 소스로 Amazon Kinesis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지정합니다. 전송 스트림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과, Amazon Kinesis Analytics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스트림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IAM 역할 ARN
을 제공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ourceARN"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ResourceARN: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ResourceARN
입력 전송 스트림의 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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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mazon Kinesis Analytics가 스트림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역할이 스
트림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 KinesisStreamsInput
스트리밍 소스로 Amazon Kinesis 스트림을 지정합니다. 스트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과, Amazon
Kinesis Analytics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스트림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IAM 역할 ARN을 제공합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ourceARN"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ResourceARN: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ResourceARN
읽을 입력 Amazon Kinesis 스트림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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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mazon Kinesis Analytics가 스트림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이 역할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 MappingParameter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애플리케이션 입력을 구성할 경우 스트리밍 소스의 레코드 형식
(예: JSON, CSV 또는 몇 개의 구분 기호로 구분된 레코드 필드)과 관련된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SVMappingParameters" : CSVMappingParameters (p. 4249),
"JSONMappingParameters" : JSONMappingParameters (p. 4255)

YAML
CSVMappingParameters:
CSVMappingParameters (p. 4249)
JSONMappingParameters:
JSONMappingParameters (p. 4255)

Properties
CSVMappingParameters
레코드 형식이 구분 기호를 사용(예: CSV)할 때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SVMappingParameters (p. 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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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SONMappingParameters
스트리밍 소스의 레코드 형식이 JSON일 경우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MappingParameters (p. 4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 RecordColumn
스트리밍 소스의 각 데이터 요소가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에 있는 해당 열에 매핑되는 방법을 기술합니다.
참조 데이터 소스의 형식을 기술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pping" : String,
"Name" : String,
"SqlType" : String

YAML
Mapping: String
Name: String
SqlType: String

Properties
Mapping
스트리밍 입력 또는 참조 데이터 소스에 있는 데이터 요소에 대한 참조입니다. RecordFormatType이
JSON인 경우 이 요소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인애플리케이션 입력 스트림 또는 참조 테이블에서 생성된 열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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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Type
인애플리케이션 입력 스트림 또는 참조 테이블에서 생성된 열의 형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 RecordFormat
스트림의 레코드를 스키마로 변환하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레코드 형식 및 관련 매핑 정보를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ppingParameters" : MappingParameters (p. 4258),
"RecordFormatType" : String

YAML
MappingParameters:
MappingParameters (p. 4258)
RecordFormatType: String

Properties
MappingParameter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애플리케이션 입력을 구성할 경우 스트리밍 소스의 레코드
형식(예: JSON, CSV 또는 몇 개의 구분 기호로 구분된 레코드 필드)과 관련된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ppingParameters (p. 425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ordFormatType
레코드 형식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SV |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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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Output
Amazon Kinesis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에 외부 대상을 추가합니다.
Amazon Kinesis Analytics가 애플리케이션 내의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에서 외부 대상(예: Amazon Kinesis
스트림, Amazon Kinesis Firehose 전송 스트림 또는 Amazon Lambda 함수)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하려
면, 이 작업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구성을 추가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출력을 하나 이상 구
성할 수 있습니다. 각 출력 구성은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과 외부 대상을 매핑합니다.
오류를 분석할 수 있도록 출력 구성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인애플리케이션 오류 스트림에서 외부 대상으로 데
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nderstanding Application Output (Destination)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
이 작업을 사용한 스트리밍 소스 추가를 포함하여 모든 구성 업데이트 시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이 생
성됩니다. DescribeApplication 작업을 사용하여 현재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성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입력 및 출력 수 제한은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kinesisanalytics:AddApplicationOutput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필요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Output",
"Properties" : {
"ApplicationName" : String,
"Output" : Output (p. 4266)
}

YAML
Type: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Output
Properties:
ApplicationName: String
Output:
Output (p. 4266)

Properties
ApplicationName
출력 구성을 추가할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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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각각 출력 구성 하나를 설명하는 객체의 어레이입니다. 출력 구성에서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의 이름,
대상(즉, Amazon Kinesis 스트림, Amazon Kinesis Firehose 전송 스트림 또는 AWS Lambda 함수)을 지
정하고, 대상에 쓸 때 사용할 대형을 기록합니다.
Required: 예
Type: 출력 (p. 426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ApplicationOutput 리소스 추가
다음 예에서는 ApplicationOutput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YAML
Type: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Output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BasicApplication
Output:
Name: "exampleOutput"
DestinationSchema:
RecordFormatType: "CSV"
KinesisStreamsOutput:
ResourceARN: !GetAtt OutputKinesisStream.Arn
RoleARN: !GetAtt KinesisAnalyticsRole.Ar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Output DestinationSchema
대상에 레코드를 쓸 때 데이터 형식을 기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출력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cordFormatType" : String

YAML
RecordFormatType: String

Properties
RecordFormatType
출력 스트림의 레코드 형식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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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SV |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Output KinesisFirehoseOutput
애플리케이션 출력을 구성할 때 대상으로 Amazon Kinesis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지정합니다. 스트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과, Amazon Kinesis Analytics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스트림에 쓸 수 있도록 허용
하는 IAM 역할을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ourceARN"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ResourceARN: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ResourceARN
데이터를 쓸 대상 Amazon Kinesis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mazon Kinesis Analytics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대상 스트림에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IAM 역할의 ARN
입니다. 이 역할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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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Output KinesisStreamsOutput
애플리케이션 출력을 구성할 때 대상으로 Amazon Kinesis 스트림을 지정합니다. 스트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과, Amazon Kinesis Analytics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스트림에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IAM 역할
ARN을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ourceARN"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ResourceARN: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ResourceARN
데이터를 쓸 대상 Amazon Kinesis 스트림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mazon Kinesis Analytics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대상 스트림에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IAM 역할의 ARN
입니다. 이 역할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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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Output LambdaOutput
애플리케이션 출력을 구성할 때 대상으로 AWS Lambda 함수를 지정합니다. 함수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과, Amazon Kinesis Analytics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함수에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IAM 역할 ARN을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ourceARN"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ResourceARN: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ResourceARN
데이터를 쓸 Lambda 함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Note
Lambda 함수의 최신 버전보다 이전 버전을 지정하려면 Lambda 함수 ARN에 Lambda 함수 버
전을 포함시키십시오. Lambda AR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RN의 예: AWS Lambda를 참조하
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mazon Kinesis Analytics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대상 함수에 대한 쓰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이 역할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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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Output Output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 데이터를 쓸 대상과,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을 식별하는 애플리케이션 출력 구성을
기술합니다. 대상은 Amazon Kinesis 스트림 도는 Amazon Kinesis Firehose 전송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쓸 수 있는 대상 수의 제한과 기타 제한을 보려면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Schema" : DestinationSchema (p. 4262),
"KinesisFirehoseOutput" : KinesisFirehoseOutput (p. 4263),
"KinesisStreamsOutput" : KinesisStreamsOutput (p. 4264),
"LambdaOutput" : LambdaOutput (p. 4265),
"Name" : String

YAML
DestinationSchema:
DestinationSchema (p. 4262)
KinesisFirehoseOutput:
KinesisFirehoseOutput (p. 4263)
KinesisStreamsOutput:
KinesisStreamsOutput (p. 4264)
LambdaOutput:
LambdaOutput (p. 4265)
Name: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Schema
대상에 레코드를 쓸 때 데이터 형식을 기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출력 구성을 참조하십시
오.
Required: 예
Type: DestinationSchema (p. 426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inesisFirehoseOutput
대상으로 Amazon Kinesis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inesisFirehoseOutput (p. 42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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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sisStreamsOutput
대상으로 Amazon Kinesis 스트림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inesisStreamsOutput (p. 42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mbdaOutput
대상으로 AWS Lambda 함수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mbdaOutput (p. 426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참조 데이터 소스를 추가합니다.
Amazon Kinesis Analytics는 참조 데이터(즉, Amazon S3 객체)를 읽고 애플리케이션 내에 인애플리케이션
테이블을 만듭니다. 요청에서 소스(S3 버킷 이름과 객체 키 이름), 생성할 인애플리케이션 테이블의 이름,
Amazon S3 객체의 데이터가 결과 인애플리케이션 테이블의 열에 매핑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필요한 매핑 정
보를 제공합니다.
개념적 정보는 애플리케이션 입력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에 추가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제한은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는 kinesisanalytics:AddApplicationOutput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필요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Properties" : {
"ApplicationName" : String,
"ReferenceDataSource" : ReferenceDataSource (p. 4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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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Properties:
ApplicationName: String
ReferenceDataSource:
ReferenceDataSource (p. 4273)

Properties
ApplicationName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ferenceDataSource
참조 데이터 소스는 Amazon S3 버킷의 객체일 수 있습니다. Amazon Kinesis Analytics는 객체를 읽고
생성된 인애플리케이션 테이블에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S3 버킷, 객체 키 이름, 생성된 인애플리케이션
테이블을 제공합니다. Amazon Kinesis Analytics가 사용자를 대신해 S3 버킷에서 객체를 읽기 위해 맡
을 수 있는 IAM 역할도 제공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ReferenceDataSource (p. 427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리소스 추가
다음 예에서는 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YAML
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Type: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BasicApplication
ReferenceDataSource:
TableName: "exampleTable"
ReferenceSchema:
Record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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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example"
SqlType: "VARCHAR(16)"
Mapping: "$.example"
RecordFormat:
RecordFormatType: "JSON"
MappingParameters:
JSONMappingParameters:
RecordRowPath: "$"
S3ReferenceDataSource:
BucketARN: !GetAtt S3Bucket.Arn
FileKey: 'fakeKey'
ReferenceRoleARN: !GetAtt KinesisAnalyticsRole.Ar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CSVMappingParameters
레코드 형식이 구분 기호를 사용(예: CSV)할 때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샘플 레코드는
CSV 형식을 사용하며, 레코드에는 행 구분 기호로 '\n'가 사용되고, 열 구분 기호로 쉼표(",")가 사용됩니다.
"name1", "address1"
"name2", "address2"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cordColumnDelimiter" : String,
"RecordRowDelimiter" : String

YAML
RecordColumnDelimiter: String
RecordRowDelimiter: String

Properties
RecordColumnDelimiter
열 구분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 CSV 형식에서 쉼표(",")는 일반적인 열 구분 기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ordRowDelimiter
행 구분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 CSV 형식에서 '\n'은 일반적인 행 구분 기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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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JSONMappingParameters
스트리밍 소스의 레코드 형식이 JSON일 경우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cordRowPath" : String

YAML
RecordRowPath: String

Properties
RecordRowPath
레코드를 포함하는 상위 수준에 대한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MappingParameter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애플리케이션 입력을 구성할 경우 스트리밍 소스의 레코드 형식
(예: JSON, CSV 또는 몇 개의 구분 기호로 구분된 레코드 필드)과 관련된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SVMappingParameters" : CSVMappingParameters (p. 4269),
"JSONMappingParameters" : JSONMappingParameters (p. 4270)

YAML
CSVMapping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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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MappingParameters (p. 4269)
JSONMappingParameters:
JSONMappingParameters (p. 4270)

Properties
CSVMappingParameters
레코드 형식이 구분 기호를 사용(예: CSV)할 때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SVMappingParameters (p. 426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SONMappingParameters
스트리밍 소스의 레코드 형식이 JSON일 경우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MappingParameters (p. 427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RecordColumn
스트리밍 소스의 각 데이터 요소가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에 있는 해당 열에 매핑되는 방법을 기술합니다.
참조 데이터 소스의 형식을 기술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pping" : String,
"Name" : String,
"SqlType" : String

YAML
Mapping: String
Name: String
SqlType: String

Properties
Mapping
스트리밍 입력 또는 참조 데이터 소스에 있는 데이터 요소에 대한 참조입니다. RecordFormatType이
JSON인 경우 이 요소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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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인애플리케이션 입력 스트림 또는 참조 테이블에서 생성된 열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qlType
인애플리케이션 입력 스트림 또는 참조 테이블에서 생성된 열의 형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RecordFormat
스트림의 레코드를 스키마로 변환하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레코드 형식 및 관련 매핑 정보를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ppingParameters" : MappingParameters (p. 4270),
"RecordFormatType" : String

YAML
MappingParameters:
MappingParameters (p. 4270)
RecordFormatType: String

Properties
MappingParameter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애플리케이션 입력을 구성할 경우 스트리밍 소스의 레코드
형식(예: JSON, CSV 또는 몇 개의 구분 기호로 구분된 레코드 필드)과 관련된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ppingParameters (p. 427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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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FormatType
레코드 형식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SV |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ReferenceDataSource
소스 정보(S3 버킷 이름 및 객체 키 이름), 생성된 인애플리케이션 테이블 이름 및 Amazon S3 객체의 데이터
요소를 인애플리케이션 테이블에 매핑하는 데 필요한 스키마를 제공하여 참조 데이터 소스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ferenceSchema" : ReferenceSchema (p. 4274),
"S3ReferenceDataSource" : S3ReferenceDataSource (p. 4275),
"TableName" : String

YAML
ReferenceSchema:
ReferenceSchema (p. 4274)
S3ReferenceDataSource:
S3ReferenceDataSource (p. 4275)
TableName: String

Properties
ReferenceSchema
스트리밍 소스에서 데이터의 형식 및 각 데이터 요소가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에서 생성된 해당 열에 매
핑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Required: 예
Type: ReferenceSchema (p. 427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ReferenceDataSource
참조 데이터를 포함하는 S3 버킷과 객체를 식별합니다. 또한 Amazon Kinesis Analytics가 이 객체를 읽
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IAM 역할을 식별합니다. Amazon Kinesis Analytics 애플리케이션 로드는 데이터
를 한 번만 참조합니다.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로드하도록 트리거하는
UpdateApplication 작업을 호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ReferenceDataSource (p. 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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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Name
생성할 인애플리케이션 테이블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ReferenceSchema
ReferenceSchema 속성 유형은 SQL 기반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참조 소스의
데이터 형식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cordColumns" : [ RecordColumn (p. 4271), ... ],
"RecordEncoding" : String,
"RecordFormat" : RecordFormat (p. 4272)

YAML
RecordColumns:
- RecordColumn (p. 4271)
RecordEncoding: String
RecordFormat:
RecordFormat (p. 4272)

Properties
RecordColumns
RecordColumn 객체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RecordColumn (p. 427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ordEncoding
참조 소스에서 레코드의 인코딩을 지정합니다. 예: UTF-8.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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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ordFormat
참조 소스에서 레코드의 형식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RecordFormat (p. 427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S3ReferenceDataSource
참조 데이터를 포함하는 S3 버킷과 객체를 식별합니다. 또한 Amazon Kinesis Analytics가 이 객체를 읽기 위
해 사용할 수 있는 IAM 역할을 식별합니다.
Amazon Kinesis Analytics 애플리케이션 로드는 데이터를 한 번만 참조합니다.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데이터
를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로드하도록 트리거하는 UpdateApplication 작업을 호출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ARN" : String,
"FileKey" : String,
"ReferenceRoleARN" : String

YAML
BucketARN: String
FileKey: String
ReferenceRoleARN: String

Properties
BucketARN
S3 버킷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Key
참조 데이터를 포함하는 객체 키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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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ferenceRoleARN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읽기 위해 수임할 수 있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이 역할은 객체에 대
해 s3:GetObject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Amazon Kinesis Analytics 서비스 보안 주체가 이 역
할을 수임하도록 허용하는 신뢰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V2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p. 4276)
•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CloudWatchLoggingOption (p. 4315)
•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Output (p. 4317)
•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p. 4324)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Properties" : {
"ApplicationConfiguration" : ApplicationConfiguration (p. 4285),
"ApplicationDescription" : String,
"ApplicationMode" : String,
"ApplicationName" : String,
"RuntimeEnvironment" : String,
"ServiceExecutionRole" : String,
"Tags" : [ Ta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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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Type: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Properties:
ApplicationConfiguration:
ApplicationConfiguration (p. 4285)
ApplicationDescription: String
ApplicationMode: String
ApplicationName: String
RuntimeEnvironment: String
ServiceExecutionRol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pplicationConfiguration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pplicationConfiguration (p. 428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plicationDescription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plicationMode
Kinesis Data Analytics Studio 노트북을 생성하려면 모드를 INTERACTIVE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Kinesis Data Analytics for Apache Flink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모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NTERACTIVE | STREAMING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pplicationName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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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untimeEnvironment
애플리케이션의 런타임 환경(SQL-1_0, FLINK-1_6, FLINK-1_8 또는 FLINK-1_11)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LINK-1_11 | FLINK-1_6 | FLINK-1_8 | SQL-1_0 | ZEPPELIN-FLINK-1_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rviceExecutionRole
외부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IAM 역할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애플리케이션에 할당할 하나 이상의 태그 목록입니다. 태그는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키-값 페어입니
다. 애플리케이션 태그의 최대 수는 시스템 태그를 포함합니다.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 태그의 최대
수는 5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Apache Flink를 사용하여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Amazon S3의 배포 패키지를 사용하여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
다. 코드에 필요한 모든 스트림에 액세스하려면 IAM 역할에 권한을 추가해야 합니다.

JSON
{

"Description": "Simple KDA Flink application",
"Parameters": {
"CodeBucketArn": {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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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Key": {
"Type": "String"
}

},
"Resources": {
"MyApplication": {
"Type":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Properties": {
"RuntimeEnvironment": "FLINK-1_11",
"ServiceExecutionRole": {
"Fn::GetAtt": [
"ServiceExecutionRole",
"Arn"
]
},
"ApplicationConfiguration": {
"ApplicationCodeConfiguration": {
"CodeContent": {
"S3ContentLocation": {
"BucketARN": {
"Ref": "CodeBucketArn"
},
"FileKey": {
"Ref": "CodeKey"
}
}
},
"CodeContentType": "ZIPFILE"
}
}
}
},
"Service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kinesisanalytics.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s3-code-access",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GetObject"
],
"Resource": [
{
"Fn::Sub": "${CodeBucketArn}/${CodeKe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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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YAML
Description: Simple KDA Flink application
Parameters:
CodeBucketArn:
Type: String
CodeKey:
Type: String
Resources:
MyApplication:
Type: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Properties:
RuntimeEnvironment: FLINK-1_11
ServiceExecutionRole: !GetAtt ServiceExecutionRole.Arn
ApplicationConfiguration:
ApplicationCodeConfiguration:
CodeContent:
S3ContentLocation:
BucketARN: !Ref CodeBucketArn
FileKey: !Ref CodeKey
CodeContentType: 'ZIPFILE'
Service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kinesisanalytics.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PolicyName: s3-code-access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3:GetObject
Resource:
- !Sub "${CodeBucketArn}/${CodeKey}"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Studio 애플리케이션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Amazon Glu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간단한 Studio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필요한 스트림을 생성하거나 액세스하려면 IAM 역할에 권한을 추가해야 하며, 이미 존재하는
스트림을 Glue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해야 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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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KDA Studio application",
"Parameters": {
"GlueDatabaseName": {
"Type": "String"
}
},
"Resources": {
"MyApplication": {
"Type":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Properties": {
"ApplicationMode": "INTERACTIVE",
"RuntimeEnvironment": "ZEPPELIN-FLINK-1_0",
"ServiceExecutionRole": {
"Fn::GetAtt": [
"ServiceExecutionRole",
"Arn"
]
},
"ApplicationConfiguration": {
"FlinkApplicationConfiguration": {
"ParallelismConfiguration": {
"Parallelism": 4,
"ConfigurationType": "CUSTOM"
}
},
"ZeppelinApplicationConfiguration": {
"CatalogConfiguration": {
"GlueDataCatalogConfiguration": {
"DatabaseARN": {
"Fn::Sub": "arn:aws:glue:${AWS::Region}:
${AWS::AccountId}:database/${GlueDatabase}"
}
}
},
"CustomArtifactsConfiguration": [
{
"ArtifactType": "DEPENDENCY_JAR",
"MavenReference": {
"GroupId": "software.amazon.kinesis",
"ArtifactId": "amazon-kinesis-sql-connector-flink",
"Version": "2.0.3"
}
},
{
"ArtifactType": "DEPENDENCY_JAR",
"MavenReference": {
"GroupId": "org.apache.flink",
"ArtifactId": "flink-sql-connector-kafka_2.12",
"Version": "1.11.1"
}
}
]
}
}
}
},
"GlueDatabase": {
"Type": "AWS::Glue::Database",
"Properties": {
"CatalogId": {
"Ref": "AWS::AccountId"
},
"DatabaseInput": {
"Name": {
"Ref": "GlueDatabase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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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My glue database"

}
},
"Service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kinesisanalytics.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glue-access",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glue:GetConnection",
"glue:GetTable",
"glue:GetTables",
"glue:CreateTable",
"glue:UpdateTable",
"glue:GetDatabases",
"glue:GetUserDefinedFunction"
],
"Resource": [
{
"Fn::Sub": "arn:${AWS::Partition}:glue:
${AWS::Region}:${AWS::AccountId}:connection/*"
},
{
"Fn::Sub": "arn:${AWS::Partition}:glue:
${AWS::Region}:${AWS::AccountId}:table/*"
},
{
"Fn::Sub": "arn:${AWS::Partition}:glue:
${AWS::Region}:${AWS::AccountId}:database/${GlueDatabase}/*"
},
{
"Fn::Sub": "arn:${AWS::Partition}:glue:
${AWS::Region}:${AWS::AccountId}:catalog"
},
{
"Fn::Sub": "arn:${AWS::Partition}:glue:
${AWS::Region}:${AWS::AccountId}:userDefinedFunction/*"
}
]
},
{
"Effect": "Allow",
"Action": [
"glue:GetDatabase"
],
"Re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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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YAML
Description: KDA Studio application
Parameters:
GlueDatabaseName:
Type: String
Resources:
MyApplication:
Type: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Properties:
ApplicationMode: INTERACTIVE
RuntimeEnvironment: ZEPPELIN-FLINK-1_0
ServiceExecutionRole: !GetAtt ServiceExecutionRole.Arn
ApplicationConfiguration:
FlinkApplicationConfiguration:
ParallelismConfiguration:
Parallelism: 4
ConfigurationType: CUSTOM
ZeppelinApplicationConfiguration:
CatalogConfiguration:
GlueDataCatalogConfiguration:
DatabaseARN: !Sub "arn:aws:glue:${AWS::Region}:${AWS::AccountId}:database/
${GlueDatabase}"
CustomArtifactsConfiguration:
- ArtifactType: DEPENDENCY_JAR
MavenReference:
GroupId: software.amazon.kinesis
ArtifactId: amazon-kinesis-sql-connector-flink
Version: 2.0.3
- ArtifactType: DEPENDENCY_JAR
MavenReference:
GroupId: org.apache.flink
ArtifactId: flink-sql-connector-kafka_2.12
Version: 1.11.1
GlueDatabase:
Type: AWS::Glue::Database
Properties:
CatalogId: !Ref AWS::AccountId
DatabaseInput:
Name: !Ref GlueDatabaseName
Description: My glue database
Service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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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kinesisanalytics.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PolicyName: glue-access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glue:GetConnection
- glue:GetTable
- glue:GetTables
- glue:CreateTable
- glue:UpdateTable
- glue:GetDatabases
- glue:GetUserDefinedFunction
Resource:
- !Sub "arn:${AWS::Partition}:glue:${AWS::Region}:
${AWS::AccountId}:connection/*"
- !Sub "arn:${AWS::Partition}:glue:${AWS::Region}:
${AWS::AccountId}:table/*"
- !Sub "arn:${AWS::Partition}:glue:${AWS::Region}:
${AWS::AccountId}:database/${GlueDatabase}/*"
- !Sub "arn:${AWS::Partition}:glue:${AWS::Region}:
${AWS::AccountId}:catalog"
- !Sub "arn:${AWS::Partition}:glue:${AWS::Region}:
${AWS::AccountId}:userDefinedFunction/*"
- Effect: Allow
Action:
- glue:GetDatabase
Resource:
- "*"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CreateApplicatio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ApplicationCodeConfiguration
애플리케이션의 코드 구성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deContent" : CodeContent (p. 4290),
"CodeContentType" : String

YAML
CodeContent:
CodeContent (p. 4290)
CodeContent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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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odeContent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위치 및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CodeContent (p. 429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deContentType
코드 콘텐츠가 텍스트인지 zip 형식인지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PLAINTEXT | ZIPFI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ApplicationCodeConfiguratio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ApplicationConfiguration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생성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plicationCodeConfiguration" : ApplicationCodeConfiguration (p. 4284),
"ApplicationSnapshotConfiguration" : ApplicationSnapshotConfiguration (p. 4287),
"EnvironmentProperties" : EnvironmentProperties (p. 4293),
"FlinkApplicationConfiguration" : FlinkApplicationConfiguration (p. 4294),
"SqlApplicationConfiguration" : SqlApplicationConfiguration (p. 4313),
"ZeppelinApplicationConfiguration" : ZeppelinApplicationConfiguration (p. 4313)

YAML
ApplicationCodeConfiguration:
ApplicationCodeConfiguration (p. 4284)
ApplicationSnapshotConfiguration:
ApplicationSnapshotConfiguration (p. 4287)
EnvironmentProperties:
EnvironmentProperties (p. 4293)
FlinkApplicationConfiguration:
FlinkApplicationConfiguration (p. 4294)
SqlApplicationConfiguration:

API 버전 2010-05-15
428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Kinesis Data Analytics V2
SqlApplicationConfiguration (p. 4313)
ZeppelinApplicationConfiguration:
ZeppelinApplicationConfiguration (p. 4313)

Properties
ApplicationCodeConfiguration
Flink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코드 위치 및 유형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ApplicationCodeConfiguration (p. 428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plicationSnapshotConfiguration
Flink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스냅샷을 활성화하는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pplicationSnapshotConfiguration (p. 428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vironmentProperties
Flink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속성을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vironmentProperties (p. 42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linkApplicationConfiguration
Flink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생성 및 업데이트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linkApplicationConfiguration (p. 429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qlApplicationConfiguration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생성 및 업데이트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qlApplicationConfiguration (p. 43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ZeppelinApplicationConfiguration
Kinesis Data Analytics Studio 노트북의 구성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ZeppelinApplicationConfiguration (p. 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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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ApplicationConfiguratio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ApplicationSnapshotConfiguration
Flink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스냅샷을 활성화하는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napshotsEnabled" : Boolean

YAML
SnapshotsEnabled: Boolean

Properties
SnapshotsEnabled
Flink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스냅샷을 활성화하는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ApplicationSnapshotConfiguratio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CatalogConfiguration
기본 Amazon Glue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파라미터입니다. Kinesis Data Analytics Studio 노트북에서 작성하
는 SQL 쿼리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GlueDataCatalogConfiguration" : GlueDataCatalogConfiguration (p. 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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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GlueDataCatalogConfiguration:
GlueDataCatalogConfiguration (p. 4295)

Properties
GlueDataCatalogConfiguration
기본 Amazon Glue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파라미터입니다. Kinesis Data Analytics Studio 노트북에서 작
성하는 Apache Flink SQL 쿼리 및 테이블 API 변환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lueDataCatalogConfiguration (p. 42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CheckpointConfiguration
애플리케이션의 체크포인트 구성을 설명합니다. 체크포인트는 내결함성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유지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pache Flink 설명서의 내결함성을 위한 체크포인트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heckpointingEnabled" : Boolean,
"CheckpointInterval" : Integer,
"ConfigurationType" : String,
"MinPauseBetweenCheckpoints" : Integer

YAML
CheckpointingEnabled: Boolean
CheckpointInterval: Integer
ConfigurationType: String
MinPauseBetweenCheckpoints: Integer

Properties
CheckpointingEnabled
Flink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체크포인트를 활성화하는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Note
CheckpointConfiguration.ConfigurationType이 DEFAULT이면 애플리케이션이
CheckpointingEnabled 값 true를 사용합니다. 이 값이 이 API를 사용하여 다른 값으로 설
정되거나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다른 값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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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heckpointInterval
검사 작업 사이의 간격(밀리초)을 설명합니다.

Note
CheckpointConfiguration.ConfigurationType이 DEFAULT이면 애플리케이션이
CheckpointInterval 값 60000을 사용합니다. 이 값이 이 API를 사용하여 다른 값으로 설정
되거나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다른 값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figurationType
애플리케이션이 Kinesis Data Analytics의 기본 체크포인트 동작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CheckpointingEnabled, CheckpointInterval 또는 MinPauseBetweenCheckpoints 파라미
터를 설정하려면 이 속성을 CUSTOM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Note
이 값이 DEFAULT로 설정된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다음 값을 사용합니다. 다음 값이 API를 사용
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다른 값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 CheckpointingEnabled: true
• CheckpointInterval: 60000
• MinPauseBetweenCheckpoints: 5000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USTOM | DEFAUL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PauseBetweenCheckpoints
검사 작업이 완료된 후 새 검사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시간(밀리초)을 설명합니다. 이 설정이 없으
면, 검사 작업이 CheckpointInterval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에 애플리케이션이 연속 검사 작업을 수
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ache Flink 설명서의 체크포인트 튜닝을 참조하십시오.

Note
CheckpointConfiguration.ConfigurationType이 DEFAULT이면 애플리케이션이
MinPauseBetweenCheckpoints 값 5000을 사용합니다. 이 값이 이 API를 사용하여 설정되
거나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설정된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Checkpoint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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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CodeContent
Flink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코드 또는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위치를 지
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ContentLocation" : S3ContentLocation (p. 4311),
"TextContent" : String,
"ZipFileContent" : String

YAML
S3ContentLocation:
S3ContentLocation (p. 4311)
TextContent: String
ZipFileContent: String

Properties
S3ContentLocation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포함된 Amazon S3 버킷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ContentLocation (p. 43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xtContent
Flink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텍스트 형식 코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ZipFileContent
Flink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zip 형식 코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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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CodeContent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CSVMappingParameters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레코드 형식이 구분 기호를 사용(예: CSV)할 때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샘플 레코드는 CSV 형식을 사용하며, 레코드에는 행 구분 기호로
'\n'가 사용되고, 열 구분 기호로 쉼표(",")가 사용됩니다.
"name1", "address1"
"name2", "address2"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cordColumnDelimiter" : String,
"RecordRowDelimiter" : String

YAML
RecordColumnDelimiter: String
RecordRowDelimiter: String

Properties
RecordColumnDelimiter
열 구분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 CSV 형식에서 쉼표(",")는 일반적인 열 구분 기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ordRowDelimiter
행 구분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 CSV 형식에서 '\n'은 일반적인 행 구분 기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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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CSVMappingParameters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CustomArtifactConfiguration
커넥터 및 사용자 정의 함수의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tifactType" : String,
"MavenReference" : MavenReference (p. 4304),
"S3ContentLocation" : S3ContentLocation (p. 4311)

YAML
ArtifactType: String
MavenReference:
MavenReference (p. 4304)
S3ContentLocation:
S3ContentLocation (p. 4311)

Properties
ArtifactType
이 값을 UDF 또는 DEPENDENCY_JAR로 설정합니다. UDF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의미합니다. 이 유형의
아티팩트는 S3 버킷에 있어야 합니다. DEPENDENCY_JAR은 Maven 또는 S3 버킷에 있을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EPENDENCY_JAR | UDF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venReference
Maven 참조를 완전히 지정하는 데 필요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venReference (p. 430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ContentLocation
사용자 지정 아티팩트의 위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ContentLocation (p. 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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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CustomArtifactsConfiguration
CustomArtifactConfiguration 객체의 목록입니다.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DeployAsApplicationConfiguration
Kinesis Data Analytics Studio 노트북을 내구성 있는 상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ContentLocation" : S3ContentBaseLocation (p. 4311)

YAML
S3ContentLocation:
S3ContentBaseLocation (p. 4311)

Properties
S3ContentLocation
S3 버킷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데이터가 포함된 Amazon S3 객체의 이름 및 데이터가 포함된
Amazon S3 객체의 버전 번호 등 Amazon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 Amazon S3 객체의 설
명입니다.
Required: 예
Type: S3ContentBaseLocation (p. 43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EnvironmentProperties
Flink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속성을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opertyGroups" : [ PropertyGroup (p. 4308), ... ]

YAML
Property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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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Group (p. 4308)

Properties
PropertyGroups
실행 속성 그룹을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pertyGroup (p. 4308)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EnvironmentProperties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FlinkApplicationConfiguration
Flink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 또는 Studio 노트북의 구성 파라미터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heckpointConfiguration" : CheckpointConfiguration (p. 4288),
"MonitoringConfiguration" : MonitoringConfiguration (p. 4305),
"ParallelismConfiguration" : ParallelismConfiguration (p. 4306)

YAML
CheckpointConfiguration:
CheckpointConfiguration (p. 4288)
MonitoringConfiguration:
MonitoringConfiguration (p. 4305)
ParallelismConfiguration:
ParallelismConfiguration (p. 4306)

Properties
CheckpointConfiguration
애플리케이션의 체크포인트 구성을 설명합니다. 체크포인트는 내결함성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유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pache Flink 설명서의 내결함성을 위한 체크포인트를 참조하
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CheckpointConfiguration (p. 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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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nitoringConfiguration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Amazon CloudWatch 로깅을 위한 구성 파라미터를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onitoringConfiguration (p. 430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llelismConfiguration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는 방식에 대한 파라미터를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arallelismConfiguration (p. 430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FlinkApplicationConfiguratio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GlueDataCatalogConfiguration
애플리케이션에서 작성하는 Apache Flink SQL 쿼리 및 테이블 API 변환에 사용하는 Glue Data Catalog의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baseARN" : String

YAML
DatabaseARN: String

Properties
DatabaseARN
데이터베이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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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Input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입력을 구성할 때 스트리밍 소스, 생성
된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 이름 및 그 둘 사이의 매핑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putParallelism" : InputParallelism (p. 4298),
"InputProcessingConfiguration" : InputProcessingConfiguration (p. 4299),
"InputSchema" : InputSchema (p. 4300),
"KinesisFirehoseInput" : KinesisFirehoseInput (p. 4302),
"KinesisStreamsInput" : KinesisStreamsInput (p. 4302),
"NamePrefix" : String

YAML
InputParallelism:
InputParallelism (p. 4298)
InputProcessingConfiguration:
InputProcessingConfiguration (p. 4299)
InputSchema:
InputSchema (p. 4300)
KinesisFirehoseInput:
KinesisFirehoseInput (p. 4302)
KinesisStreamsInput:
KinesisStreamsInput (p. 4302)
NamePrefix: String

Properties
InputParallelism
생성할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 수를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Parallelism (p. 429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ProcessingConfiguration
입력을 위한 InputProcessingConfiguration입니다. 입력 프로세서는 애플리케이션의 SQL 코드
가 실행되기 전에 스트림에서 받은 레코드를 변환합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입력 처리 구성은
InputLambdaProcessor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ProcessingConfiguration (p. 42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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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Schema
스트리밍 소스에서 데이터의 형식 및 각 데이터 요소가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에서 생성되는 해당 열에
매핑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참조 데이터 원본의 형식을 기술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InputSchema (p. 43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inesisFirehoseInput
스트리밍 소스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인 경우 전송 스트림의 ARN을 식별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inesisFirehoseInput (p. 43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inesisStreamsInput
스트리밍 소스가 Amazon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인 경우 스트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식별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inesisStreamsInput (p. 43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Prefix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을 생성할 때 사용할 이름 접두사입니다. ‘MyInApplicationStream’
접두사를 지정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Kinesis Data Analytics는 한 개 이상(지정한
InputParallelism 수 기준)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을 ‘MyInApplicationStream_001,’
‘MyInApplicationStream_002’ 등의 이름으로 생성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Input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InputLambdaProcessor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에서 스트림의 레코드를 사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Amazon
Lambda 함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이 포함된 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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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ourceARN" : String

YAML
ResourceARN: String

Properties
ResourceARN
스트림의 레코드에서 작동하는 Amazon Lambda 함수의 ARN입니다.

Note
Lambda 함수의 최신 버전보다 이전 버전을 지정하려면 Lambda 함수 ARN에 Lambda 함수 버
전을 포함시키십시오. Lambda AR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RN의 예: Amazon Lambda를 참조
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InputLambdaProcessor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InputParallelism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해당 스트리밍 소스에 대해 생성할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 수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unt"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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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Count: Integer

Properties
Count
생성할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InputParallelism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InputProcessingConfiguration
SQL 기반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처리하기 전에 스트
림에서 레코드를 사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서에 대해 설명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입력
프로세서는 Amazon Lambda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putLambdaProcessor" : InputLambdaProcessor (p. 4297)

YAML
InputLambdaProcessor:
InputLambdaProcessor (p. 4297)

Properties
InputLambdaProcessor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처리를 하기 전에 스트림의 레코드를 사전 처리할 때 사용하는
InputLambdaProcessor.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LambdaProcessor (p. 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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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InputProcessingConfiguratio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InputSchema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스트리밍 소스의 데이터 형식을 설명하고, 각 데이터
요소가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에서 생성된 해당 열에 매핑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cordColumns" : [ RecordColumn (p. 4308), ... ],
"RecordEncoding" : String,
"RecordFormat" : RecordFormat (p. 4310)

YAML
RecordColumns:
- RecordColumn (p. 4308)
RecordEncoding: String
RecordFormat:
RecordFormat (p. 4310)

Properties
RecordColumns
RecordColumn 객체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RecordColumn (p. 4308) 목록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ordEncoding
스트리밍 소스에서 레코드의 인코딩을 지정합니다. 예: UTF-8.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5
Maximum: 5
Pattern: 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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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ordFormat
스트리밍 소스에서 레코드의 형식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RecordFormat (p. 43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SourceSchema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JSONMappingParameters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스트리밍 소스의 레코드 형식이 JSON일 경우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cordRowPath" : String

YAML
RecordRowPath: String

Properties
RecordRowPath
레코드가 포함된 최상위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5535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JSONMappingParameters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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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KinesisFirehoseInput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스트리밍 소스
로 식별합니다. 전송 스트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ourceARN" : String

YAML
ResourceARN: String

Properties
ResourceARN
전송 시스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KinesisFirehoseInput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KinesisStreamsInput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을 스트리밍 소스로 식별합니다. 스트림의 Amazon Resource Name(ARN)을 제공합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ourceARN" : String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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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ResourceARN: String

Properties
ResourceARN
읽을 입력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KinesisStreamsInput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MappingParameters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애플리케이션 입력을 구성할
경우 스트리밍 소스의 레코드 형식(예: JSON, CSV 또는 몇 개의 구분 기호로 구분된 레코드 필드)과 관련된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SVMappingParameters" : CSVMappingParameters (p. 4291),
"JSONMappingParameters" : JSONMappingParameters (p. 4301)

YAML
CSVMappingParameters:
CSVMappingParameters (p. 4291)
JSONMappingParameters:
JSONMappingParameters (p. 4301)

Properties
CSVMappingParameters
레코드 형식이 구분 기호를 사용(예: CSV)할 때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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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SVMappingParameters (p. 42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SONMappingParameters
스트리밍 소스의 레코드 형식이 JSON일 경우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MappingParameters (p. 43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MappingParameters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MavenReference
Maven 참조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Maven 참조를 사용하여 종속성 JAR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tifactId" : String,
"GroupId" : String,
"Version" : String

YAML
ArtifactId: String
GroupId: String
Version: String

Properties
ArtifactId
Maven 참조의 아티팩트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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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Id
Maven 참조의 그룹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Maven 참조의 버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MonitoringConfiguration
Java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Amazon CloudWatch 로깅의 구성 파라미터를 설명
합니다. CloudWatch 로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링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figurationType" : String,
"LogLevel" : String,
"MetricsLevel" : String

YAML
ConfigurationType: String
LogLevel: String
MetricsLevel: String

Properties
ConfigurationType
애플리케이션에 기본 CloudWatch 로깅 구성을 사용할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LogLevel 또는
MetricsLevel 파라미터를 설정하려면 이 속성을 CUSTOM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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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USTOM | DEFAUL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Level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CloudWatch Logs의 세부 수준을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EBUG | ERROR | INFO | W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sLevel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CloudWatch Logs의 세부 수준을 설명합니다. 64 이상의 병렬화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는 과도한 비용 때문에 Parallelism 수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PPLICATION | OPERATOR | PARALLELISM | TASK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MonitoringConfiguratio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ParallelismConfiguration
Flink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는 방식에 대한 파라미터를 설
명합니다. 병렬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ache Flink 설명서의 병렬 실행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oScalingEnabled" : Boolean,
"ConfigurationType" : String,
"Parallelism" : Integer,
"ParallelismPerKPU" : Integer

YAML
AutoScalingEnabled: Boolean
Configuration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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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ism: Integer
ParallelismPerKPU: Integer

Properties
AutoScalingEnabled
처리량 증가에 대한 응답으로 Kinesis Data Analytics 서비스가 애플리케이션의 병렬화를 높일 수 있는
지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figurationType
애플리케이션이 Kinesis Data Analytics 서비스에 기본 병렬화를 사용하는지 설명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의 AutoScalingEnabled, Parallelism 또는 ParallelismPerKPU 속성을 변경하려면 이 속성을
CUSTOM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USTOM | DEFAUL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llelism
Java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이 수행할 수 있는 초기 병렬 작업 수를 설명합니다.
ParallelismConfiguration:AutoScalingEnabled가 true로 설정된 경우 Kinesis Data Analytics 서비스가
이 숫자를 자동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llelismPerKPU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Kinesis 처리 단위(KPU)에 따라 Java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
이션이 수행할 수 있는 병렬 작업 수를 설명합니다. KPU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요금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ParallelismConfiguration

API 버전 2010-05-15
430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Kinesis Data Analytics V2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PropertyGroup
애플리케이션에 전달된 속성 키-값 페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opertyGroupId" : String,
"PropertyMap" : Json

YAML
PropertyGroupId: String
PropertyMap: Json

Properties
PropertyGroupId
애플리케이션 실행 속성 키-값 페어의 키를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pertyMap
애플리케이션 실행 속성 키-값 페어의 값을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PropertyGroup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RecordColumn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스트리밍 소스의 각 데이터 요소가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에 있는 해당 열에 매핑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참조 데이터 원본의 형식을 기술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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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pping" : String,
"Name" : String,
"SqlType" : String

YAML
Mapping: String
Name: String
SqlType: String

Properties
Mapping
스트리밍 입력 또는 참조 데이터 원본에 있는 데이터 요소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인애플리케이션 입력 스트림 또는 참조 테이블에서 생성된 열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qlType
인애플리케이션 입력 스트림 또는 참조 테이블에서 생성된 열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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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RecordColum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RecordFormat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스트림의 레코드를 스키마로 변환하기 위해 적용해
야 하는 레코드 형식 및 관련 매핑 정보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ppingParameters" : MappingParameters (p. 4303),
"RecordFormatType" : String

YAML
MappingParameters:
MappingParameters (p. 4303)
RecordFormatType: String

Properties
MappingParameter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애플리케이션 입력을 구성할 경우 스트리밍 소스의 레코드
형식(예: JSON, CSV 또는 몇 개의 구분 기호로 구분된 레코드 필드)과 관련된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ppingParameters (p. 43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ordFormatType
레코드 형식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SV |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Record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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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S3ContentBaseLocation
Amazon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위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asePath" : String,
"BucketARN" : String

YAML
BasePath: String
BucketARN: String

Properties
BasePath
S3 버킷의 기본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cketARN
S3 버킷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S3ContentLocation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 지정 아티팩트의 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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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ARN" : String,
"FileKey" : String,
"ObjectVersion" : String

YAML
BucketARN: String
FileKey: String
ObjectVersion: String

Properties
BucketARN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포함된 S3 버킷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Key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포함하는 객체의 파일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bjectVersion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포함하는 객체의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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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S3ContentLocatio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SqlApplicationConfiguration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입력, 출력 및 참조 데이터 원본을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puts" : [ Input (p. 4296), ... ]

YAML
Inputs:
- Input (p. 4296)

Properties
Inputs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입력 스트림을 설명하는 Input 객체의 어레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 (p. 429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SqlApplicationConfiguratio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ZeppelinApplicationConfiguration
Kinesis Data Analytics Studio 노트북의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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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alogConfiguration" : CatalogConfiguration (p. 4287),
"CustomArtifactsConfiguration" : CustomArtifactsConfiguration (p. 4293),
"DeployAsApplicationConfiguration" : DeployAsApplicationConfiguration (p. 4293),
"MonitoringConfiguration" : ZeppelinMonitoringConfiguration (p. 4315)

YAML
CatalogConfiguration:
CatalogConfiguration (p. 4287)
CustomArtifactsConfiguration:
CustomArtifactsConfiguration (p. 4293)
DeployAsApplicationConfiguration:
DeployAsApplicationConfiguration (p. 4293)
MonitoringConfiguration:
ZeppelinMonitoringConfiguration (p. 4315)

Properties
CatalogConfiguration
Kinesis Data Analytics Studio 노트북의 쿼리에 사용하는 Amazon Glue Data Catalog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talogConfiguration (p. 428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ArtifactsConfiguration
CustomArtifactConfiguration 객체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ustomArtifactsConfiguration (p. 4293)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ployAsApplicationConfiguration
Kinesis Data Analytics Studio 노트북을 내구성 있는 상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하는 데 필요한 정보
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ployAsApplicationConfiguration (p. 42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nitoringConfiguration
Kinesis Data Analytics Studio 노트북의 모니터링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ZeppelinMonitoringConfiguration (p. 431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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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ZeppelinMonitoringConfiguration
Kinesis Data Analytics Studio 노트북에 대한 Amazon CloudWatch 로깅의 구성 파라미터를 설명합니다.
CloudWatch 로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모니터링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ogLevel" : String

YAML
LogLevel: String

Properties
LogLevel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CloudWatch Logs의 세부 정보 표시입니다. INFO, WARN, ERROR 또는 DEBUG로 설
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EBUG | ERROR | INFO | W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CloudWatchLoggingOption
Amazon CloudWatch 로그 스트림을 추가하여 애플리케이션 구성 오류를 모니터링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CloudWatchLoggingOption",
"Properties" : {
"ApplicationName" : String,
"CloudWatchLoggingOption" : CloudWatchLoggingOption (p. 4317)
}

YAML
Type: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CloudWatchLoggingOption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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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Name: String
CloudWatchLoggingOption:
CloudWatchLoggingOption (p. 4317)

Properties
ApplicationName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loudWatchLoggingOption
로그 스트림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포함하여 Amazon CloudWatch 로깅 옵션에 대한 설명을 제
공합니다.
Required: 예
Type: CloudWatchLoggingOption (p. 43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ApplicationCloudWatchLoggingOption 리소스 생성
JSON
{ "BasicApplicationV2CloudWatchLoggingOption": { "Type":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CloudWatchLoggingOption",
"Properties": {
"ApplicationName": { "Ref": "BasicApplication" },
"CloudWatchLoggingOption": {
"LogStreamARN": { "Fn::Join": [ ":", [ "arn:aws:logs", { "Ref":
"AWS::Region" }, {
"Ref": "AWS::AccountId" }, "log-group", { "Ref": "TestCWLogGroup" }, "logstream", {
"Ref": "TestCWLogStream" } ] ] } } } } }

YAML
BasicApplicationV2CloudWatchLoggingOption: Type: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CloudWatchLoggingOption'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BasicApplication CloudWatchLoggingOption:
LogStreamARN: !Join
- ':' - - 'arn:aws:logs' - !Ref 'AWS::Region' - !Ref 'AWS::AccountId' log-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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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TestCWLogGroup - log-stream - !Ref TestCWLogStream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AddApplicationCloudWatchLoggingOptio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CloudWatchLoggingOption
CloudWatchLoggingOption
로그 스트림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포함하여 Amazon CloudWatch 로깅 옵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ogStreamARN" : String

YAML
LogStreamARN: String

Properties
LogStreamARN
애플리케이션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CloudWatch 로그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CloudWatchLoggingOptio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Output
SQL 기반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에 외부 대상을 추가합니다.
Kinesis Data Analytics가 애플리케이션 내의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에서 외부 대상(예: Kinesis 데이터 스트
림,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또는 Lambda 함수)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하려면, 이 작업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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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구성을 추가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출력을 하나 이상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출력 구성은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과 외부 대상을 매핑합니다.
오류를 분석할 수 있도록 출력 구성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인애플리케이션 오류 스트림에서 외부 대상으로 데
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사용한 스트리밍 소스 추가를 포함하여 모든 구성 업데이트 시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이 생
성됩니다. DescribeApplication 작업을 사용하여 현재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Output",
"Properties" : {
"ApplicationName" : String,
"Output" : Output (p. 4322)
}

YAML
Type: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Output
Properties:
ApplicationName: String
Output:
Output (p. 4322)

Properties
ApplicationName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utput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 데이터를 쓸 대상과,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을 식별하는 SQL 기반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 출력 구성을 설명합니다. 대상은 Kinesis 데이터 스트림 도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이 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출력 (p. 432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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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ApplicationOutput 객체 생성
JSON
{ "Type":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Output",
"Properties": { "ApplicationName": { "Ref": "BasicApplication" }, "Output":
{
"Name": "exampleOutput", "DestinationSchema": { "RecordFormatType":
"CSV" },
"KinesisStreamsOutput": { "ResourceARN": { "Fn::GetAtt":
[ "OutputKinesisStream",
"Arn" ] } } } } }

YAML
Type: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Output'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BasicApplication Output: Name: exampleOutput
DestinationSchema: RecordFormatType: CSV KinesisStreamsOutput:
ResourceARN: !GetAtt
- OutputKinesisStream - Ar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AddApplicationOutput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Output DestinationSchema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상에 레코드를 쓸 때의 데이터 형식을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cordFormatType" : String

YAML
RecordFormatType: String

Properties
RecordFormatType
출력 스트림의 레코드 형식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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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CSV |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DestinationSchema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Output KinesisFirehoseOutput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출력을 구성할 때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대상으로 식별합니다. 전송 스트림의 스트림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제공합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ourceARN" : String

YAML
ResourceARN: String

Properties
ResourceARN
쓸 대상 전송 스트림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KinesisFirehoseOutput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Output KinesisStreamsOutput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출력을 구성할 때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을 대상으로 식별
합니다. 스트림 Amazon Resource Name(ARN)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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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ourceARN" : String

YAML
ResourceARN: String

Properties
ResourceARN
데이터를 쓸 대상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KinesisStreamsOutput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Output LambdaOutput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출력을 구성할 때 Amazon Lambda 함수를 대상으로 식별
합니다. Lambda 함수의 함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ourceARN" : String

YAML
Resource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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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ResourceARN
데이터를 쓸 Lambda 함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Note
Lambda 함수의 최신 버전보다 이전 버전을 지정하려면 Lambda 함수 ARN에 Lambda 함수 버
전을 포함시키십시오. Lambda AR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RN의 예: Amazon Lambda를 참조
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LambdaOutput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Output Output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 데이터를 쓸 대상과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을 식별하는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 출력 구성을 설명합니다. 대상은 Kinesis 데이터 스트림 도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Schema" : DestinationSchema (p. 4319),
"KinesisFirehoseOutput" : KinesisFirehoseOutput (p. 4320),
"KinesisStreamsOutput" : KinesisStreamsOutput (p. 4320),
"LambdaOutput" : LambdaOutput (p. 4321),
"Name" : String

YAML
DestinationSchema:
DestinationSchema (p. 4319)
KinesisFirehoseOutput:
KinesisFirehoseOutput (p. 4320)
KinesisStreamsOutput:
KinesisStreamsOutput (p. 4320)
LambdaOutput:
LambdaOutput (p. 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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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Schema
대상에 레코드를 쓸 때 데이터 형식을 기술합니다.
Required: 예
Type: DestinationSchema (p. 431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inesisFirehoseOutput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대상으로 식별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inesisFirehoseOutput (p. 43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inesisStreamsOutput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을 대상으로 식별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inesisStreamsOutput (p. 43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mbdaOutput
대상으로 Amazon Lambda 함수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mbdaOutput (p. 432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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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기존 SQL 기반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에 참조 데이터 원본을 추가합니다.
Kinesis Data Analytics는 참조 데이터(즉, Amazon S3 객체)를 읽고 애플리케이션 내에 인애플리케이션
테이블을 만듭니다. 요청에서 소스(S3 버킷 이름과 객체 키 이름), 생성할 인애플리케이션 테이블의 이름,
Amazon S3 객체의 데이터가 결과 인애플리케이션 테이블의 열에 매핑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필요한 매핑 정
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Properties" : {
"ApplicationName" : String,
"ReferenceDataSource" : ReferenceDataSource (p. 4330)
}

YAML
Type: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Properties:
ApplicationName: String
ReferenceDataSource:
ReferenceDataSource (p. 4330)

Properties
ApplicationName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ferenceDataSource
SQL 기반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소스 정보(Amazon S3 버킷 이름 및 객
체 키 이름), 생성된 인애플리케이션 테이블 이름 및 Amazon S3 객체의 데이터 요소를 인애플리케이션
테이블에 매핑하는 데 필요한 스키마를 제공하여 참조 데이터 원본을 설명합니다.
Required: 예
Type: ReferenceDataSource (p. 43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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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리소스 생성
JSON
{ "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 "Type":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Properties": {
"ApplicationName": { "Ref": "BasicApplication" }, "ReferenceDataSource": {
"TableName": "exampleTable", "ReferenceSchema": { "RecordColumns":
[ { "Name":
"example", "SqlType": "VARCHAR(16)", "Mapping": "$.example" } ],
"RecordFormat": {
"RecordFormatType": "JSON", "MappingParameters": { "JSONMappingParameters":
{
"RecordRowPath": "$" } } } }, "S3ReferenceDataSource": { "BucketARN": {
"Fn::GetAtt": [ "S3Bucket", "Arn" ] }, "FileKey": "fakeKey" } } } } }

YAML
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Type: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BasicApplication ReferenceDataSource: TableName:
exampleTable
ReferenceSchema: RecordColumns: - Name: example SqlType: VARCHAR(16)
Mapping:
$.example RecordFormat: RecordFormatType: JSON MappingParameters:
JSONMappingParameters: RecordRowPath: $ S3ReferenceDataSource: BucketARN: !
GetAtt S3Bucket - Arn FileKey: fakeKey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Add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CSVMappingParameters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레코드 형식이 구분 기호를 사용(예: CSV)할 때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샘플 레코드는 CSV 형식을 사용하며, 레코드에는 행 구분 기호로
'\n'가 사용되고, 열 구분 기호로 쉼표(",")가 사용됩니다.
"name1", "address1"
"name2", "address2"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cordColumnDelimiter" : String,
"RecordRowDelimiter"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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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RecordColumnDelimiter: String
RecordRowDelimiter: String

Properties
RecordColumnDelimiter
열 구분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 CSV 형식에서 쉼표(",")는 일반적인 열 구분 기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ordRowDelimiter
행 구분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 CSV 형식에서 '\n'은 일반적인 행 구분 기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CSVMappingParameters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JSONMappingParameters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스트리밍 소스의 레코드 형식이 JSON일 경우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cordRowPath" : String

YAML
RecordRowPath: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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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RecordRowPath
레코드가 포함된 최상위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5535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JSONMappingParameters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MappingParameters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애플리케이션 입력을 구성할
경우 스트리밍 소스의 레코드 형식(예: JSON, CSV 또는 몇 개의 구분 기호로 구분된 레코드 필드)과 관련된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SVMappingParameters" : CSVMappingParameters (p. 4325),
"JSONMappingParameters" : JSONMappingParameters (p. 4326)

YAML
CSVMappingParameters:
CSVMappingParameters (p. 4325)
JSONMappingParameters:
JSONMappingParameters (p. 4326)

Properties
CSVMappingParameters
레코드 형식이 구분 기호를 사용(예: CSV)할 때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SVMappingParameters (p. 43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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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MappingParameters
스트리밍 소스의 레코드 형식이 JSON일 경우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MappingParameters (p. 432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MappingParameters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RecordColumn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스트리밍 소스의 각 데이터 요소가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에 있는 해당 열에 매핑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참조 데이터 원본의 형식을 기술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pping" : String,
"Name" : String,
"SqlType" : String

YAML
Mapping: String
Name: String
SqlType: String

Properties
Mapping
스트리밍 입력 또는 참조 데이터 원본에 있는 데이터 요소에 대한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인애플리케이션 입력 스트림 또는 참조 테이블에서 생성된 열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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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qlType
인애플리케이션 입력 스트림 또는 참조 테이블에서 생성된 열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RecordColum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RecordFormat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스트림의 레코드를 스키마로 변환하기 위해 적용해
야 하는 레코드 형식 및 관련 매핑 정보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ppingParameters" : MappingParameters (p. 4327),
"RecordFormatType" : String

YAML
MappingParameters:
MappingParameters (p. 4327)
RecordFormatType: String

Properties
MappingParameter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애플리케이션 입력을 구성할 경우 스트리밍 소스의 레코드
형식(예: JSON, CSV 또는 몇 개의 구분 기호로 구분된 레코드 필드)과 관련된 추가 매핑 정보를 제공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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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MappingParameters (p. 43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ordFormatType
레코드 형식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SV |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RecordFormat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ReferenceDataSource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소스 정보(Amazon S3 버킷 이름 및 객체 키 이름), 생
성된 결과 인애플리케이션 테이블 이름 및 Amazon S3 객체의 데이터 요소를 인애플리케이션 테이블에 매핑
하는 데 필요한 스키마를 제공하여 참조 데이터 원본을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ferenceSchema" : ReferenceSchema (p. 4331),
"S3ReferenceDataSource" : S3ReferenceDataSource (p. 4332),
"TableName" : String

YAML
ReferenceSchema:
ReferenceSchema (p. 4331)
S3ReferenceDataSource:
S3ReferenceDataSource (p. 4332)
TableName: String

Properties
ReferenceSchema
스트리밍 소스에서 데이터의 형식 및 각 데이터 요소가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에서 생성된 해당 열에 매
핑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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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ferenceSchema (p. 433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ReferenceDataSource
참조 데이터를 포함하는 S3 버킷과 객체를 식별합니다.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 로드는 데
이터를 한 번만 참조합니다.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로드하도록 트리거
하는 UpdateApplication 작업을 호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ReferenceDataSource (p. 43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Name
생성할 인애플리케이션 테이블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ReferenceDataSource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ReferenceSchema
SQL 기반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스트리밍 소스의 데이터 형식을 설명하고, 각 데이터
요소가 인애플리케이션 스트림에서 생성된 해당 열에 매핑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cordColumns" : [ RecordColumn (p. 4328), ... ],
"RecordEncoding" : String,
"RecordFormat" : RecordFormat (p. 4329)

YAML
RecordColumns:
- RecordColumn (p. 4328)
RecordEncoding: String
RecordFormat:
RecordFormat (p. 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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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RecordColumns
RecordColumn 객체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RecordColumn (p. 4328) 목록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ordEncoding
스트리밍 소스에서 레코드의 인코딩을 지정합니다. 예: UTF-8.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5
Maximum: 5
Pattern: UTF-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ordFormat
스트리밍 소스에서 레코드의 형식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RecordFormat (p. 43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SourceSchema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S3ReferenceDataSource
SQL 기반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참조 데이터가 포함된 Amazon S3 버킷 및
객체를 식별합니다.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 로드는 데이터를 한 번만 참조합니다.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로드하도록 트리거하는 UpdateApplication 작업을 호출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BucketAR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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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Key" : String

YAML
BucketARN: String
FileKey: String

Properties
BucketARN
S3 버킷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Key
참조 데이터를 포함하는 객체 키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API 참조의 S3ReferenceDataSource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p. 4333)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리소스는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Amazon Redshift 또는 Amazon Elasticsearch Service(Amazon ES) 대상에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전
송하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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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Properties" : {
"DeliveryStreamEncryptionConfigurationInput" : DeliveryStreamEncryptionConfigurationInput (p. 4350),
"DeliveryStreamName" : String,
"DeliveryStreamType" : String,
"ElasticsearchDestinationConfiguration" : ElasticsearchDestinationConfiguration (p. 4354),
"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 : 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59),
"HttpEndpointDestinationConfiguration" : HttpEndpointDestinationConfiguration (p. 4365),
"KinesisStreamSourceConfiguration" : KinesisStreamSourceConfiguration (p. 4369),
"RedshiftDestinationConfiguration" : RedshiftDestinationConfiguration (p. 4379),
"S3DestinationConfiguration" :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3),
"SplunkDestinationConfiguration" : Splunk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8),
"Tags" : [ Tag, ... ]
}

}

YAML
Type: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Properties:
DeliveryStreamEncryptionConfigurationInput:
DeliveryStreamEncryptionConfigurationInput (p. 4350)
DeliveryStreamName: String
DeliveryStreamType: String
ElasticsearchDestinationConfiguration:
ElasticsearchDestinationConfiguration (p. 4354)
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
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59)
HttpEndpointDestinationConfiguration:
HttpEndpointDestinationConfiguration (p. 4365)
KinesisStreamSourceConfiguration:
KinesisStreamSourceConfiguration (p. 4369)
RedshiftDestinationConfiguration:
RedshiftDestinationConfiguration (p. 4379)
S3DestinationConfiguration: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3)
SplunkDestinationConfiguration:
Splunk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8)
Tags:
- Tag

Properties
DeliveryStreamEncryptionConfigurationInput
서버 측 암호화(SSE)에 사용할 CMK의 유형 및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liveryStreamEncryptionConfigurationInput (p. 43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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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StreamName
전송 스트림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liveryStreamType
전송 스트림 유형입니다. 다음 값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DirectPut: 전송 스트림에 직접 액세스하는 공급자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KinesisStreamAsSource: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을 소스로 사용하는 전송 스트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rectPut | KinesisStreamAsSourc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lasticsearchDestinationConfiguration
전송 스트림에 대한 Amazon ES 대상입니다.
조건부입니다. 대상 구성은 하나만 지정해야 합니다.
전송 스트림 대상을 Amazon ES 대상에서 Amazon S3 또는 Amazon Redshift 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업데이트에 일부 중단이 필요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ElasticsearchDestinationConfiguration (p. 435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
전송 스트림에 대한 Amazon S3 대상입니다.
조건부입니다. 대상 구성은 하나만 지정해야 합니다.
전송 스트림 대상을 Amazon Extended S3 대상에서 Amazon ES 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업데이트에
일부 중단이 필요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5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EndpointDestinationConfiguration
모든 HTTP 엔드포인트 대상에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Kinesis Firehose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하
나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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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HttpEndpointDestinationConfiguration (p. 436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inesisStreamSourceConfiguration
Kinesis 스트림이 전송 스트림의 소스로 사용되면 KinesisStreamSourceConfiguration은 Kinesis 스트림
ARN과 소스 스트림의 역할 ARN을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inesisStreamSourceConfiguration (p. 436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dshiftDestinationConfiguration
전송 스트림에 대한 Amazon Redshift 대상입니다.
조건부입니다. 대상 구성은 하나만 지정해야 합니다.
전송 스트림 대상을 Amazon Redshift 대상에서 Amazon ES 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업데이트에 일부
중단이 필요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RedshiftDestinationConfiguration (p. 437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DestinationConfiguration
S3DestinationConfiguration 속성 유형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Kinesis Data Firehose)
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대상을 지정합니다.
조건부입니다. 대상 구성은 하나만 지정해야 합니다.
전송 스트림 대상을 Amazon S3 대상에서 Amazon ES 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업데이트에 일부 중단이
필요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lunkDestinationConfiguration
전송 스트림에 대한 Splunk의 대상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plunk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전송 스트림에 할당할 태그 세트입니다.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여 AWS 리소스에 할당할 수 있는 키-값
페어입니다. 태그는 메타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전송 스트림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억하기 쉬
운 이름 및 설명 또는 기타 유형의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사용 설명서에서 비용 할당 태그 사용을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0-05-15
433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만들 때 최대 50개의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입력하면 Ref는 해당 전송 스트림 이름을 반환합니다(예:
mystack-deliverystream-1ABCD2EF3GHIJ).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십시오.

Fn::GetAtt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
입니다.
Fn::GetAtt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전송 스트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firehose:useast-2:123456789012:deliverystream/delivery-stream-name).

예제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생성
다음 예에서는 데이터를 Amazon ES 대상으로 전송하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에서는 대상으로 전송된 모든 데이터를 Amazon S3 버킷에 백업합니다.

JSON
"ElasticSearchDeliveryStream": {
"Type":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Properties": {
"ElasticsearchDestinationConfiguration": {
"BufferingHints": {
"IntervalInSeconds": 60,
"SizeInMBs": 50
},
"CloudWatchLoggingOptions": {
"Enabled": true,
"LogGroupName": "deliverystream",
"LogStreamName": "elasticsearchDelivery"
},
"DomainARN": { "Ref" : "MyDomainARN" },
"IndexName": { "Ref" : "MyIndexName" },
"IndexRotationPeriod": "NoRotation",
"TypeName" : "fromFirehose",
"RetryOptions": {
"DurationInSeconds":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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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RoleARN": { "Fn::GetAtt" : ["ESdeliveryRole", "Arn"] },
"S3BackupMode": "AllDocuments",
"S3Configuration": {
"BucketARN": { "Ref" : "MyBackupBucketARN" },
"BufferingHints": {
"IntervalInSeconds": "60",
"SizeInMBs": "50"
},
"CompressionFormat": "UNCOMPRESSED",
"Prefix": "firehose/",
"RoleARN": { "Fn::GetAtt" : ["S3deliveryRole", "Arn"] },
"CloudWatchLoggingOptions" : {
"Enabled" : true,
"LogGroupName" : "deliverystream",
"LogStreamName" : "s3Backup"
}
}

YAML
ElasticSearchDeliveryStream:
Type: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Properties:
ElasticsearchDestinationConfiguration:
BufferingHints:
IntervalInSeconds: 60
SizeInMBs: 50
CloudWatchLoggingOptions:
Enabled: true
LogGroupName: "deliverystream"
LogStreamName: "elasticsearchDelivery"
DomainARN:
Ref: "MyDomainARN"
IndexName:
Ref: "MyIndexName"
IndexRotationPeriod: "NoRotation"
TypeName: "fromFirehose"
RetryOptions:
DurationInSeconds: "60"
RoleARN:
Fn::GetAtt:
- "ESdeliveryRole"
- "Arn"
S3BackupMode: "AllDocuments"
S3Configuration:
BucketARN:
Ref: "MyBackupBucketARN"
BufferingHints:
IntervalInSeconds: "60"
SizeInMBs: "50"
CompressionFormat: "UNCOMPRESSED"
Prefix: "firehose/"
RoleARN:
Fn::GetAtt:
- "S3deliveryRole"
- "Arn"
CloudWatchLoggingOptions:
Enabled: true
LogGroupName: "deliverystream"
LogStreamName: "s3Ba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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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 형식 변환
다음 예에서는 레코드 형식 변환을 보여줍니다.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tack for Firehose DeliveryStream S3 Destination.
Resources:
GlueDatabase:
Type: AWS::Glue::Database
Properties:
CatalogId: !Ref AWS::AccountId
DatabaseInput: {}
GlueTable:
Type: AWS::Glue::Table
Properties:
CatalogId: !Ref AWS::AccountId
DatabaseName: !Ref GlueDatabase
TableInput:
Owner: owner
Retention: 0
StorageDescriptor:
Columns:
- Name: pickup_latitude
Type: double
- Name: pickup_longitude
Type: double
- Name: dropoff_latitude
Type: double
- Name: dropoff_longitude
Type: double
- Name: trip_id
Type: int
- Name: trip_distance
Type: double
- Name: passenger_count
Type: int
- Name: pickup_datetime
Type: timestamp
- Name: dropoff_datetime
Type: timestamp
- Name: total_amount
Type: double
InputFormat: org.apache.hadoop.hive.ql.io.parquet.MapredParquetInputFormat
OutputFormat: org.apache.hadoop.hive.ql.io.parquet.MapredParquetOutputFormat
Compressed: false
NumberOfBuckets: -1
SerdeInfo:
SerializationLibrary:
org.apache.hadoop.hive.ql.io.parquet.serde.ParquetHiveSerDe
Parameters:
serialization.format: '1'
BucketColumns: []
SortColumns: []
StoredAsSubDirectories: false
PartitionKeys:
- Name: year
Type: string
- Name: month
Type: string
- Name: day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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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hour
Type: string
TableType: EXTERNAL_TABLE
deliverystream:
Type: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Properties:
DeliveryStreamType: DirectPut
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
RoleARN: !GetAtt deliveryRole.Arn
BucketARN: !Join
- ''
- - 'arn:aws:s3:::'
- !Ref s3bucket
Prefix: !Join
- ''
- - !Ref GlueTable
- '/year=!{timestamp:YYYY}/month=!{timestamp:MM}/day=!{timestamp:dd}/hour=!
{timestamp:HH}/'
ErrorOutputPrefix: !Join
- ''
- - !Ref GlueTable
- 'error/!{firehose:error-output-type}/year=!{timestamp:YYYY}/month=!
{timestamp:MM}/day=!{timestamp:dd}/hour=!{timestamp:HH}/'
BufferingHints:
SizeInMBs: 128
IntervalInSeconds: 300
CompressionFormat: UNCOMPRESSED
EncryptionConfiguration:
NoEncryptionConfig: NoEncryption
CloudWatchLoggingOptions:
Enabled: true
LogGroupName: !Join
- ''
- - 'KDF-'
- !Ref GlueTable
LogStreamName: S3Delivery
S3BackupMode: Disabled
DataFormatConversionConfiguration:
SchemaConfiguration:
CatalogId: !Ref AWS::AccountId
RoleARN: !GetAtt deliveryRole.Arn
DatabaseName: !Ref GlueDatabase
TableName: !Ref GlueTable
Region: !Ref AWS::Region
VersionId: LATEST
InputFormatConfiguration:
Deserializer:
OpenXJsonSerDe: {}
OutputFormatConfiguration:
Serializer:
ParquetSerDe: {}
Enabled: True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VersioningConfiguration:
Status: Enabled
delivery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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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firehose.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Condition:
StringEquals:
'sts:ExternalId': !Ref 'AWS::AccountId'
Path: "/"
Policies:
- PolicyName: firehose_delivery_polic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3:AbortMultipartUpload'
- 's3:GetBucketLocation'
- 's3:GetObject'
- 's3:ListBucket'
- 's3:ListBucketMultipartUploads'
- 's3:PutObject'
Resource:
- !Join
- ''
- - 'arn:aws:s3:::'
- !Ref s3bucket
- !Join
- ''
- - 'arn:aws:s3:::'
- !Ref s3bucket
- '/*'
- Effect: Allow
Action: 'glue:GetTableVersions'
Resource: '*'
- Effect: Allow
Action: 'logs:PutLogEvents'
Resource:
- !Join
- ''
- - 'arn:aws:logs:'
- !Ref 'AWS::Region'
- ':'
- !Ref 'AWS::AccountId'
- 'log-group:/aws/kinesisfirehose/KDF-'
- !Ref GlueTable
- ':log-stream:*'
Outputs:
deliverysreamARN:
Description: The ARN of the firehose delivery stream
Value: !GetAtt deliverystream.Arn

전송 스트림에 대한 Amazon S3 대상 지정
다음 예에서는 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전송 스트림의 Amazon S3
대상을 지정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Description" : "Stack for Firehose DeliveryStream S3 Destination.",
"Resources": {
"deliverystream": {

API 버전 2010-05-15
434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Kinesis Data Firehose
"DependsOn": ["deliveryPolicy"],
"Type":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Properties": {
"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 {
"BucketARN": {"Fn::Join": ["", ["arn:aws:s3:::", {"Ref":"s3bucket"}]]},
"BufferingHints": {
"IntervalInSeconds": "60",
"SizeInMBs": "50"
},
"CompressionFormat": "UNCOMPRESSED",
"Prefix": "firehose/",
"RoleARN": {"Fn::GetAtt" : ["deliveryRole", "Arn"] },
"ProcessingConfiguration" : {
"Enabled": "true",
"Processors": [
{
"Parameters": [
{
"ParameterName": "LambdaArn",
"ParameterValue": {"Fn::GetAtt" : ["myLambda", "Arn"] }
}],
"Type": "Lambda"
}]
}
}
}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VersioningConfiguration": {
"Status": "Enabled"
}
}
},
"delivery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firehose.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Condition": {
"StringEquals": {
"sts:ExternalId": {"Ref":"AWS::AccountId"}
}
}
}
]
}
}
},
"deliveryPolicy": {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
"PolicyName": "firehose_delivery_policy",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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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Allow",
"Action": [
"s3:AbortMultipartUpload",
"s3:GetBucketLocation",
"s3:GetObject",
"s3:ListBucket",
"s3:ListBucketMultipartUploads",
"s3:PutObject"
],
"Resource": [
{"Fn::Join": ["", ["arn:aws:s3:::", {"Ref":"s3bucket"}]]},
{"Fn::Join": ["", ["arn:aws:s3:::", {"Ref":"s3bucket"}, "*"]]}
]

}

}

}

}

}
]
},
"Roles": [{"Ref": "deliveryRole"}]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tack for Firehose DeliveryStream S3 Destination.
Resources:
deliverystream:
DependsOn:
- deliveryPolicy
Type: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Properties:
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
BucketARN: !Join
- ''
- - 'arn:aws:s3:::'
- !Ref s3bucket
BufferingHints:
IntervalInSeconds: '60'
SizeInMBs: '50'
CompressionFormat: UNCOMPRESSED
Prefix: firehose/
RoleARN: !GetAtt deliveryRole.Arn
ProcessingConfiguration:
Enabled: 'true'
Processors:
- Parameters:
- ParameterName: LambdaArn
ParameterValue: !GetAtt myLambda.Arn
Type: Lambda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VersioningConfiguration:
Status: Enabled
delivery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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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firehose.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Condition:
StringEquals:
'sts:ExternalId': !Ref 'AWS::AccountId'
deliveryPolicy: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PolicyName: firehose_delivery_polic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3:AbortMultipartUpload'
- 's3:GetBucketLocation'
- 's3:GetObject'
- 's3:ListBucket'
- 's3:ListBucketMultipartUploads'
- 's3:PutObject'
Resource:
- !Join
- ''
- - 'arn:aws:s3:::'
- !Ref s3bucket
- !Join
- ''
- - 'arn:aws:s3:::'
- !Ref s3bucket
- '*'
Roles:
- !Ref deliveryRole

Kinesis 스트림을 전송 스트림의 소스로 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KinesisStreamSource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Kinesis 스트림을 전송 스트림
의 소스로 지정합니다.

JSON
{

"Parameters": {
"deliveryRoleArn": {
"Type": "String"
},
"deliveryStreamName": {
"Type": "String"
},
"kinesisStreamARN": {
"Type": "String"
},
"kinesisStreamRoleArn": {
"Type": "String"
},
"s3bucketArn": {
"Type": "String"
}
},
"Resources": {
"Deliverystream": {
"Type":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Properties": {
"DeliveryStreamName": {
"Ref": "deliveryStream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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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DeliveryStreamType": "KinesisStreamAsSource",
"KinesisStreamSourceConfiguration": {
"KinesisStreamARN": {
"Ref": "kinesisStreamARN"
},
"RoleARN": {
"Ref": "kinesisStreamRoleArn"
}
},
"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 {
"BucketARN": {
"Ref": "s3bucketArn"
},
"BufferingHints": {
"IntervalInSeconds": 60,
"SizeInMBs": 50
},
"CompressionFormat": "UNCOMPRESSED",
"Prefix": "firehose/",
"RoleARN": {
"Ref": "deliveryRoleArn"
}
}

YAML
Parameters:
deliveryRoleArn:
Type: String
deliveryStreamName:
Type: String
kinesisStreamARN :
Type : String
kinesisStreamRoleArn:
Type : String
s3bucketArn:
Type: String
Resources :
Deliverystream:
Type: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Properties:
DeliveryStreamName: !Ref deliveryStreamName
DeliveryStreamType: KinesisStreamAsSource
KinesisStreamSourceConfiguration:
KinesisStreamARN: !Ref kinesisStreamARN
RoleARN: !Ref kinesisStreamRoleArn
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
BucketARN: !Ref s3bucketArn
BufferingHints:
IntervalInSeconds: 60
SizeInMBs: 50
CompressionFormat: UNCOMPRESSED
Prefix: firehose/
RoleARN: !Ref deliveryRoleAr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 참조의 CreateDeliveryStrea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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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BufferingHints
BufferingHints 속성 유형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Kinesis Data Firehose)가 수신 데이터를
대상으로 전송하기 전에 버퍼링하는 방식을 지정합니다. 충족되는 첫 번째 버퍼 조건에 따라 Kinesis Data
Firehose를 트리거하여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tervalInSeconds" : Integer,
"SizeInMBs" : Integer

YAML
IntervalInSeconds: Integer
SizeInMBs: Integer

Properties
IntervalInSeconds
Kinesis Data Firehose에서 수신 데이터를 대상으로 전달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시간(초)
입니다. 유효한 값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 참조에서 BufferingHints 데이터 형식에 대한
IntervalInSeconds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60
Maximum: 9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zeInMBs
Kinesis Data Firehose에서 수신 데이터를 대상으로 전달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에 사용하는 버퍼의 크기
(MB)입니다. 유효한 값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 참조에서 BufferingHints 데이터 형식에 대
한 SizeInMBs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CloudWatchLoggingOptions
CloudWatchLoggingOptions 속성 유형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Kinesis Data Firehose)가 전
송 스트림에 사용하는 Amazon CloudWatch Logs(CloudWatch Logs) 로깅 옵션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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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LogGroupName" : String,
"LogStreamName" : String

YAML
Enabled: Boolean
LogGroupName: String
LogStreamName: String

Properties
Enabled
CloudWatch Logs 로깅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roupName
Kinesis Data Firehose가 사용할 로그 스트림을 포함하는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의 이름입니다.
조건부. 로깅을 활성화한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512
Pattern: [\.\-_/#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StreamName
Kinesis Data Firehose가 데이터 전송에 대한 로그를 보내는 데 사용하는 CloudWatch Logs 로그 스트림
의 이름입니다.
조건부. 로깅을 활성화한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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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512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CopyCommand
CopyCommand 속성 유형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Kinesis Data Firehose)가 Amazon S3 버킷에서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로드하는 데 사용하는 Amazon Redshift COPY 명령을 구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pyOptions" : String,
"DataTableColumns" : String,
"DataTableName" : String

YAML
CopyOptions: String
DataTableColumns: String
DataTableName: String

Properties
CopyOptions
Amazon Redshift COPY 명령과 함께 사용할 파라미터입니다. 예를 들어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 참조에서 CopyCommand 데이터 형식에 대한 CopyOptions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04800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TableColumns
열 이름을 쉼표로 구분한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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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04800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TableName
대상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이 테이블은 사전에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해야 하며,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DataFormatConversionConfiguration
Amazon S3에 쓰기 전에 Kinesis Data Firehose가 JSON 형식의 데이터를 Parquet 또는 ORC 형식으로 변환
하도록 지정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는 AWS Glue 테이블의 열 정보 외에도 지정된 직렬 변환기 및 역
직렬 변환기를 사용하여 JSON 형식의 입력 데이터를 역직렬화한 다음 Parquet 또는 ORC 형식으로 직렬화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inesis Data Firehose 레코드 형식 변환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InputFormatConfiguration" : InputFormatConfiguration (p. 4368),
"OutputFormatConfiguration" : OutputFormatConfiguration (p. 4374),
"SchemaConfiguration" : SchemaConfiguration (p. 4385)

YAML
Enabled: Boolean
InputFormatConfiguration:
InputFormatConfiguration (p. 4368)
OutputFormatConfiguration:
OutputFormatConfiguration (p. 4374)
SchemaConfiguration:
SchemaConfiguration (p. 4385)

Properties
Enabled
기본값은 true입니다. 구성 세부 사항을 유지하면서 형식 변환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false로 설정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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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FormatConfiguration
Kinesis Data Firehose가 JSON 데이터의 형식을 변환하는 데 사용할 deserializer를 지정합니다. 이 파라
미터는 Enabled가 true로 설정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FormatConfiguration (p. 43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FormatConfiguration
Kinesis Data Firehose가 데이터 형식을 Parquet 또는 ORC로 변환하는 데 사용할 serializer를 지정합니
다. 이 파라미터는 Enabled가 true로 설정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utputFormatConfiguration (p. 437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maConfiguration
열 정보가 포함된 AWS Glue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을 지정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Enabled가 true로
설정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hemaConfiguration (p. 438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DeliveryStreamEncryptionConfigurationInput
서버 측 암호화(SSE)에 사용할 CMK의 유형 및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ARN" : String,
"KeyType" : String

YAML
KeyARN: String
KeyType: String

API 버전 2010-05-15
435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Kinesis Data Firehose

Properties
KeyARN
KeyType을 CUSTOMER_MANAGED_CMK로 설정하면 CMK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해야 합
니다. KeyType을 AWS_OWNED_CMK로 설정하면 Kinesis Data Firehose는 서비스 계정 CMK를 사용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Type
암호화에 사용할 고객 마스터 키(CMK) 유형을 나타냅니다. 기본 설정은 AWS_OWNED_CMK입니다. CMK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 마스터 키(CMK)를 참조하세요.
CUSTOMER_MANAGED_CMK 유형의 CMK를 사용하여 최대 500개의 전송 스트림을 암호화할 수 있습
니다.

Important
전송 스트림을 암호화하려면 대칭 CMK를 사용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는 비대칭 CMK
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칭 및 비대칭 CM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대칭 및 비대칭 CMK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WS_OWNED_CMK | CUSTOMER_MANAGED_CMK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Deserializer
Kinesis Data Firehose가 JSON 형식의 입력 데이터를 변환하는 데 사용할 deserializer입니다. 그러면
Kinesis Data Firehose는 Serializer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최종 형식으로 직렬화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는 Apache Hive JSON SerDe와 OpenX JSON SerDe, 두 가지 유형의 deserializer를 지원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iveJsonSerDe" : HiveJsonSerDe (p. 4362),
"OpenXJsonSerDe" : OpenXJsonSerDe (p. 4370)

YAML
HiveJsonS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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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eJsonSerDe (p. 4362)
OpenXJsonSerDe:
OpenXJsonSerDe (p. 4370)

Properties
HiveJsonSerDe
기본 Hive / HCatalog JsonSerDe. Kinesis Data Firehose에서 데이터 분리에 사용하는데, 이는 데이터
를 Parquet 또는 ORC 형식으로 직렬화할 것에 대비하여 JSON 형식에서 변환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역직렬 변환기 중 하나입니다. 다른 옵션은
OpenX SerD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iveJsonSerDe (p. 436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penXJsonSerDe
OpenX SerDe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에서 데이터 분리에 사용하는데, 이는 데이터를 Parquet 또
는 ORC 형식으로 직렬화할 것에 대비하여 JSON 형식에서 변환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기능
을 제공하는 것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역직렬 변환기 중 하나입니다. 다른 옵션은 기본 Hive /
HCatalog JsonSerD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penXJsonSerDe (p. 437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DynamicPartitioningConfiguration
DynamicPartitioningConfiguration 속성 유형은 파티션 키를 기반으로 분할하여 스트리밍 데이터에
서 대상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는 동적 분할 메커니즘의 구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RetryOptions" : RetryOptions (p. 4382)

YAML
Enabled: Boolean
RetryOptions:
RetryOptions (p. 4382)

Properties
Enabled
이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대해 동적 분할을 사용하도록 설정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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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ryOptions
Kinesis Data Firehose가 데이터를 Amazon S3 접두사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의 재시도 동작을 지정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tryOptions (p. 438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ElasticsearchBufferingHints
ElasticsearchBufferingHints 속성 유형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Kinesis Data Firehose)가
수신 데이터를 대상으로 전송하는 동안 버퍼링하는 방식을 지정합니다. 충족되는 첫 번째 버퍼 조건에 따라
Kinesis Data Firehose를 트리거하여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ElasticsearchBufferingHints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DeliveryStream
ElasticsearchDestinationConfiguration 속성 유형의 BufferingHints 속성에 대한 속성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tervalInSeconds" : Integer,
"SizeInMBs" : Integer

YAML
IntervalInSeconds: Integer
SizeInMBs: Integer

Properties
IntervalInSeconds
Kinesis Data Firehose에서 수신 데이터를 대상으로 전달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시간(초)
입니다. 유효한 값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 참조에서 BufferingHints 데이터 형식에 대한
IntervalInSeconds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60
Maximum: 9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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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InMBs
Kinesis Data Firehose에서 수신 데이터를 대상으로 전달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에 사용하는 버퍼의 크기
(MB)입니다. 유효한 값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 참조에서 BufferingHints 데이터 형식에 대
한 SizeInMBs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ElasticsearchDestinationConfiguration
ElasticsearchDestinationConfiguration 속성 유형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Kinesis
Data Firehose)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Amazon Elasticsearch Service(Amazon ES) 도메인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fferingHints" : ElasticsearchBufferingHints (p. 4353),
"CloudWatchLoggingOptions" : CloudWatchLoggingOptions (p. 4346),
"ClusterEndpoint" : String,
"DomainARN" : String,
"IndexName" : String,
"IndexRotationPeriod" : String,
"ProcessingConfiguration" : ProcessingConfiguration (p. 4376),
"RetryOptions" : ElasticsearchRetryOptions (p. 4357),
"RoleARN" : String,
"S3BackupMode" : String,
"S3Configuration" :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3),
"TypeName" : String,
"VpcConfiguration" : VpcConfiguration (p. 4392)

YAML
BufferingHints:
ElasticsearchBufferingHints (p. 4353)
CloudWatchLoggingOptions:
CloudWatchLoggingOptions (p. 4346)
ClusterEndpoint: String
DomainARN: String
IndexName: String
IndexRotationPeriod: String
ProcessingConfiguration:
ProcessingConfiguration (p. 4376)
RetryOptions:
ElasticsearchRetryOptions (p. 4357)
RoleARN: String
S3BackupMode: String
S3Configuration: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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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Name: String
VpcConfiguration:
VpcConfiguration (p. 4392)

Properties
BufferingHints
Kinesis Data Firehose에서 수신 데이터를 Amazon ES 도메인으로 전달하는 동안 수신 데이터를 버퍼링
하는 방법을 구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lasticsearchBufferingHints (p. 43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oudWatchLoggingOptions
전송 스트림에 대한 Amazon CloudWatch Logs 로깅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oudWatchLoggingOptions (p. 43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usterEndpoint
클러스터와 통신할 때 사용할 엔드포인트입니다. 이 ClusterEndpoint 또는 DomainARN 필드를 지정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ARN
Amazon ES 도메인의 ARN입니다. IAM 역할은 RoleARN에 지정된 역할을 맡은
후 DescribeElasticsearchDomain, DescribeElasticsearchDomains,
DescribeElasticsearchDomainConfig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ClusterEndpoint 또는 DomainARN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dexName
Kinesis Data Firehose가 인덱싱을 위해 데이터를 추가하는 Elasticsearch 인덱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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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80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dexRotationPeriod
Elasticsearch 인덱스 교체 빈도입니다. 인덱스 로테이션을 활성화한 경우 Kinesis Data Firehose에서
UTC 도착 타임스탬프의 일부를 지정된 인덱스 이름에 추가하고, 추가된 타임스탬프를 그에 따라 교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에서 Amazon ES 대상에 대한 인
덱스 로테이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Rotation | OneDay | OneHour | OneMonth | OneWeek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cessingConfigurati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위한 데이터 처리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cessingConfiguration (p. 43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ryOptions
Kinesis Data Firehose가 Amazon ES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의 재시도 동작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lasticsearchRetryOptions (p. 435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Kinesis Data Firehose가 Amazon ES 구성 API를 호출하고 문서 인덱싱에 사용하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를 통한 액세스 제
어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BackupMode
Kinesis Data Firehose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조건입니
다. Amazon S3에 모든 문서(모든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Kinesis Data Firehose에서 Amazon ES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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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할 수 없는 문서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유효한 값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 참조에서 ElasticsearchDestinationConfiguration 데이터 형식에 대한 S3BackupMode 내용을 참조
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Documents | FailedDocumentsOnl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Configuration
Kinesis Data Firehose에서 수신 데이터를 백업하는 S3 버킷입니다.
Required: 예
Type: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Name
데이터를 인덱싱할 때 Amazon ES에서 문서에 추가하는 Elasticsearch 유형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0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Configuration
Amazon ES 대상의 VPC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pcConfiguration (p. 439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ElasticsearchRetryOptions
ElasticsearchRetryOptions 속성 유형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Kinesis Data Firehose)가
Amazon Elasticsearch Service(Amazon ES)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의 재시도 동작을 구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urationInSeconds"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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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DurationInSeconds: Integer

Properties
DurationInSeconds
Amazon ES에 대한 전송이 처음 실패한 후 Kinesis Data Firehose가 전송을 재시도(첫 시도 포함)
하는 총 시간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에서 지정된 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는 경
우 백업 S3 버킷에 데이터를 씁니다. 유효한 값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 참조에서
ElasticsearchRetryOptions 데이터 형식에 대한 DurationInSeconds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7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EncryptionConfiguration
EncryptionConfiguration 속성 유형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Kinesis Data Firehose)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 설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MSEncryptionConfig" : KMSEncryptionConfig (p. 4370),
"NoEncryptionConfig" : String

YAML
KMSEncryptionConfig:
KMSEncryptionConfig (p. 4370)
NoEncryptionConfig: String

Properties
KMSEncryptionConfig
Amazon S3가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암호화 키
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MSEncryptionConfig (p. 437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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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ncryptionConfig
암호화를 비활성화합니다. 유효한 값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 참조에서
EncryptionConfiguration 데이터 형식에 대한 NoEncryptionConfig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Encrypti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
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 속성 유형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대한 Amazon S3 대상을 구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ARN" : String,
"BufferingHints" : BufferingHints (p. 4346),
"CloudWatchLoggingOptions" : CloudWatchLoggingOptions (p. 4346),
"CompressionFormat" : String,
"DataFormatConversionConfiguration" : DataFormatConversionConfiguration (p. 4349),
"DynamicPartitioningConfiguration" : DynamicPartitioningConfiguration (p. 4352),
"EncryptionConfiguration" : EncryptionConfiguration (p. 4358),
"ErrorOutputPrefix" : String,
"Prefix" : String,
"ProcessingConfiguration" : ProcessingConfiguration (p. 4376),
"RoleARN" : String,
"S3BackupConfiguration" :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3),
"S3BackupMode" : String

YAML
BucketARN: String
BufferingHints:
BufferingHints (p. 4346)
CloudWatchLoggingOptions:
CloudWatchLoggingOptions (p. 4346)
CompressionFormat: String
DataFormatConversionConfiguration:
DataFormatConversionConfiguration (p. 4349)
DynamicPartitioningConfiguration:
DynamicPartitioningConfiguration (p. 4352)
EncryptionConfiguration:
EncryptionConfiguration (p. 4358)
ErrorOutputPrefix: String
Prefix: String
ProcessingConfiguration:
ProcessingConfiguration (p. 4376)
RoleARN: String
S3BackupConfiguration: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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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BackupMode: String

Properties
BucketARN
Amazon S3 버킷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제약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 참
조의 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fferingHints
버퍼링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ufferingHints (p. 43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oudWatchLoggingOptions
전송 스트림에 대한 Amazon CloudWatch 로깅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oudWatchLoggingOptions (p. 43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pressionFormat
압축 형식입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UNCOMPRESSE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ZIP | HADOOP_SNAPPY | Snappy | UNCOMPRESSED | ZI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FormatConversionConfiguration
데이터를 Amazon S3에 쓰기 전에 JSON 형식을 Parquet 또는 ORC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한 Serializer,
deserializer 및 스키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FormatConversionConfiguration (p. 434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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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PartitioningConfiguration
파티션 키를 기반으로 분할하여 스트리밍 데이터에서 대상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는 동적 분할 메커니즘
의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ynamicPartitioningConfiguration (p. 435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ionConfigurati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위한 암호화 구성입니다. 기본 값은 NoEncryptio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cryptionConfiguration (p. 435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rrorOutputPrefix
실패한 레코드를 S3에 쓰기 전에 Kinesis Data Firehose가 평가하고 추가하는 접두사입니다. 이 접두사
는 버킷 이름 바로 뒤에 나타납니다. 이 접두사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객체
에 대한 사용자 지정 접두사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전송된 Amazon S3 파일에 YYYY/MM/DD/HH 시간 형식 접두사가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 참조의 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cessingConfigurati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위한 데이터 처리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cessingConfiguration (p. 43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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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ARN
AWS 자격 증명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제약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 참
조의 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BackupConfiguration
Amazon S3의 백업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BackupMode
Amazon S3 백업 모드입니다. 전송 스트림을 생성한 후 Amazon S3 백업이 비활성화된 경우 전송 스트
림을 업데이트하여 이 백업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백업이 활성화된 경우 전송 스트림을 업데이트하여
이 백업을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HiveJsonSerDe
기본 Hive / HCatalog JsonSerDe. Kinesis Data Firehose에서 데이터 분리에 사용하는데, 이는 데이터를
Parquet 또는 ORC 형식으로 직렬화할 것에 대비하여 JSON 형식에서 변환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필요
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역직렬 변환기 중 하나입니다. 다른 옵션은 OpenX
SerDe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imestampFormats" : [ String, ... ]

YAML
TimestampFormat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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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TimestampFormats
Kinesis Data Firehose에서 입력 데이터 JSON에 나타날 수 있는 날짜 및 타임스탬프를 구문 분석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형식 문자열을 지정하려면 JodaTime의 DateTimeFormat 형식 문자열의 패
턴 구문을 따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DateTimeFormat 클래스를 참조하십시오. 특수 값 millis를 사
용하여 epoch 밀리초 단위의 타임스탬프를 구문분석할 수 있습니다. 형식을 지정하지 않으면 Kinesis
Data Firehose는 기본적으로 java.sql.Timestamp::valueOf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HttpEndpointCommonAttribute
지정된 HTTP 엔드포인트 대상에 전송되는 메타데이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Kinesis Firehose는 모든 사용자
지정 HTTP 엔드포인트 또는 Datadog, MongoDB, New Relic을 포함하여 지원되는 서드 파티 서비스 제공업
체가 소유한 HTTP 엔드포인트를 지원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Name" : String,
"AttributeValue" : String

YAML
AttributeName: String
AttributeValue: String

Properties
AttributeName
HTTP 엔드포인트 공통 속성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ttributeValue
HTTP 엔드포인트 공통 속성의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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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HttpEndpointConfiguration
Kinesis Firehose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HTTP 엔드포인트의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Kinesis Firehose는
모든 사용자 지정 HTTP 엔드포인트 또는 Datadog, MongoDB, New Relic을 포함하여 지원되는 서드 파티 서
비스 제공업체가 소유한 HTTP 엔드포인트를 지원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essKey" : String,
"Name" : String,
"Url" : String

YAML
AccessKey: String
Name: String
Url: String

Properties
AccessKey
Kinesis Firehose가 대상으로 선택된 HTTP 엔드포인트에 대해 인증하는 데 필요한 액세스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4096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대상으로 선택된 HTTP 엔드포인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API 버전 2010-05-15
436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Kinesis Data Firehose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l
대상으로 선택된 HTTP 엔드포인트의 URL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0
Pattern: http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HttpEndpointDestinationConfiguration
HTTP 엔드포인트 대상의 구성을 설명합니다. Kinesis Firehose는 모든 사용자 지정 HTTP 엔드포인트 또는
Datadog, MongoDB, New Relic을 포함하여 지원되는 서드 파티 서비스 제공업체가 소유한 HTTP 엔드포인
트를 지원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fferingHints" : BufferingHints (p. 4346),
"CloudWatchLoggingOptions" : CloudWatchLoggingOptions (p. 4346),
"EndpointConfiguration" : HttpEndpointConfiguration (p. 4364),
"ProcessingConfiguration" : ProcessingConfiguration (p. 4376),
"RequestConfiguration" : HttpEndpointRequestConfiguration (p. 4367),
"RetryOptions" : RetryOptions (p. 4382),
"RoleARN" : String,
"S3BackupMode" : String,
"S3Configuration" :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3)

YAML
BufferingHints:
BufferingHints (p. 4346)
CloudWatchLoggingOptions:
CloudWatchLoggingOptions (p. 4346)
EndpointConfiguration:
HttpEndpointConfiguration (p. 4364)
ProcessingConfiguration:
ProcessingConfiguration (p. 4376)
RequestConfiguration:
HttpEndpointRequestConfiguration (p. 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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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yOptions:
RetryOptions (p. 4382)
RoleARN: String
S3BackupMode: String
S3Configuration: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3)

Properties
BufferingHints
데이터가 지정된 대상으로 전송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버퍼링 옵션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는 이러한 옵션을 힌트로 취급하며 보다 최적의 값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SizeInMBs 및
IntervalInSeconds 파라미터는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들 파라미터 중 하나에 값을 지정할 경우 다른
파라미터에도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ufferingHints (p. 43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oudWatchLoggingOptions
전송 스트림에 대한 Amazon CloudWatch 로깅 옵션을 기술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oudWatchLoggingOptions (p. 43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pointConfiguration
대상으로 선택된 HTTP 엔드포인트의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HttpEndpointConfiguration (p. 43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cessingConfiguration
데이터 처리 구성을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cessingConfiguration (p. 43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estConfiguration
대상으로 지정된 HTTP 엔드포인트로 전송되는 요청의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EndpointRequestConfiguration (p. 436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ryOptions
Kinesis Data Firehose가 지정된 HTTP 엔드포인트 대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거나 지정된 HTTP
엔드포인트 대상에서 유효한 수신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재시도 동작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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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RetryOptions (p. 438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Kinesis Data Firehose는 전송 스트림에 필요한 모든 권한에 대해 이 IAM 역할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BackupMode
Kinesis Data Firehose가 HTTP 엔드포인트 대상으로 전송하는 데이터에 대한 S3 버킷 백업 옵션을 설명
합니다. 모든 문서(AllData)를 백업하거나 Kinesis Data Firehose가 지정된 HTTP 엔드포인트 대상으로
전송할 수 없는 문서만(FailedDataOnly) 백업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Data | FailedDataOnl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Configuration
Amazon S3의 대상 구성을 기술합니다.
Required: 예
Type: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HttpEndpointRequestConfiguration
HTTP 엔드포인트 요청의 구성입니다. Kinesis Firehose는 모든 사용자 지정 HTTP 엔드포인트 또는
Datadog, MongoDB, New Relic을 포함하여 지원되는 서드 파티 서비스 제공업체가 소유한 HTTP 엔드포인
트를 지원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monAttributes" : [ HttpEndpointCommonAttribute (p. 4363), ... ],
"ContentEncoding"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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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CommonAttributes:
- HttpEndpointCommonAttribute (p. 4363)
ContentEncoding: String

Properties
CommonAttributes
HTTP 엔드포인트 대상으로 전송되는 메타데이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ttpEndpointCommonAttribute (p. 4363)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tentEncoding
Kinesis Data Firehose는 요청을 대상으로 보내기 전에 콘텐츠 인코딩을 사용하여 요청 본문을 압축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Mozilla 문서인 MDN Web Docs의 콘텐츠 인코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ZIP | NON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InputFormatConfiguration
입력 데이터의 형식을 변환하는 데 사용할 deserializer를 지정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Enabled가 true로 설
정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erializer" : Deserializer (p. 4351)

YAML
Deserializer:
Deserializer (p. 4351)

Properties
Deserializer
사용할 deserializer 를 지정합니다. Apache Hive JSON SerDe 또는 OpenX JSON SerD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null이 아닌 경우 서버가 요청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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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Deserializer (p. 435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KinesisStreamSourceConfiguration
KinesisStreamSourceConfiguration 속성 유형은 전송 스트림의 소스로 사용되는 Kinesis 스트림에
대한 스트림 및 역할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inesisStreamARN"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KinesisStreamARN: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KinesisStreamARN
소스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ar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ARN
소스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ar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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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KMSEncryptionConfig
KMSEncryptionConfig 속성 유형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Kinesis Data Firehose) 스트림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암호화 키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WSKMSKeyARN" : String

YAML
AWSKMSKeyARN: String

Properties
AWSKMSKeyARN
Amazon S3가 Kinesis Data Firehose 스트림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AWS KMS
암호화 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키는 대상 S3 버킷과 동일한 리전에 속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OpenXJsonSerDe
OpenX SerDe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에서 데이터 분리에 사용하는데, 이는 데이터를 Parquet 또는
ORC 형식으로 직렬화할 것에 대비하여 JSON 형식에서 변환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기능을 제
공하는 것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역직렬 변환기 중 하나입니다. 다른 옵션은 기본 Hive / HCatalog
JsonSerDe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seInsensitive" : Boolean,
"ColumnToJsonKeyMappings" : {Key : Value, ...},
"ConvertDotsInJsonKeysToUnderscores" :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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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CaseInsensitive: Boolean
ColumnToJsonKeyMappings:
Key : Value
ConvertDotsInJsonKeysToUnderscores: Boolean

Properties
CaseInsensitive
기본값인 true로 설정하면 Kinesis Data Firehose가 역직렬화하기 전에 JSON 키를 소문자로 변환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lumnToJsonKeyMappings
열 이름을, 열 이름과 동일하지 않은 JSON 키에 매핑합니다. JSON에 Hive 키워드인 키가 있을 경우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timestamp는 Hive 키워드입니다. timestamp라는 이름의 JSON 키가 있을 경
우, 이 파라미터를 {"ts": "timestamp"}로 설정하여 이 키를 ts라는 열에 매핑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vertDotsInJsonKeysToUnderscores
true로 설정하면 키 이름에 점이 포함되고 Kinesis Data Firehose가 이를 밑줄로 대체하도록 지정됩니
다. Apache Hive가 열 이름에 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JSON에 이름이 ‘a.b’인
키가 포함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때 열 이름을 ‘a_b’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OrcSerDe
Amazon S3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ORC 형식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할 serializer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pache ORC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BlockSizeBytes" : Integer,
"BloomFilterColumns" : [ String, ... ],
"BloomFilterFalsePositiveProbability" : Double,

API 버전 2010-05-15
437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Kinesis Data Firehose

}

"Compression" : String,
"DictionaryKeyThreshold" : Double,
"EnablePadding" : Boolean,
"FormatVersion" : String,
"PaddingTolerance" : Double,
"RowIndexStride" : Integer,
"StripeSizeBytes" : Integer

YAML
BlockSizeBytes: Integer
BloomFilterColumns:
- String
BloomFilterFalsePositiveProbability: Double
Compression: String
DictionaryKeyThreshold: Double
EnablePadding: Boolean
FormatVersion: String
PaddingTolerance: Double
RowIndexStride: Integer
StripeSizeBytes: Integer

Properties
BlockSizeBytes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HDFS) 블록 크기입니다. 쿼리하기 전에 Amazon S3에서 HDFS로 데이터를 복사
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기본값은 256MiB이고, 최소값은 64MiB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는 패
딩 계산에 이 값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671088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loomFilterColumns
Kinesis Data Firehose에서 블룸 필터를 생성하게 하려는 열 이름입니다. 기본값은 nul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loomFilterFalsePositiveProbability
블룸 필터 거짓 긍정 확률(FPP)입니다. FPP가 낮을수록 블룸 필터가 큽니다. 기본값은 0.05이고 최소값
은 0이며 최대값은 1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pression
데이터 블록에 사용할 압축 코드입니다. 기본값은 SNAPP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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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NE | SNAPPY | ZLIB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ctionaryKeyThreshold
null이 아닌 행의 총 개수 중 일부를 나타냅니다. 딕셔너리 인코딩을 끄려면 이 조각을 딕셔너리의 고유
키 개수보다 작은 수로 설정하십시오. 항상 딕셔너리 인코딩을 사용하려면 이 임계값을 1로 설정하십시
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Padding
HDFS 블록 경계에 스트라이프가 채워지도록 하려면 이 값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 쿼리하기 전에
Amazon S3에서 HDFS로 데이터를 복사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rmatVersion
쓸 파일의 버전입니다. 가능한 값은 V0_11과 V0_12입니다. 기본값은 V0_12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V0_11 | V0_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ddingTolerance
0과 1 사이의 숫자로, 블록 패딩의 허용 오차를 스트라이프 크기의 소수로 정의합니다. 기본값은 0.05이
며 이는 스트라이프 크기의 5%를 의미합니다.
기본값인 64MiB ORC 스트라이프와 256MiB HDFS 블록의 경우, 5%의 기본 블록 패딩 허용 오차
는 256MiB 블록 내에서 패딩에 최대 3.2MiB를 예약합니다. 이 경우 블록 내에서 사용 가능한 크기가
3.2MiB를 초과하면 더 작은 새 스트라이프가 해당 공간에 맞게 삽입됩니다. 그러면 스트라이프가 블록
경계와 교차하지 않고, 노드-로컬 작업 내에서 원격 읽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는 EnablePadding이 false일 때 이 파라미터를 무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wIndexStride
인덱스 항목 사이의 행 수입니다. 기본값은 10,000이고, 최소값은 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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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ipeSizeBytes
각 스트라이프의 바이트 수입니다. 기본값은 64MiB이고, 최소값은 8MiB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838860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OutputFormatConfiguration
Kinesis Data Firehose가 Amazon S3에 데이터를 쓰기 전에 데이터 형식을 변환하는 데 사용할 serializer를
지정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Enabled가 true로 설정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rializer" : Serializer (p. 4388)

YAML
Serializer:
Serializer (p. 4388)

Properties
Serializer
사용할 serializer를 지정합니다. ORC SerDe 또는 Parquet SerD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null이 아
닌 경우 서버가 요청을 거부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rializer (p. 438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ParquetSerDe
Amazon S3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Parquet 형식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할 serializer입니다. 자세한 내용
은 Apache Parquet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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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lockSizeBytes" : Integer,
"Compression" : String,
"EnableDictionaryCompression" : Boolean,
"MaxPaddingBytes" : Integer,
"PageSizeBytes" : Integer,
"WriterVersion" : String

YAML
BlockSizeBytes: Integer
Compression: String
EnableDictionaryCompression: Boolean
MaxPaddingBytes: Integer
PageSizeBytes: Integer
WriterVersion: String

Properties
BlockSizeBytes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HDFS) 블록 크기입니다. 쿼리하기 전에 Amazon S3에서 HDFS로 데이터를 복사
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기본값은 256MiB이고, 최소값은 64MiB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는 패
딩 계산에 이 값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671088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pression
데이터 블록에 사용할 압축 코드입니다. 가능한 값은 UNCOMPRESSED, SNAPPY, GZIP이며 기본값은
SNAPPY입니다. 압축 해제 속도를 높이려면 SNAPPY를 사용하십시오. 압축비가 속도보다 중요한 경우
GZIP을 사용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ZIP | SNAPPY | UNCOMPRESS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ictionaryCompression
딕셔너리 압축을 사용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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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PaddingBytes
적용할 최대 패딩 양입니다. 쿼리하기 전에 Amazon S3에서 HDFS로 데이터를 복사하려는 경우에 유용
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geSizeBytes
Parquet 페이지 크기입니다. 열 청크는 페이지로 나뉩니다. 페이지는 개념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단위입
니다(압축 및 인코딩 측면에서). 최소값은 64KiB이고 기본값은 1MiB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655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riterVersion
출력할 행 형식의 버전을 나타냅니다. 가능한 값은 V1과 V2입니다. 기본값은 V1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V1 | V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ProcessingConfiguration
ProcessingConfiguration 속성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대한 데이터 처리를
구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Processors" : [ Processor (p. 4377), ... ]

YAML
Enabled: Boolean
Processors:
- Processor (p. 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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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Enabled
데이터 처리가 활성화(true) 또는 비활성화(false)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cessors
데이터 프로세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cessor (p. 437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Processor
Processor 속성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대한 데이터 프로세서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rameters" : [ ProcessorParameter (p. 4378), ... ],
"Type" : String

YAML
Parameters:
- ProcessorParameter (p. 4378)
Type: String

Properties
Parameters
프로세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cessorParameter (p. 437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프로세서의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 Lambda.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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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ppendDelimiterToRecord | Lambda | MetadataExtraction |
RecordDeAggregati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ProcessorParameter
ProcessorParameter 속성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대한 데이터 프로세서 내 프
로세서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rameterName" : String,
"ParameterValue" : String

YAML
ParameterName: String
ParameterValue: String

Properties
ParameterName
파라미터의 이름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기본값은 NumberOfRetries에 대해 3.
BufferIntervalInSeconds에 대해 60, 그리고 BufferSizeInMBs에 대해 3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ufferIntervalInSeconds | BufferSizeInMBs | Delimiter |
JsonParsingEngine | LambdaArn | MetadataExtractionQuery | NumberOfRetries |
RoleArn | SubRecordTyp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Value
파라미터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0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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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RedshiftDestinationConfiguration
RedshiftDestinationConfiguration 속성 유형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Kinesis Data
Firehose)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oudWatchLoggingOptions" : CloudWatchLoggingOptions (p. 4346),
"ClusterJDBCURL" : String,
"CopyCommand" : CopyCommand (p. 4348),
"Password" : String,
"ProcessingConfiguration" : ProcessingConfiguration (p. 4376),
"RetryOptions" : RedshiftRetryOptions (p. 4382),
"RoleARN" : String,
"S3BackupConfiguration" :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3),
"S3BackupMode" : String,
"S3Configuration" :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3),
"Username" : String

YAML
CloudWatchLoggingOptions:
CloudWatchLoggingOptions (p. 4346)
ClusterJDBCURL: String
CopyCommand:
CopyCommand (p. 4348)
Password: String
ProcessingConfiguration:
ProcessingConfiguration (p. 4376)
RetryOptions:
RedshiftRetryOptions (p. 4382)
RoleARN: String
S3BackupConfiguration: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3)
S3BackupMode: String
S3Configuration: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3)
Username: String

Properties
CloudWatchLoggingOptions
전송 스트림에 대한 CloudWatch 로깅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oudWatchLoggingOptions (p. 43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usterJDBCURL
Kinesis Data Firehose가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연결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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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jdbc:(redshift|postgresql)://((?!-)[A-Za-z0-9-]{1,63}(?
<!-)\.)+redshift\.([a-zA-Z0-9\.]+):\d{1,5}/[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pyCommand
Kinesis Data Firehose가 Amazon S3 버킷에서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로드하는 데 사용하는 Amazon
Redshift COPY 명령을 구성합니다.
Required: 예
Type: CopyCommand (p. 43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ssword
Username 속성에서 지정한 Amazon Redshift 사용자의 암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6
Maximum: 512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cessingConfigurati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위한 데이터 처리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cessingConfiguration (p. 43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ryOptions
Kinesis Data Firehose가 Amazon Redshift에 문서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의 재시도 동작입니다. 기본값
은 3600(60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dshiftRetryOptions (p. 438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Kinesis Data Firehose에 Amazon S3 버킷 및 AWS KMS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의 ARN입니다(데이터 암호화를 사용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의 Kinesis Data Firehose에 Amazon Redshift 대상에 대
한 액세스 권한 부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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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BackupConfiguration
Amazon S3의 백업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BackupMode
Amazon S3 백업 모드입니다. 전송 스트림을 생성한 후 Amazon S3 백업이 비활성화된 경우 전송 스트
림을 업데이트하여 이 백업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백업이 활성화된 경우 전송 스트림을 업데이트하여
이 백업을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Configuration
Kinesis Data Firehose에서 최초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S3 버킷입니다. 데이터가 버킷에 있으면 Kinesis
Data Firehose에서 COPY 명령을 사용하여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Amazon
S3 버킷의 압축 형식에 대해 SNAPPY 또는 ZIP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Amazon Redshift COPY 명령이 이
러한 형식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Required: 예
Type: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 Amazon Redshift 사용자입니다. 이 사용자에게는
Amazon S3 버킷에서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는 INSERT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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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RedshiftRetryOptions
Kinesis Data Firehose에서 Amazon Redshift로 문서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 재시도 동작을 구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urationInSeconds" : Integer

YAML
DurationInSeconds: Integer

Properties
DurationInSeconds
전송 실패 후 Kinesis Data Firehose가 전송을 재시도하는 시간(초기 요청부터 시작하여 첫 번째 시도 포
함)입니다. 기본값은 3600초(60분)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는 DurationInSeconds 값이 0이거
나 첫 번째 전송 시도가 현재 값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 다시 시도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7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RetryOptions
Kinesis Data Firehose가 지정된 HTTP 엔드포인트 대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거나 지정된 HTTP 엔드
포인트 대상에서 유효한 수신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재시도 동작을 설명합니다. Kinesis Firehose는 모
든 사용자 지정 HTTP 엔드포인트 또는 Datadog, MongoDB, New Relic을 포함하여 지원되는 서드 파티 서비
스 제공업체가 소유한 HTTP 엔드포인트를 지원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urationInSeconds" : Integer

YAML
DurationInSeconds: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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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urationInSeconds
Kinesis Data Firehose가 재시도 소요하는 총 시간입니다. 이 기간은 HTTPS 엔드포인트를 통해 사용자
지정 대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려는 초기 시도가 실패한 후에 시작됩니다. Kinesis Data Firehose가 각
시도 후 지정된 대상으로부터 확인을 기다리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7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S3DestinationConfiguration
S3DestinationConfiguration 속성 유형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Kinesis Data Firehose)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대상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ARN" : String,
"BufferingHints" : BufferingHints (p. 4346),
"CloudWatchLoggingOptions" : CloudWatchLoggingOptions (p. 4346),
"CompressionFormat" : String,
"EncryptionConfiguration" : EncryptionConfiguration (p. 4358),
"ErrorOutputPrefix" : String,
"Prefix"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BucketARN: String
BufferingHints:
BufferingHints (p. 4346)
CloudWatchLoggingOptions:
CloudWatchLoggingOptions (p. 4346)
CompressionFormat: String
EncryptionConfiguration:
EncryptionConfiguration (p. 4358)
ErrorOutputPrefix: String
Prefix: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BucketARN
데이터를 보낼 Amazon S3 버킷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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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fferingHints
Kinesis Data Firehose에서 수신 데이터를 Amazon S3 버킷으로 전달하는 동안 수신 데이터를 버퍼링하
는 방법을 구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ufferingHints (p. 43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oudWatchLoggingOptions
전송 스트림에 대한 CloudWatch 로깅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oudWatchLoggingOptions (p. 43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pressionFormat
Kinesis Data Firehose에서 Amazon S3 버킷으로 전달하는 데이터를 압축하는 데 사용하는 압축 유형입
니다. 유효한 값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 참조에서 S3DestinationConfiguration 데이터 형
식에 대한 CompressionFormat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ZIP | HADOOP_SNAPPY | Snappy | UNCOMPRESSED | ZI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ionConfiguration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서버측 암호화를 구성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를 사용하여 Amazon S3 버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
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cryptionConfiguration (p. 435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rrorOutputPrefix
실패한 레코드를 S3에 쓰기 전에 Kinesis Data Firehose가 평가하고 추가하는 접두사입니다. 이 접두사
는 버킷 이름 바로 뒤에 나타납니다. 이 접두사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객체
에 대한 사용자 지정 접두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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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Kinesis Data Firehose가 Amazon S3 버킷으로 전달하는 파일에 추가하는 접두사입니다. 이 접두사를
보고 Kinesis Data Firehose에서 전달한 파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Kinesis Data Firehose에 Amazon S3 버킷 및 AWS KMS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의 ARN입니다(데이터 암호화를 사용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의 Kinesis Data Firehose에 Amazon S3 대상에 대한 액세
스 권한 부여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SchemaConfiguration
Amazon S3에 데이터를 쓰기 전에 Kinesis Data Firehose에서 데이터를 구성할 스키마를 지정합니다. 이 파
라미터는 Enabled가 true로 설정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atalogId" : String,
"Database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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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on" : String,
"RoleARN" : String,
"TableName" : String,
"VersionId" : String

YAML
CatalogId: String
DatabaseName: String
Region: String
RoleARN: String
TableName: String
VersionId: String

Properties
CatalogId
AWS Glue Data Catalog의 ID입니다. 제공하지 않는 경우 AWS 계정 ID가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Name
출력 데이터의 스키마가 포함된 AWS Glue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Important
SchemaConfiguration 요청 파라미터가 CreateDeliveryStream API 호출의 일부로 사
용되는 경우 DatabaseName 속성이 필요하며 해당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on
AWS 리전을 지정하지 않으면 현재 리전이 기본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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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024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Kinesis Data Firehose가 AWS Glue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Kinesis
Data Firehose에 사용하는 계정과 동일한 계정 내에 있습니다. 교차 계정 역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Important
SchemaConfiguration 요청 파라미터가 CreateDeliveryStream API 호출의 일부로 사
용되는 경우 RoleARN 속성이 필요하며 해당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Name
데이터 스키마를 구성하는 열 정보가 포함된 AWS Glue 테이블을 지정합니다.

Important
SchemaConfiguration 요청 파라미터가 CreateDeliveryStream API 호출의 일부로 사
용되는 경우 TableName 속성이 필요하며 해당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Id
출력 데이터 스키마의 테이블 버전을 지정합니다. 이 버전 ID를 지정하지 않거나 LATEST로 설정하면
Kinesis Data Firehose가 최신 버전을 사용합니다. 이는 테이블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선택
됨을 의미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Patter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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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Serializer
Amazon S3에 데이터를 쓰기 전에 Kinesis Data Firehose가 데이터를 대상 형식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할
serializer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는 ORC SerDe와 Parquet SerDe, 두 가지 유형의 serializer를 지원합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rcSerDe" : OrcSerDe (p. 4371),
"ParquetSerDe" : ParquetSerDe (p. 4374)

YAML
OrcSerDe:
OrcSerDe (p. 4371)
ParquetSerDe:
ParquetSerDe (p. 4374)

Properties
OrcSerDe
Amazon S3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ORC 형식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할 serializer입니다. 자세한 내
용은 Apache ORC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OrcSerDe (p. 437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quetSerDe
Amazon S3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Parquet 형식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할 serializer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pache Parquet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ParquetSerDe (p. 437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SplunkDestinationConfiguration
SplunkDestinationConfiguration 속성은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대한 Splunk의 대상
구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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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loudWatchLoggingOptions" : CloudWatchLoggingOptions (p. 4346),
"HECAcknowledgmentTimeoutInSeconds" : Integer,
"HECEndpoint" : String,
"HECEndpointType" : String,
"HECToken" : String,
"ProcessingConfiguration" : ProcessingConfiguration (p. 4376),
"RetryOptions" : SplunkRetryOptions (p. 4391),
"S3BackupMode" : String,
"S3Configuration" :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3)

YAML
CloudWatchLoggingOptions:
CloudWatchLoggingOptions (p. 4346)
HECAcknowledgmentTimeoutInSeconds: Integer
HECEndpoint: String
HECEndpointType: String
HECToken: String
ProcessingConfiguration:
ProcessingConfiguration (p. 4376)
RetryOptions:
SplunkRetryOptions (p. 4391)
S3BackupMode: String
S3Configuration: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3)

Properties
CloudWatchLoggingOptions
전송 스트림에 대한 Amazon CloudWatch 로깅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oudWatchLoggingOptions (p. 43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CAcknowledgmentTimeoutInSeconds
Kinesis Data Firehose가 데이터 전송 후 Splunk로부터 승인을 수신하기까지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제한
시간이 끝날 때 재시도 설정에 따라 Kinesis Data Firehose는 데이터 전송을 재시도하거나 오류로 간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80
Maximum: 6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CEndpoint
Kinesis Data Firehose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HEC(HTTP Event Collector) 엔드포인트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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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048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CEndpointType
이 유형은 Raw 또는 Event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vent | Ra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CToken
새 HEC 엔드포인트 생성 시 Splunk 클러스터로부터 얻는 GU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048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cessingConfiguration
데이터 처리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cessingConfiguration (p. 43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ryOptions
Kinesis Data Firehose가 Splunk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Splunk로부터 수신 확인을 수신
하지 않는 경우의 재시도 동작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plunkRetryOptions (p. 43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BackupMode
문서가 Amazon S3로 전달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FailedEventsOnly로 설정된 경우 Kinesis Data
Firehose는 구성된 Amazon S3 대상으로 인덱싱될 수 없는 모든 데이터를 씁니다. AllEvents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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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 Kinesis Data Firehose는 모든 수신 레코드를 Amazon S3로 전달하고, Amazon S3에 실패한 문
서를 씁니다. 기본 값은 FailedEventsOnly입니다.
이 백업 모드는 FailedEventsOnly에서 AllEvents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llEvents에서
FailedEventsOnly로는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Events | FailedEventsOnl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Configuration
백업 Amazon S3 위치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S3DestinationConfiguration (p. 438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 참조의 SplunkDestinationConfiguration.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SplunkRetryOptions
SplunkRetryOptions 속성 유형은 Kinesis Data Firehose가 Splunk에 문서를 전송할 수 없거나 Splunk에
서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의 재시도 동작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urationInSeconds" : Integer

YAML
DurationInSeconds: Integer

Properties
DurationInSeconds
Kinesis Data Firehose가 재시도 소요하는 총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Splunk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도
가 실패하면 바로 시작됩니다. Kinesis Data Firehose가 각 시도 후 Splunk로부터 승인을 기다리는 시간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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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최소: 0
Maximum: 7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 참조의 SplunkRetryOptions.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VpcConfiguration
Amazon ES 대상의 VPC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oleARN" : String,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Ids" : [ String, ... ]

YAML
RoleARN: String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Ids:
- String

Properties
RoleARN
전송 스트림에서 대상 VPC에 엔드포인트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IAM 역할의 ARN입니다. 기존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역할을 사용하거나 새 역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역할이 Kinesis
Data Firehose 서비스 보안 주체를 신뢰하고 다음 권한을 부여하는지 확인합니다.
• ec2:DescribeVpcs
• ec2:DescribeVpcAttribute
• ec2:DescribeSubnets
• ec2:DescribeSecurityGroups
• ec2:DescribeNetworkInterfaces
• ec2:CreateNetworkInterface
• ec2:CreateNetworkInterfacePermission
• ec2:DeleteNetworkInterface
전송 스트림을 생성한 후 이러한 권한을 취소하면 필요에 따라 추가 ENI를 생성하여 Kinesis Data
Firehose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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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urityGroupIds
Kinesis Data Firehose가 Amazon ES 대상의 VPC에서 ENI를 생성할 때 사용할 보안 그룹의 ID입니다.
Amazon ES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보안 그룹을 사용하거나 다른 보안 그룹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다른 보안 그룹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보안 그룹이 Amazon ES 도메인의 보안 그룹에 대한 아웃
바운드 HTTPS 트래픽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Amazon ES 도메인의 보안 그룹이 여기에 지정
된 보안 그룹의 HTTPS 트래픽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전송 스트림과 Amazon ES 도메인 모두에 동
일한 보안 그룹을 사용하는 경우 보안 그룹의 인바운드 규칙이 HTTPS 트래픽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
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s
Kinesis Data Firehose가 Amazon ES 대상의 VPC에서 ENI를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서브넷의 ID입니다.
라우팅 테이블과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규칙이 여기에 지정된 ID가 있는 서브넷에서 대상 Amazon ES
엔드포인트가 있는 서브넷으로 트래픽을 전달하도록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는
여기에 지정된 각 서브넷에 하나 이상의 ENI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ENI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마십시
오.
Kinesis Data Firehose가 여기에 지정된 서브넷에서 생성하는 ENI의 수는 처리량에 따라 자동으로 확장
및 축소됩니다. Kinesis Data Firehose가 처리량에 맞게 ENI의 수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할당량이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할당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Kinesis Data Firehose가 여기에 지정된 각
서브넷에 대해 이 전송 스트림에 대해 최대 3개의 ENI를 생성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 Key Management Servic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KMS::Alias (p. 4393)
• AWS::KMS::Key (p. 4396)
• AWS::KMS::ReplicaKey (p. 4409)

AWS::KMS::Alias
AWS::KMS::Alias 리소스는 KMS 키에 대한 표시 이름을 지정합니다. AWS KMS 콘솔에서 별칭을 사용하
여 Decrypt 및 GenerateDataKey와 같은 DescribeKey 작업 및 암호화 작업의 KMS 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Note
별칭을 추가, 삭제 또는 업데이트하면 KMS 키에 대한 권한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KMS에서 ABAC 사용을 참조하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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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칭을 사용하여 KMS 키를 참조하면 키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드의 별칭을 다른 AWS
Regions의 다른 KMS 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
서에서 별칭 사용을 참조하세요.
별칭 지정 시 다음 규칙을 준수합니다.
• 각 별칭은 하나의 KMS 키에 연결되지만 동일한 KMS 키에 여러 별칭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별칭 및 연결된 KMS 키는 동일한 AWS account 및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 별칭 이름은 AWS account 및 리전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AWS Regions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별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 해당 리전의 KMS 키에 연결된 alias/projectKey를 여러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각 별칭 이름은 alias/로 시작하고 뒤에 이름이 와야 합니다(예: alias/exampleKey). 별칭 이름에는
영숫자, 슬래시(/), 밑줄(_) 및 대시(-)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별칭 이름은 alias/aws/로 시작할 수 없습니
다. 별칭 이름 접두사는 AWS managed keys용으로 예약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KMS::Alias",
"Properties" : {
"AliasName" : String,
"TargetKeyId" : String
}

YAML
Type: AWS::KMS::Alias
Properties:
AliasName: String
TargetKeyId: String

Properties
AliasName
별칭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값은 alias/로 시작하고 뒤에 이름이 와야 합니다(예: alias/
ExampleAlias).

Note
Replacement 속성의 값(예: AliasName)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별칭이 삭제되고 지정된
KMS 키에 대한 새 별칭이 생성됩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별칭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중
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ABAC)의 영향을 받는 KMS 키에 대한 액세스가
허용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별칭은 1~256자의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영숫자, 슬래시(/), 밑줄(_) 및 대시(-)만 포함할 수 있
습니다. 별칭은 alias/aws/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alias/aws/ 접두사는 AWS managed keys용으
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패턴: alias/^[a-zA-Z0-9/_-]+$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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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6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rgetKeyId
별칭을 지정된 customer managed key와(과) 연결합니다. KMS 키는 동일한 AWS account 및 리전에 있
어야 합니다.
유효한 키 ID가 필요합니다. null 또는 빈 문자열 값을 제공하면 이 작업은 오류를 반환합니다.
키 ID 및 ARN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키 ID
및 ARN 찾기를 참조하세요.
KMS 키의 키 ID 또는 키 ARN을 지정합니다.
예:
• 키 ID: 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 키 ARN: arn:aws:kms:usea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KMS 키의 키 ID 및 키 ARN을 가져오려면 ListKeys 또는 DescribeKey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별칭 이름(예: alias/
exampleAlias)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별칭 만들기
다음 예에서는 KMS 키에 대한 alias/exampleAlias 별칭을 생성합니다. KMS 키는 CloudFormation 리소
스 이름에 대한 참조로 식별됩니다. 이러한 예제를 사용하기 전에 예제 대상 키 ID 및 예제 별칭을 유효한 값
으로 바꿉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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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Alias": {
"Type": "AWS::KMS::Alias",
"Properties": {
"AliasName": "alias/exampleAlias",
"TargetKeyId": {
"Ref": "myKey"
}
}
}

YAML
myAlias:
Type: 'AWS::KMS::Alias'
Properties:
AliasName: alias/exampleAlias
TargetKeyId: !Ref myKey

참고 항목
• AWS Key Management Service API 참조의 CreateAlias
• AWS Key Management Service개발자 안내서의 별칭 사용
• AWS Key Management Service개발자 안내서의 AWS KMS에 대한 ABAC 사용.

AWS::KMS::Key
AWS::KMS::Key 리소스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에서 대칭 또는 비대칭 KMS 키를 지
정합니다.

Note
AWS KMS은(는) CMK(고객 마스터 키)라는 용어를 AWS KMS key 및 KMS 키로 대체합니다. 개념
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호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AWS KMS은(는) 이 용어의
일부 변형을 유지합니다.
대칭 KMS 키를 사용하여 소량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해독할 수 있지만 데이터 키와 데이터 키 페어를 생
성하는 데 더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대칭 KMS 키를 사용하여 AWS KMS와(과) 통합된 AWS 서비스에 저
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Key Management Service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세요.
비대칭 KMS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 및 복호화하거나 메시지에 서명하고 서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비대칭 키를 생성하려면 비대칭 KeySpec 값과 KeyUsage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Important
기존 KMS 키에서 KeyUsage 또는 KeySpec와(과) 같은 Replacement 속성의 값을 변경하면 기존
KMS 키가 삭제 예약되고 지정된 값을 사용하여 새 KMS 키가 생성됩니다.
삭제 예약된 동안에는 기존 KMS 키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CloudFormation 외부에서 기존 KMS
키의 예약 삭제를 취소하지 않으면 KMS 키가 삭제될 때 기존 KMS 키로 암호화된 모든 데이터를 복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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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KMS::Key",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Enabled" : Boolean,
"EnableKeyRotation" : Boolean,
"KeyPolicy" : Json,
"KeySpec" : String,
"KeyUsage" : String,
"MultiRegion" : Boolean,
"PendingWindowInDays" : Integer,
"Tags" : [ Tag, ... ]
}

YAML
Type: AWS::KMS::Key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Enabled: Boolean
EnableKeyRotation: Boolean
KeyPolicy: Json
KeySpec: String
KeyUsage: String
MultiRegion: Boolean
PendingWindowInDays: Integer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KMS 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도한 용도와 같이, 계정에서 이 KMS 키를 다른 KMS 키와 구별하는 데 도
움이 되는 설명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81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KMS 키의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비활성화된 KMS 키는 암호화 작업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Enabled이(가) true인 경우 KMS 키의 키 상태는 Enabled입니다. Enabled이(가) false인 경우
KMS 키의 키 상태는 Disabled입니다. 기본 값은 true입니다.
KMS 키의 실제 키 상태는 EnableKey, DisableKey 또는 ScheduleKeyDeletion 작업 실행과 같이
CloudFormation 외부에서 수행된 작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KMS 키의 키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가이드에서 키 상태:
KMS 키에 미치는 영향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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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KeyRotation
지정된 KMS 키에 대한 키 구성 요소의 자동 교체를 활성화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키 교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AWS KMS은(는) 비대칭 KMS 키의 자동 키 교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비대칭 KMS 키의 경우
EnableKeyRotation 속성을 생략하거나 false(으)로 설정합니다.
자동 교체를 사용하면 AWS KMS는 사용(또는 다시 사용) 날짜에서 365일 후에 KMS 키에 대한 새 구성
요소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후 365일마다 생성합니다. 모든 키 자료는 사용자가 KMS 키를 삭제하기
전까지 AWS KMS에 유지됩니다. 자동 키 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가이드의 KMS 키 교체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Policy
KMS 키의 사용을 승인하는 키 정책입니다. 키 정책은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키 정책은 호출자가 KMS 키에 대해 후속적인 PutKeyPolicy 요청을 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렇
게 하면 KMS 키가 관리 불능 상태가 될 위험이 감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기본 키 정책 섹션의 시나리오를 참조하세요.
• 키 정책의 각 설명에는 하나 이상의 보안 주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키 정책의 보안 주체가 존재하고
AWS KMS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새 AWS 보안 주체(예: IAM 사용자 또는 역할) 생성 시 새 보안 주체
가 AWS KMS에 즉시 표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키 정책에 새 보안 주체를 포함시키기 전에 지연
을 적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사용 설명서에
서 변경 사항이 매번 즉시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를 참조하세요.
• 키 정책 크기 한도는 32KB(32768바이트)입니다.
어느 정책을 사용할지 잘 모를 경우 기본 키 정책을 고려합니다. 이 키 정책에 따라 AWS KMS는 특정 키
정책 없이 CreateKey API를 사용하여 생성되는 KMS 키에 적용됩니다. 이 키 정책은 키에 대한 모든 작
업을 수행할 수 있는 키 권한을 소유한 AWS account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키에 대한 액세스 권
한을 부여하도록 IAM 정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
자 안내서에서 기본 키 정책을 참조하세요.
최소: 1
최대: 32768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Spec
생성할 KMS 키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인 SYMMETRIC_DEFAULT은(는) 암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256비트 대칭 키가 포함된 KMS 키를 생성합니다. KMS 키의 키 사양 선택에 대한 도움말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가이드에서 KMS 키 구성을 선택하는 방법을 참조하세요.
KeySpec 속성은 KMS 키 컨테이너에 대칭 키를 포함할지 비대칭 키 페어를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합
니다. 또한 KMS 키가 지원하는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서명 알고리즘을 결정합니다. KMS 키를 생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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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KeySpec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KMS 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추가로 제한
하려면 해당 키 정책 또는 IAM 정책에서 조건 키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kms:EncryptionAlgorithm 또는 kms:SigningAlgorithm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기존 KMS 키의 KeySpec을(를) 변경하면 기존 KMS 키가 삭제 예약되고 지정된 KeySpec 값을
사용하여 새 KMS 키가 생성됩니다. 예약 삭제가 대기 중인 동안에는 기존 KMS 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CloudFormation 외부에서 KMS 키의 예약 삭제를 취소하지 않으면 KMS 키가 삭제
될 때 기존 KMS 키로 암호화된 모든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게 됩니다.

Note
AWS KMS와 통합되는 AWS 서비스는 대칭 KMS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비대칭 KMS 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KMS 키가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확인하는 것과
관련된 도움말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가이드에서 대칭 및 비대칭 KMS 키
식별을 참조하세요.
AWS KMS은(는) KMS 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키 사양을 지원합니다.
• 대칭 키(기본값)
• SYMMETRIC_DEFAULT(AES-256-GCM)
• 비대칭 RSA 키 페어
• RSA_2048
• RSA_3072
• RSA_4096
• 비대칭 NIST 권장 타원 곡선 키 페어
• ECC_NIST_P256(secp256r1)
• ECC_NIST_P384(secp384r1)
• ECC_NIST_P521(secp521r1)
• 기타 비대칭 타원 곡선 키 페어
• ECC_SECG_P256K1(secp256k1), 일반적으로 암호 화폐에 사용됨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Usage
KMS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작업을 결정합니다. 기본 값은 ENCRYPT_DECRYPT입니다. 이 속성은
비대칭 KMS 키에만 필요합니다. KMS 키를 생성한 후에는 KeyUsage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Important
기존 KMS 키의 KeyUsage을(를) 변경하면 기존 KMS 키가 삭제 예약되고 지정된 KeyUsage
값을 사용하여 새 KMS 키가 생성됩니다. 예약 삭제가 대기 중인 동안에는 기존 KMS 키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CloudFormation 외부에서 KMS 키의 예약 삭제를 취소하지 않으면 KMS 키가
삭제될 때 기존 KMS 키로 암호화된 모든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게 됩니다.
유효한 값을 하나만 선택합니다.
• 대칭 KMS 키의 경우 속성을 생략하거나 ENCRYPT_DECRYPT을(를) 지정합니다.
• RSA 키 구성 요소가 있는 비대칭 KMS 키의 경우 ENCRYPT_DECRYPT 또는 SIGN_VERIFY을(를) 지
정합니다.
• ECC 키 구성 요소가 있는 비대칭 KMS 키의 경우 SIGN_VERIFY을(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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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NCRYPT_DECRYPT | SIGN_VERIF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ultiRegion
다른 AWS Regions에서 복제할 수 있는 다중 리전 기본 키를 생성합니다.

Important
기존 KMS 키의 MultiRegion 속성을 변경하면 기존 KMS 키가 삭제 예약되고 지정된
Multi-Region 값을 사용하여 새 KMS 키가 생성됩니다. 예약 삭제가 대기 중인 동안에는 기
존 KMS 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CloudFormation 외부에서 KMS 키의 예약 삭제를 취소하지
않으면 KMS 키가 삭제될 때 기존 KMS 키로 암호화된 모든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중 리전 키의 경우 이 속성을 true(으)로 설정합니다. 단일 리전 키의 경우 이 속성을 생략하거나
false로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다중 리전 키는 서로 다른 AWS Regions에 상호 운용 가능한 다수의 KMS 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AWS KMS 기능입니다. 이러한 KMS 키에는 동일한 키 ID, 키 자료 및 기타 메타데이터가 포함되므로
교차 리전 호출을 수행하거나 일반 텍스트 데이터를 노출할 필요 없이 한 AWS Region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서로 다른 AWS Region에서 복호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다중 리전 키 사용을 참조하세요.
대칭 또는 비대칭 다중 리전 키를 생성할 수 있으며 가져온 키 자료를 사용하여 다중 리전 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지정 키 스토어에 다중 리전 키를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AWS Region에서 이 기본 키의 복제본을 생성하려면 복제본 리전의 CloudFormation 스택에
AWS::KMS::ReplicaKey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이 기본 키의 키 ARN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ndingWindowInDays
CloudFormation 스택에서 제거된 AWS KMS이(가) KMS 키를 삭제하기 전에 대기 기간의 일수를 지정
합니다. 7과 30일 사이의 값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30일입니다.
CloudFormation 스택에서 KMS 키를 제거하면 AWS KMS에서 KMS 키의 삭제가 예약되고 필수 대기
기간이 시작됩니다. PendingWindowInDays 속성은 대기 기간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대기 기간 중에
KMS 키의 키 상태는 Pending Deletion 또는 Pending Replica Deletion이므로 KMS 키가 암
호화 작업에 사용되는 것이 방지됩니다. 대기 기간이 만료되면 AWS KMS은(는) KMS 키를 영구히 삭제
합니다.
AWS KMS는 복제본 키가 있는 다중 리전 기본 키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CloudFormation 스택에서 다중
리전 기본 키를 제거하면 키 상태가 PendingReplicaDeletion으로 변경되므로 암호화 작업에서 복
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는 무기한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복제본 키가 삭제되면
기본 키의 키 상태가 PendingDeletion으로 변경되고 PendingWindowInDays에 지정된 대기 기간
이 시작됩니다. 이 대기 기간이 만료되면 AWS KMS가 기본 키를 삭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다중 리전 키 삭제를 참조하세요.
대기 기관과 관계없이 KMS 키를 스택에서 제거한 후에는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
KMS 키의 삭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템플릿에서 KMS 키를 지정하면 KMS 키의 이름이 같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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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ormation은 새 KMS 키를 생성합니다. KMS 키의 삭제를 취소하려면 AWS KMS 콘솔 또는
CancelKeyDeletion 작업을 사용합니다.
Pending Deletion 및 Pending Replica Deletion 키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가이드의 키 상태: KMS 키에 미치는 영향을 참조하세요. KMS 키 삭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API 참조의 ScheduleKeyDeletion 작업 및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가이드의 KMS 키 삭제를 참조하세요.
최소: 7
최대: 30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복제본 키에 하나 이상의 태그를 할당합니다.

Note
KMS 키에 태그를 지정하거나 태그를 해제하면 KMS 키에 대한 권한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KMS에서
ABAC 사용을 참조하세요.
AWS KMS의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키 태깅을
참조하세요. CloudFormation의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태그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키 ID(예:
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arn:aws:kms:us-we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같은 KMS 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KMS 키의 키 AR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가이드의 키 ARN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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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Id
KMS 키의 키 ID입니다(예: 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KMS 키의 키 I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가이드의 키 ID를 참조하
세요.

예제
대칭 KMS 키 만들기
다음 예제에서는 대칭 KMS 키를 생성합니다. KMS 키의 키 정책을 사용하면 Alice은(는) 키를 관리할 수 있
고 Bob은 KMS 키를 확인하고 암호화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에 대한 AWS account(루트) 전체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Alice와 Bob이 모두 계정에서 삭제되더라도 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JSON
"myKey" : {
"Type" : "AWS::KMS::Key",
"Properties" : {
"Description" : "An example symmetric KMS key",
"EnableKeyRotation": true,
"PendingWindowInDays": 20,
"KeyPolicy" : {
"Version": "2012-10-17",
"Id": "key-default-1",
"Statement": [
{
"Sid": "Enable IAM User Permissions",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111122223333:root"},
"Action": "kms:*",
"Resource": "*"
},
{
"Sid": "Allow administration of the key",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111122223333:user/Alice" },
"Action": [
"kms:Create*",
"kms:Describe*",
"kms:Enable*",
"kms:List*",
"kms:Put*",
"kms:Update*",
"kms:Revoke*",
"kms:Disable*",
"kms:Get*",
"kms:Delete*",
"kms:ScheduleKeyDeletion",
"kms:CancelKeyDeletion"
],
"Resource": "*"
},
{
"Sid": "Allow use of the key",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111122223333:user/Bob" },
"Action": [
"kms:DescribeKey",
"kms:Encrypt",
"kms:Decr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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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ReEncrypt*",
"kms:GenerateDataKey",
"kms:GenerateDataKeyWithoutPlaintext"

}

}

}

]

}

],
"Resource": "*"

YAML
myKey:
Type: AWS::KMS::Key
Properties:
Description: An example symmetric KMS key
EnableKeyRotation: true
PendingWindowInDays: 20
KeyPolicy:
Version: '2012-10-17'
Id: key-default-1
Statement:
- Sid: Enable IAM User Permissions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111122223333:root
Action: kms:*
Resource: '*'
- Sid: Allow administration of the key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111122223333:user/Alice
Action:
- kms:Create*
- kms:Describe*
- kms:Enable*
- kms:List*
- kms:Put*
- kms:Update*
- kms:Revoke*
- kms:Disable*
- kms:Get*
- kms:Delete*
- kms:ScheduleKeyDeletion
- kms:CancelKeyDeletion
Resource: '*'
- Sid: Allow use of the key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111122223333:user/Bob
Action:
- kms:DescribeKey
- kms:Encrypt
- kms:Decrypt
- kms:ReEncrypt*
- kms:GenerateDataKey
- kms:GenerateDataKeyWithoutPlaintext
Resource: '*'

리소스 태그를 사용하여 KMS 키 만들기
다음 예제에서는 하나의 리소스 태그가 있는 대칭 KMS 키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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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KMS 키에 태그를 지정하거나 태그를 해제하면 KMS 키에 대한 권한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KMS에서 ABAC 사
용을 참조하세요.

JSON
"myKeyWithTag": {
"Type": "AWS::KMS::Key",
"Properties": {
"KeyPolicy": {
"Version": "2012-10-17",
"Id": "key-default-1",
"Statement": [
{
"Sid": "Enable IAM User Permissions",
"Effect": "Allow",
"Principal": {
"AWS": {
"Fn::Join": [
"",
[
"arn:aws:iam::",
{
"Ref": "AWS::AccountId"
},
":root"
]
]
}
},
"Action": "kms:*",
"Resource": "*"
}
]
},
"Tags": [
{
"Key": {
"Ref": "Key"
},
"Value": {
"Ref": "Value"
}
}
]
},
"Parameters": {
"Key": {
"Type": "String"
},
"Value": {
"Type": "String"
}
}
}

YAML
myKeyWithTag:
Type: 'AWS::KMS::Key'
Properties:
Key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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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012-10-17
Id: key-default-1
Statement:
- Sid: Enable IAM User Permissions
Effect: Allow
Principal:
AWS: !Join
- ''
- - 'arn:aws:iam::'
- !Ref 'AWS::AccountId'
- ':root'
Action: 'kms:*'
Resource: '*'
Tags:
- Key: !Ref Key
Value: !Ref Value
Parameters:
Key:
Type: String
Value:
Type: String

비대칭 KMS 키 생성
다음 예에서는 서명 및 검증에 사용할 RSA 비대칭 KMS 키를 생성합니다. 비대칭 KMS 키의 경우 KeySpec
및 KeyUsage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EnableKeyRotation 속성을 생략하거나 false로 설정해야 합니
다.

JSON
"RSASigningKey" : {
"Type" : "AWS::KMS::Key",
"Properties" : {
"Description" : "RSA-3047 asymmetric KMS key for signing and verification",
"KeySpec" : "RSA_3072",
"KeyUsage" : "SIGN_VERIFY",
"KeyPolicy" : {
"Version": "2012-10-17",
"Id": "key-default-1",
"Statement": [
{
"Sid": "Enable IAM User Permissions",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111122223333:root"},
"Action": "kms:*",
"Resource": "*"
},
{
"Sid": "Allow administration of the key",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111122223333:role/Admin" },
"Action": [
"kms:Create*",
"kms:Describe*",
"kms:Enable*",
"kms:List*",
"kms:Put*",
"kms:Update*",
"kms:Revoke*",
"kms:Disable*",
"kms:Get*",
"kms:Delete*",
"kms:ScheduleKeyDeletion",
"kms:CancelKeyDe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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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Resource": "*"
},
{
"Sid": "Allow use of the key",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111122223333:role/Developer" },
"Action": [
"kms:Sign",
"kms:Verify",
"kms:DescribeKey"
],
"Resource": "*"
}

YAML
RSASigningKey:
Type: AWS::KMS::Key
Properties:
Description: RSA-3047 asymmetric KMS key for signing and verification
KeySpec: RSA_3072
KeyUsage: SIGN_VERIFY
KeyPolicy:
Version: '2012-10-17'
Id: key-default-1
Statement:
- Sid: Enable IAM User Permissions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111122223333:root
Action: kms:*
Resource: '*'
- Sid: Allow administration of the key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111122223333:role/Admin
Action:
- kms:Create*
- kms:Describe*
- kms:Enable*
- kms:List*
- kms:Put*
- kms:Update*
- kms:Revoke*
- kms:Disable*
- kms:Get*
- kms:Delete*
- kms:ScheduleKeyDeletion
- kms:CancelKeyDeletion
Resource: '*'
- Sid: Allow use of the key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111122223333:role/Developer
Action:
- kms:Sign
- kms:Verify
- kms:DescribeKey
Re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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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리전 기본 키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다중 리전 기본 키를 생성합니다.
다중 리전 키는 서로 다른 AWS Regions에 상호 운용 가능한 다수의 KMS 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AWS
KMS 기능입니다. 이러한 KMS 키에는 동일한 키 ID, 키 자료 및 기타 메타데이터가 포함되므로 교차 리전 호
출을 수행하거나 일반 텍스트 데이터를 노출할 필요 없이 한 AWS Region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서로 다
른 AWS Region에서 복호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
발자 안내서에서 다중 리전 키 사용을 참조하세요.
이 기본 키를 다른 AWS Region로 복제하려면 AWS::KMS::ReplicaKey CloudFormation 리소스를 사용합니
다.

JSON
"myPrimaryKey" : {
"Type" : "AWS::KMS::Key",
"Properties" : {
"Description" : "An example multi-Region primary key",
"MultiRegion": true,
"EnableKeyRotation": true,
"PendingWindowInDays": 10,
"KeyPolicy" : {
"Version": "2012-10-17",
"Id": "key-default-1",
"Statement": [
{
"Sid": "Enable IAM User Permissions",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111122223333:root"},
"Action": "kms:*",
"Resource": "*"
},
{
"Sid": "Allow administration of the key",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111122223333:user/Alice" },
"Action": [
"kms:ReplicateKey",
"kms:Create*",
"kms:Describe*",
"kms:Enable*",
"kms:List*",
"kms:Put*",
"kms:Update*",
"kms:Revoke*",
"kms:Disable*",
"kms:Get*",
"kms:Delete*",
"kms:ScheduleKeyDeletion",
"kms:CancelKeyDeletion"
],
"Resource": "*"
},
{
"Sid": "Allow use of the key",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111122223333:user/Bob" },
"Action": [
"kms:DescribeKey",
"kms:Encrypt",
"kms:Decrypt",
"kms:ReEncrypt*",
"kms:GenerateData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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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kms:GenerateDataKeyWithoutPlaintext"
],
"Resource": "*"

YAML
myPrimaryKey:
Type: AWS::KMS::Key
Properties:
Description: An example multi-Region primary key
MultiRegion: true
EnableKeyRotation: true
PendingWindowInDays 10
KeyPolicy:
Version: '2012-10-17'
Id: key-default-1
Statement:
- Sid: Enable IAM User Permissions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111122223333:root
Action: kms:*
Resource: '*'
- Sid: Allow administration of the key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111122223333:user/Alice
Action:
- kms:ReplicateKey
- kms:Create*
- kms:Describe*
- kms:Enable*
- kms:List*
- kms:Put*
- kms:Update*
- kms:Revoke*
- kms:Disable*
- kms:Get*
- kms:Delete*
- kms:ScheduleKeyDeletion
- kms:CancelKeyDeletion
Resource: '*'
- Sid: Allow use of the key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111122223333:user/Bob
Action:
- kms:DescribeKey
- kms:Encrypt
- kms:Decrypt
- kms:ReEncrypt*
- kms:GenerateDataKey
- kms:GenerateDataKeyWithoutPlaintext
Resource: '*'

참고 항목
•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가이드의 AWS KMS k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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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Key Management Service API 참조의 CreateKey.
• AWS Key Management Service개발자 안내서의 키 생성
• AWS Key Management Service개발자 안내서의 다중 리전 기본 키 생성

AWS::KMS::ReplicaKey
AWS::KMS::ReplicaKey 리소스는 다중 리전 기본 키를 기반으로 하는 다중 리전 복제본 키를 지정합니다.
다중 리전 키는 서로 다른 AWS Regions에 상호 운용 가능한 다수의 KMS 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AWS
KMS 기능입니다. 이러한 KMS 키에는 동일한 키 ID, 키 자료 및 기타 메타데이터가 포함되므로 교차 리전 호
출을 수행하거나 일반 텍스트 데이터를 노출할 필요 없이 한 AWS Region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서로 다
른 AWS Region에서 복호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
발자 안내서에서 다중 리전 키 사용을 참조하세요.
다중 리전 기본 키는 완전히 작동하는 대칭 또는 비대칭 KMS 키이며 다른 AWS Regions에 있는 복제본 키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다중 리전 기본 키를 생성하려면 CloudFormation 스택에 AWS::KMS::Key 리소스를 추
가합니다. MultiRegion 속성을 true로 설정합니다.
다중 리전 복제본 키는 다중 리전 기본 키와 키 ID와 키 자료가 동일하지만 동일한 AWS 파티션의 다른 AWS
Region 위치에 있는 완전한 기능의 대칭 또는 비대칭 KMS 키입니다. 기본 키의 복제본을 여러 개 둘 수 있지
만 각각 다른 AWS Region에 있어야 합니다.
기본 키와 복제본의 키 ID와 키 자료는 동일합니다. 또한 키 사양, 키 용도, 키 자료 원본 및 자동 키 교체 상태
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공유 속성이라고 합니다. 변경되는 경우 AWS KMS는 관련된 모든 다중 리전
키에 변경 사항을 동기화합니다. 키 정책, 태그, 별칭 및 키 상태 등 복제본 키의 다른 모든 속성은 다를 수 있
습니다. AWS KMS는 이러한 속성을 동기화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KMS::ReplicaKey",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Enabled" : Boolean,
"KeyPolicy" : Json,
"PendingWindowInDays" : Integer,
"PrimaryKeyArn"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KMS::ReplicaKey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Enabled: Boolean
KeyPolicy: Json
PendingWindowInDays: Integer
PrimaryKeyArn: String
Tags:
- Tag

API 버전 2010-05-15
440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KMS

Properties
Description
KMS 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값은 빈 문자열입니다(설명 없음).
설명은 다중 리전 키의 공유 속성이 아닙니다. 관련된 다중 리전 키 세트의 각 키에 대해 동일한 설명 또
는 다른 설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 Key Management Service는 이 속성을 동기화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81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복제본 키의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비활성화된 KMS 키는 암호화 작업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Enabled이(가) true인 경우 KMS 키의 키 상태는 Enabled입니다. Enabled이(가) false인 경우
KMS 키의 키 상태는 Disabled입니다. 기본 값은 true입니다.
복제본의 실제 키 상태는 EnableKey, DisableKey 또는 ScheduleKeyDeletion 작업 실행과 같이
CloudFormation 외부에서 수행된 작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제본 키가 생성되는 동
안 키 상태는 Creating입니다.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복제본 키의 키 상태가 Enabled로 변경됩니다.
KMS 키의 키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가이드에서 키 상태:
KMS 키에 미치는 영향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Policy
복제본 키의 사용을 승인하는 키 정책입니다.
키 정책은 다중 리전 키의 공유 속성이 아닙니다. 관련된 다중 리전 키 세트의 각 키에 대해 동일한 키 정
책 또는 다른 키 정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 KMS는 이 속성을 동기화하지 않습니다.
키 정책은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키 정책은 호출자에게 KMS 키에 대한 PutKeyPolicy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KMS 키가
관리 불능 상태가 될 위험이 감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
서에서 기본 키 정책 섹션의 시나리오를 참조하세요.
• 키 정책의 각 설명에는 하나 이상의 보안 주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키 정책의 보안 주체가 존재하고
AWS KMS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새 AWS 보안 주체(예: IAM 사용자 또는 역할) 생성 시 새 보안 주체
가 AWS KMS에 즉시 표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키 정책에 새 보안 주체를 포함시키기 전에 지연
을 적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사용 설명서에
서 변경 사항이 매번 즉시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를 참조하세요.
• 키 정책 크기 한도는 32KB(32768바이트)입니다.
최소: 1
최대: 3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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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ndingWindowInDays
CloudFormation 스택에서 제거된 AWS KMS가 복제본 키를 삭제하기 전에 대기 기간의 일수를 지정합
니다. 7과 30일 사이의 값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30일입니다.
CloudFormation 스택에서 복제본 키를 제거하면 AWS KMS에서 복제본 키의 삭제가 예약되고 필수 대
기 기간이 시작됩니다. PendingWindowInDays 속성은 대기 기간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대기 기간 중
에 복제본 키의 키 상태는 Pending Deletion이므로 복제본 키가 암호화 작업에 사용되는 것이 방지
됩니다. 대기 기간이 만료되면 AWS KMS는 복제본 키를 영구히 삭제합니다.
스택에서 복제본을 제거한 후에는 대기 기간에 관계없이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 복제본의
삭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템플릿에 원본 복제본 키와 동일한 기본 키를 기반으로 하는 복제본
키를 지정하는 경우 CloudFormation은 동일한 키 ID, 키 자료 및 원본 복제본 키의 기타 공유 속성을 사
용하여 새 복제본 키를 생성합니다. 이 새 복제본 키는 원본 복제본 키 또는 관련된 다중 리전 키로 암호
화된 암호 텍스트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다중 리전 키 삭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다중 리전
키 삭제를 참조하세요.
PendingDeletion 키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가이
드에서 키 상태: KMS 키에 미치는 영향을 참조하세요. KMS 키 삭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API 참조의 ScheduleKeyDeletion 작업 및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가이드의 KMS 키 삭제를 참조하세요.
최소: 7
최대: 30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maryKeyArn
복제할 다중 리전 기본 키를 지정합니다. 기본 키는 동일한 AWS 파티션의 다른 AWS Region에 있어야
합니다. 각 AWS Region에서 지정된 기본 키의 복제본을 각각 하나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복제본 키의 PrimaryKeyArn 값을 변경하면 기존 복제본 키의 삭제가 예약되고 지정된 기본
키를 기반으로 새 복제본 키가 생성됩니다. 삭제가 예약된 동안에는 기존 복제본 키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CloudFormation 외부에서 예약된 키 삭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복제본 키를 삭제한 경우 관련된 다중 리전 키를 사용하여 해당 복제본 키로 암
호화된 암호 텍스트를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전 리전이 완전히 삭제된 후 동일
한 리전에 복제본을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다중 리전 키 삭제를 참조하세요.
기존 다중 리전 기본 키의 키 ARN을 지정합니다. 예: arn:aws:kms:useast-2:111122223333:key/mrk-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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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04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복제본 키에 하나 이상의 태그를 할당합니다.

Note
KMS 키에 태그를 지정하거나 태그를 해제하면 KMS 키에 대한 권한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KMS에서
ABAC 사용을 참조하세요.
태그는 다중 리전 키의 공유 속성이 아닙니다. 관련된 다중 리전 키 세트의 각 키에 대해 동일한 태그 또
는 다른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 KMS는 이 속성을 동기화하지 않습니다.
각 태그는 태그 키와 태그 값으로 구성됩니다. 태그 키와 태그 값이 모두 필요하지만 태그 값은 빈(null)
문자열일 수 있습니다. KMS 키에 동일한 태그 키를 사용하는 둘 이상의 태그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기
존 태그 키를 다른 태그 값으로 지정하는 경우 AWS KMS는 현재 태그 값을 지정된 값으로 바꿉니다.
AWS 리소스에 태그를 할당하면 AWS에서 사용 내역 및 비용을 태그별로 집계한 비용 할당 보고서를 생
성합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KMS 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키 태깅을 참
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키 ID(예:
mrk-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arn:aws:kms:us-west-2:111122223333:key/mrk-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같은 복제본 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관련된 다중 리전 키의 키 ARN은 Region 값만 다릅니다. 다중 리전 키의 키 AR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다중 리전 키의 작동 방식을 참조하세요.
KeyId
복제본 키의 키 ID(예: mrk-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입니다.
관련된 다중 리전 키의 키 ID는 동일합니다. 다중 리전 키의 키 I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다중 리전 키의 작동 방식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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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중 리전 복제본 키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미국 서부(오레곤)(us-west-2) 리전의 다중 리전 기본 키를 기반으로 로컬 리전에 다중 리전
복제본 키를 생성합니다.
PrimaryKeyArn 속성에 지정된 키 ARN으로 다중 리전 기본 키가 식별되지 않거나 관련된 다중 리전
키가 로컬 리전에 이미 있는 경우 작업이 실패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설명, 키 정책 및 키 삭제 대기 기간
(PendingWindowInDays)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속성은 다른 AWS Regions의 기본 키 및 관련된 복제본 키와
독립적입니다.

JSON
"Resources": {
"myReplicaKey": {
"Type": "AWS::KMS::ReplicaKey",
"Properties": {
"PrimaryKeyArn": "arn:aws:kms:us-west-2:111122223333:key/
mrk-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Description": "Example replica key",
"EnableKeyRotation": true,
"PendingWindowInDays": 7,
"KeyPolicy": {
"Version": "2012-10-17",
"Id": "key-default-1",
"Statement": [
{
"Sid": "Enable IAM User Permissions",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111122223333:root"
},
"Action": "kms:*",
"Resource": "*"
},
{
"Sid": "Allow administration of the key",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111122223333:role/admin"
},
"Action": [
"kms:Create*",
"kms:Delete*",
"kms:Disable*",
"kms:Describe*",
"kms:Enable*",
"kms:Get*",
"kms:List*",
"kms:Put*",
"kms:Revoke*",
"kms:UpdateAlias",
"kms:ScheduleKeyDeletion",
"kms:CancelKeyDeletion"
],
"Resource": "*"
},
{
"Sid": "Allow use of the key",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111122223333:role/develo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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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Action": [
"kms:DescribeKey",
"kms:Encrypt",
"kms:Decrypt",
"kms:ReEncrypt*",
"kms:GenerateDataKey",
"kms:GenerateDataKeyWithoutPlaintext"
],
"Resource": "*"

YAML
Resources:
myReplicaKey:
Type: 'AWS::KMS::ReplicaKey'
Properties:
PrimaryKeyArn: &gt;arn:aws:kms:us-west-2:111122223333:key/mrk-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Description: Example replica key
PendingWindowInDays: 7
KeyPolicy:
Version: 2012-10-17
Id: key-default-1
Statement:
- Sid: Enable IAM User Permissions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111122223333:root'
Action: 'kms:*'
Resource: '*'
- Sid: Allow administration of the key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111122223333:role/admin'
Action:
- 'kms:Create*'
- 'kms:Delete*'
- 'kms:Describe*'
- 'kms:Disable*'
- 'kms:Enable*'
- 'kms:Get*'
- 'kms:List*'
- 'kms:Put*'
- 'kms:Revoke*'
- 'kms:UpdateAlias'
- 'kms:UpdateDescription'
- 'kms:ScheduleKeyDeletion'
- 'kms:CancelKeyDeletion'
Resource: '*'
- Sid: Allow use of the key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111122223333:role/developer'
Action:
- 'kms:DescribeKey'
- 'kms:Encrypt'
- 'kms:Decrypt'
- 'kms:ReEncr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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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s:GenerateDataKey'
- 'kms:GenerateDataKeyWithoutPlaintext'
Resource: '*'

참고 항목
• AWS Key Management Service API 참조의 ReplicateKey.
• AWS Key Management Service개발자 안내서의 다중 리전 키 사용.
• AWS Key Management Service개발자 안내서의 다중 리전 복제본 키 생성

AWS Lake Formation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LakeFormation::DataLakeSettings (p. 4415)
• AWS::LakeFormation::Permissions (p. 4416)
• AWS::LakeFormation::Resource (p. 4424)

AWS::LakeFormation::DataLakeSettings
AWS::LakeFormation::DataLakeSettings 리소스는 계정의 데이터 레이크 설정을 관리하는 AWS
Lake Formation의 리소스 유형입니다. CloudFormation 템플릿은 Admins 목록 업데이트만 지원합니다.
CreateDatabaseDefaultPermissions 또는 CreateTableDefaultPermissions 업데이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API를 통해 DataLakeSettings 리소스에서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akeFormation::DataLakeSettings",
"Properties" : {
"Admins" : Admins (p. 4416),
"TrustedResourceOwners" : [ String, ... ]
}

YAML
Type: AWS::LakeFormation::DataLakeSettings
Properties:
Admins:
Admins (p. 4416)
TrustedResourceOwners:
- String

Properties
Admins
AWS Lake Formation 보안 주체의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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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Admins (p. 44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ustedResourceOwner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akeFormation::DataLakeSettings Admins
AWS Lake Formation 보안 주체의 목록입니다.

AWS::LakeFormation::DataLakeSettings DataLakePrincipal
Lake Formation 보안 주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LakePrincipalIdentifier" : String

YAML
DataLakePrincipalIdentifier: String

Properties
DataLakePrincipalIdentifier
Lake Formation 보안 주체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akeFormation::Permissions
AWS::LakeFormation::Permissions 리소스는 AWS Glue Data Catalog 리소스(예: AWS Glue 데이터
베이스 또는 AWS Glue 테이블)에 대한 보안 주체의 권한을 나타냅니다. 권한 스택을 업로드하면 권한이 보
안 주체에게 부여되고 스택을 제거하면 보안 주체로부터 권한이 취소됩니다. 스택을 제거하고 보안 주체가
스택에서 참조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권한 취소를 호출할 수 없기 때문에 AWS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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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스택을 성공적으로 제거하려면 해당 권한을 다시 부여한 다음 스택을 제거
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akeFormation::Permissions",
"Properties" : {
"DataLakePrincipal" : DataLakePrincipal (p. 4419),
"Permissions" : [ String, ... ],
"PermissionsWithGrantOption" : [ String, ... ],
"Resource" : Resource (p. 4420)
}

YAML
Type: AWS::LakeFormation::Permissions
Properties:
DataLakePrincipal:
DataLakePrincipal (p. 4419)
Permissions:
- String
PermissionsWithGrantOption:
- String
Resource:
Resource (p. 4420)

Properties
DataLakePrincipal
AWS Lake Formation 보안 주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DataLakePrincipal (p. 441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missions
부여 또는 취소된 권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missionsWithGrantOption
(부여된 권한의 하위 집합으로) 권한을 부여할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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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
리소스용 구조입니다.
Required: 예
Type: Resource (p. 44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akeFormation::Permissions ColumnWildcard
제외된 열 이름 또는 인덱스의 선택적 목록으로 구성된 와일드카드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cludedColumnNames" : [ String, ... ]

YAML
ExcludedColumnNames:
- String

Properties
ExcludedColumnNames
열 이름을 제외합니다. 이 이름의 열은 제외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akeFormation::Permissions DatabaseResource
데이터베이스 객체용 구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atalogId" : String,
"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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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CatalogId: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Catalog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데이터베이스 리소스의 이름입니다. 데이터 카탈로그에 고유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akeFormation::Permissions DataLakePrincipal
Lake Formation 보안 주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LakePrincipalIdentifier" : String

YAML
DataLakePrincipalIdentifier: String

Properties
DataLakePrincipalIdentifier
Lake Formation 보안 주체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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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akeFormation::Permissions DataLocationResource
권한이 부여되거나 취소되는 데이터 위치 객체의 구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talogId" : String,
"S3Resource" : String

YAML
CatalogId: String
S3Resource: String

Properties
Catalog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Resource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akeFormation::Permissions Resource
리소스용 구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DatabaseResource" : DatabaseResource (p. 4418),
"DataLocationResource" : DataLocationResource (p. 4420),
"TableResource" : TableResource (p. 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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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WithColumnsResource" : TableWithColumnsResource (p. 4423)

YAML
DatabaseResource:
DatabaseResource (p. 4418)
DataLocationResource:
DataLocationResource (p. 4420)
TableResource:
TableResource (p. 4421)
TableWithColumnsResource:
TableWithColumnsResource (p. 4423)

Properties
DatabaseResource
데이터베이스 객체용 구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baseResource (p. 441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LocationResource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LocationResource (p. 44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Resource
테이블 객체용 구조입니다. 테이블은 데이터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 정의입니다. 보안 주체에 테이블 권
한을 부여 및 취소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bleResource (p. 442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WithColumnsResource
현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bleWithColumnsResource (p. 44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akeFormation::Permissions TableResource
테이블 객체용 구조입니다. 테이블은 데이터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 정의입니다. 보안 주체에 테이블 권한을
부여 및 취소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442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Lake Formation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talogId" : String,
"DatabaseName" : String,
"Name" : String,
"TableWildcard" : TableWildcard (p. 4423)

YAML
CatalogId: String
DatabaseName: String
Name: String
TableWildcard:
TableWildcard (p. 4423)

Properties
Catalog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Name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데이터 카탈로그에 고유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논리 그룹
으로 구성된 일단의 연결된 테이블 정의입니다. 보안 주체에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부여 및 취소할 수 있
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테이블의 이름.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Wildcar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TableWildcard (p. 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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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akeFormation::Permissions TableWildcard
TableWildcard 속성 유형은 AWS::LakeFormation::Permissions (p. 4416)에 대한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YAML

AWS::LakeFormation::Permissions TableWithColumnsResource
열 객체가 있는 테이블의 구조입니다. 이 객체는 SELECT 권한을 부여할 때만 사용됩니다.
이 객체는 ColumnsNames, ColumnsIndexes 또는 ColumnsWildcard 중 하나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합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talogId" : String,
"ColumnNames" : [ String, ... ],
"ColumnWildcard" : ColumnWildcard (p. 4418),
"DatabaseName" : String,
"Name" : String

YAML
CatalogId: String
ColumnNames:
- String
ColumnWildcard:
ColumnWildcard (p. 4418)
DatabaseName: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Catalog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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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lumnNames
테이블의 열 이름 목록입니다. ColumnNames 또는 ColumnWildcard 중 하나 이상이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lumnWildcard
ColumnWildcard 객체에 의해 지정된 와일드카드입니다. ColumnNames 또는 ColumnWildcard 중
하나 이상이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lumnWildcard (p. 441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Name
열 리소스가 있는 테이블의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데이터 카탈로그에 고유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논리 그룹으로 구성된 일단의 연결된 테이블 정의입니다. 보안 주체에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부여 및 취
소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테이블 리소스의 이름입니다. 테이블은 데이터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 정의입니다. 보안 주체에 테이블
권한을 부여 및 취소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akeFormation::Resource
AWS::LakeFormation::Resource는 AWS Lake Formation에 등록되고 있는 데이터(Amazon S3 버
킷 및 폴더)를 나타냅니다. Resource 유형 CloudFormation 템플릿이 업로드되면 AWS Lake Formation
RegisterResource API 호출이 수행되어 리소스를 등록합니다. Resource 유형 CloudFormation 템플릿
이 제거되면 AWS Lake Formation DeregisterResource API가 호출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LakeFormation::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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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
"ResourceArn" : String,
"RoleArn" : String,
"UseServiceLinkedRole" : Boolean
}

YAML
Type: AWS::LakeFormation::Resource
Properties:
ResourceArn: String
RoleArn: String
UseServiceLinkedRole: Boolean

Properties
ResourceArn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리소스를 등록한 IAM 역할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ServiceLinkedRole
호출자를 데이터 카탈로그에 등록하여 신뢰할 수 있는 호출자(IAM 보안 주체)를 지명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Lambda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
•
•
•

AWS::Lambda::Alias (p. 4426)
AWS::Lambda::CodeSigningConfig (p. 4432)
AWS::Lambda::EventInvokeConfig (p. 4435)
AWS::Lambda::EventSourceMapping (p. 4440)
AWS::Lambda::Function (p. 4451)

• AWS::Lambda::LayerVersion (p. 4465)
• AWS::Lambda::LayerVersionPermission (p. 4469)
• AWS::Lambda::Permission (p. 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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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Lambda::Version (p. 4475)

AWS::Lambda::Alias
AWS::Lambda::Alias 리소스는 Lambda 함수 버전의 별칭을 생성합니다. 별칭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다른 버전을 호출하도록 업데이트할 수 있는 함수 식별자를 제공합니다.
별칭을 매핑하여 두 버전 간에 호출 요청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RoutingConfig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수신하는 두 번째 버전과 호출 요청의 백분율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ambda::Alias",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FunctionName" : String,
"FunctionVersion" : String,
"Name" : String,
"ProvisionedConcurrencyConfig" : ProvisionedConcurrencyConfiguration (p. 4430),
"RoutingConfig" : AliasRoutingConfiguration (p. 4429)
}

YAML
Type: AWS::Lambda::Alias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FunctionName: String
FunctionVersion: String
Name: String
ProvisionedConcurrencyConfig:
ProvisionedConcurrencyConfiguration (p. 4430)
RoutingConfig:
AliasRoutingConfiguration (p. 4429)

Properties
Description
별칭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unctionName
Lambda 함수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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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형식
• 함수 이름 - MyFunction.
• 함수 ARN - arn:aws:lambda:us-west-2:123456789012:function:MyFunction.
• 부분적 ARN - 123456789012:function:MyFunction.
길이 제한은 전체 ARN에만 적용됩니다. 함수 이름만 지정하는 경우, 길이가 64자로 제한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40
Pattern: (arn:(aws[a-zA-Z-]*)?:lambda:)?([a-z]{2}(-gov)?-[a-z]+-\d{1}:)?
(\d{12}:)?(function:)?([a-zA-Z0-9-_]+)(:(\$LATEST|[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unctionVersion
별칭이 호출하는 함수 버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Pattern: (\$LATEST|[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별칭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0-9]+$)([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visionedConcurrencyConfig
함수의 별칭에 대해 프로비저닝 동시성 구성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visionedConcurrencyConfiguration (p. 44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442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Lambda

RoutingConfig
별칭의 라우팅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liasRoutingConfiguration (p. 44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ARN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Alias
버전 및 별칭이 있는 Node.js 함수입니다.

YAML
Resources:
function: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Handler: index.handler
Role: arn:aws:iam::123456789012:role/lambda-role
Code:
ZipFile: |
exports.handler = function(event){
console.log(JSON.stringify(event, null, 2))
const response = {
statusCode: 200,
body: JSON.stringify('Hello from Lambda!')
}
return response
};
Runtime: nodejs12.x
TracingConfig:
Mode: Active
version:
Type: AWS::Lambda::Version
Properties:
FunctionName: !Ref function
Description: v1
alias:
Type: AWS::Lambda::Alias
Properties:
FunctionName: !Ref function
FunctionVersion: !GetAtt version.Version
Name: BLUE

가중치 기반 별칭
요청을 두 가지 버전으로 라우팅하는 별칭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442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Lambda

YAML
Resources:
function: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Handler: index.handler
Role: arn:aws:iam::123456789012:role/lambda-role
Code:
ZipFile: |
exports.handler = function(event){
console.log(JSON.stringify(event, null, 2))
const response = {
statusCode: 200,
body: JSON.stringify('Hello again from Lambda!')
}
return response
}
Runtime: nodejs12.x
TracingConfig:
Mode: Active
version:
Type: AWS::Lambda::Version
Properties:
FunctionName: !Ref function
Description: v1
newVersion:
Type: AWS::Lambda::Version
Properties:
FunctionName: !Ref function
Description: v2
alias:
Type: AWS::Lambda::Alias
Properties:
FunctionName: !Ref function
FunctionVersion: !GetAtt newVersion.Version
Name: BLUE
RoutingConfig:
AdditionalVersionWeights:
- FunctionVersion: !GetAtt version.Version
FunctionWeight: 0.5

AWS::Lambda::Alias AliasRoutingConfiguration
Lambda 함수 별칭의 트래픽 전환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ditionalVersionWeights" : [ VersionWeight (p. 4431), ... ]

YAML
AdditionalVersionWeights:
- VersionWeight (p. 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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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dditionalVersionWeights
두 번째 버전과 해당 버전으로 라우팅되는 트래픽의 백분율입니다.
Required: 예
Type: VersionWeight (p. 443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라우팅 구성
들어오는 요청의 절반을 두 번째 버전으로 라우팅하는 별칭입니다.

YAML
alias:
Type: AWS::Lambda::Alias
Properties:
FunctionName: !Ref function
FunctionVersion: !GetAtt newVersion.Version
Name: BLUE
RoutingConfig:
AdditionalVersionWeights:
- FunctionVersion: !GetAtt version.Version
FunctionWeight: 0.5

AWS::Lambda::Alias ProvisionedConcurrencyConfiguration
함수의 별칭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동시성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ovisionedConcurrentExecutions" : Integer

YAML
ProvisionedConcurrentExecutions: Integer

Properties
ProvisionedConcurrentExecutions
별칭에 할당할 프로비저닝된 동시성의 양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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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프로비저닝된 동시성
20개의 프로비저닝된 동시성을 가진 별칭입니다.

YAML
alias:
Type: AWS::Lambda::Alias
Properties:
FunctionName: !Ref function
FunctionVersion: !GetAtt newVersion.Version
Name: BLUE
ProvisionedConcurrencyConfig:
ProvisionedConcurrentExecutions: 20

AWS::Lambda::Alias VersionWeight
Lambda 함수 별칭의 트래픽 전환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unctionVersion" : String,
"FunctionWeight" : Double

YAML
FunctionVersion: String
FunctionWeight: Double

Properties
FunctionVersion
두 번째 버전의 한정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unctionWeight
별칭이 두 번째 버전으로 라우팅하는 트래픽의 백분율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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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라우팅 구성
들어오는 요청의 절반을 두 번째 버전으로 라우팅하는 별칭입니다.

YAML
alias:
Type: AWS::Lambda::Alias
Properties:
FunctionName: !Ref function
FunctionVersion: !GetAtt newVersion.Version
Name: BLUE
RoutingConfig:
AdditionalVersionWeights:
- FunctionVersion: !GetAtt version.Version
FunctionWeight: 0.5

AWS::Lambda::CodeSigningConfig
코드 서명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ambda::CodeSigningConfig",
"Properties" : {
"AllowedPublishers" : AllowedPublishers (p. 4433),
"CodeSigningPolicies" : CodeSigningPolicies (p. 4434),
"Description" : String
}

YAML
Type: AWS::Lambda::CodeSigningConfig
Properties:
AllowedPublishers:
AllowedPublishers (p. 4433)
CodeSigningPolicies:
CodeSigningPolicies (p. 4434)
Description: String

Properties
AllowedPublishers
허용된 게시자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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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AllowedPublishers (p. 443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deSigningPolicies
코드 서명 정책은 서명 불일치 또는 만료에 대한 유효성 검사 실패 작업을 제어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deSigningPolicies (p. 443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코드 서명 구성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odeSigningConfigArn
코드 서명 구성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CodeSigningConfigId
코드 서명 구성 ID입니다.

AWS::Lambda::CodeSigningConfig AllowedPublishers
코드 패키지에 서명할 수 있는 서명 프로필 목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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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SigningProfileVersionArns" : [ String, ... ]

YAML
SigningProfileVersionArns:
- String

Properties
SigningProfileVersionArns
각 서명 프로필에 대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 서명 프로필은 코드 패키지에 서명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를 정의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ambda::CodeSigningConfig CodeSigningPolicies
코드 서명 구성 정책은 서명 불일치 또는 만료에 대한 유효성 검사 실패 작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UntrustedArtifactOnDeployment" : String

YAML
UntrustedArtifactOnDeployment: String

Properties
UntrustedArtifactOnDeployment
배포 유효성 검사 실패에 대한 코드 서명 구성 정책입니다. 정책을 Enforce로 설정하면 서명 유효성 검
사가 실패할 경우 Lambda가 배포 요청을 차단합니다. 정책을 Warn로 설정하면 Lambda가 배포를 허용
하고 CloudWatch 로그를 생성합니다.
기본값: Warn
Required: 예
Type: 문자열
API 버전 2010-05-15
443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Lambda

허용된 값: Enforce | War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ambda::EventInvokeConfig
AWS::Lambda::EventInvokeConfig 리소스는 버전 또는 별칭에 대해 비동기식 호출 옵션을 구성합니
다.
기본적으로 Lambda는 함수가 오류를 반환하는 경우 비동기식 호출을 두 번 재시도합니다. 최대 6시간 동안
대기열에 이벤트를 보관합니다. 이벤트가 모든 처리 시도에 실패하거나 비동기식 호출 대기열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Lambda는 이러한 이벤트를 삭제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ambda::EventInvokeConfig",
"Properties" : {
"DestinationConfig" : DestinationConfig (p. 4437),
"FunctionName" : String,
"MaximumEventAgeInSeconds" : Integer,
"MaximumRetryAttempts" : Integer,
"Qualifier" : String
}

YAML
Type: AWS::Lambda::EventInvokeConfig
Properties:
DestinationConfig:
DestinationConfig (p. 4437)
FunctionName: String
MaximumEventAgeInSeconds: Integer
MaximumRetryAttempts: Integer
Qualifier: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Config
처리를 위해 함수로 보낸 후 이벤트의 대상입니다.

대상
• 함수 - Lambda 함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 대기열 - SQS 대기열의 ARN입니다.
• 주제 - SNS 주제의 ARN입니다.
• 이벤트 버스 - Amazon EventBridge 이벤트 버스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stinationConfig (p. 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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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unctionName
Lambda 함수의 이름입니다.
최소: 1
최대: 64
패턴: ([a-zA-Z0-9-_]+)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ximumEventAgeInSeconds
Lambda가 처리를 위해 함수에 보내는 요청의 최대 사용 기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60
Maximum: 216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imumRetryAttempts
함수가 오류를 반환할 때 재시도하는 최대 횟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alifier
버전 또는 별칭의 식별자입니다.
• 버전 - 버전 번호입니다.
• 별칭 - 별칭 이름입니다.
• 최신 - 게시되지 않은 버전을 지정하려면 $LATEST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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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When you pass the logical ID of this resource to the intrinsic Ref function, Ref returns a unique identifier
for this resource.

예제
비동기식 호출 구성
함수 버전에 대한 오류 처리 및 대상 구성입니다. Node.js 함수 및 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YAML
Resources:
function: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Handler: index.handler
Role: arn:aws:iam::123456789012:role/lambda-role
Code:
ZipFile: |
exports.handler = async (event) => {
console.log(JSON.stringify(event, null, 2));
const response = {
statusCode: 200,
body: JSON.stringify('Hello from Lambda!'),
};
return response;
};
Runtime: nodejs12.x
TracingConfig:
Mode: Active
version:
Type: AWS::Lambda::Version
Properties:
FunctionName: !Ref function
asyncconfig:
Type: AWS::Lambda::EventInvokeConfig
Properties:
DestinationConfig:
OnFailure:
Destination: arn:aws:sqs:us-east-2:123456789012:dlq
OnSuccess:
Destination: arn:aws:sqs:us-east-2:123456789012:dlq
FunctionName: !Ref function
MaximumEventAgeInSeconds: 300
MaximumRetryAttempts: 1
Qualifier: !GetAtt version.Version

AWS::Lambda::EventInvokeConfig DestinationConfig
Lambda가 이벤트를 처리한 후 이벤트의 대상을 지정하는 구성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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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OnFailure" : OnFailure (p. 4438),
"OnSuccess" : OnSuccess (p. 4439)

YAML
OnFailure:
OnFailure (p. 4438)
OnSuccess:
OnSuccess (p. 4439)

Properties
OnFailure
실패한 호출에 대한 대상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nFailure (p. 443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nSuccess
성공적인 호출에 대한 대상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nSuccess (p. 443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실패 시 대상 구성
실패한 비동기식 호출의 레코드를 SQS 대기열로 전송하도록 함수를 구성합니다.

YAML
DestinationConfig:
OnFailure:
Destination: arn:aws:sqs:us-east-2:123456789012:dlq

AWS::Lambda::EventInvokeConfig OnFailure
처리에 실패한 이벤트의 대상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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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tination" : String

YAML
Destination: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
대상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350
Pattern: ^$|arn:(aws[a-zA-Z0-9-]*):([a-zA-Z0-9\-])+:([a-z]{2}(-gov)?-[a-z]+\d{1})?:(\d{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실패 시 대상 구성
실패한 비동기식 호출의 레코드를 SQS 대기열로 전송하도록 함수를 구성합니다.

YAML
OnFailure:
Destination: arn:aws:sqs:us-east-2:123456789012:dlq

AWS::Lambda::EventInvokeConfig OnSuccess
성공적으로 처리된 이벤트의 대상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 : String

YAML
Destinatio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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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stination
대상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350
Pattern: ^$|arn:(aws[a-zA-Z0-9-]*):([a-zA-Z0-9\-])+:([a-z]{2}(-gov)?-[a-z]+\d{1})?:(\d{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성공 시 대상 구성
성공한 비동기식 호출의 레코드를 SQS 대기열로 전송하도록 함수를 구성합니다.

YAML
OnSuccess:
Destination: arn:aws:sqs:us-east-2:123456789012:destination

AWS::Lambda::EventSourceMapping
AWS::Lambda::EventSourceMapping 리소스는 이벤트 소스 및 AWS Lambda 함수 간 매핑을 생성합니
다. Lambda에서 이벤트 소스로부터 항목을 읽고 함수를 트리거합니다.
각 이벤트 소스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특히 각 주제에서는 특정 이벤트 소스
에 대한 필수 및 선택적 파라미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 Dynamo DB 스트림을 이벤트 소스로 구성
• Kinesis 스트림을 이벤트 소스로 구성
• SQS 대기열을 이벤트 소스로 구성
• MQ 브로커를 이벤트 소스로 구성
• MSK를 이벤트 소스로 구성
• 자체 관리형 Apache Kafka를 이벤트 소스로 구성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Lambda::EventSourceMapping",
"Properties" : {
"BatchSize"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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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sectBatchOnFunctionError" : Boolean,
"DestinationConfig" : DestinationConfig (p. 4447),
"Enabled" : Boolean,
"EventSourceArn" : String,
"FunctionName" : String,
"FunctionResponseTypes" : [ String, ... ],
"MaximumBatchingWindowInSeconds" : Integer,
"MaximumRecordAgeInSeconds" : Integer,
"MaximumRetryAttempts" : Integer,
"ParallelizationFactor" : Integer,
"Queues" : [ String, ... ],
"SelfManagedEventSource" : SelfManagedEventSource (p. 4449),
"SourceAccessConfigurations" : [ SourceAccessConfiguration (p. 4449), ... ],
"StartingPosition" : String,
"StartingPositionTimestamp" : Double,
"Topics" : [ String, ... ],
"TumblingWindowInSeconds" : Integer

YAML
Type: AWS::Lambda::EventSourceMapping
Properties:
BatchSize: Integer
BisectBatchOnFunctionError: Boolean
DestinationConfig:
DestinationConfig (p. 4447)
Enabled: Boolean
EventSourceArn: String
FunctionName: String
FunctionResponseTypes:
- String
MaximumBatchingWindowInSeconds: Integer
MaximumRecordAgeInSeconds: Integer
MaximumRetryAttempts: Integer
ParallelizationFactor: Integer
Queues:
- String
SelfManagedEventSource:
SelfManagedEventSource (p. 4449)
SourceAccessConfigurations:
- SourceAccessConfiguration (p. 4449)
StartingPosition: String
StartingPositionTimestamp: Double
Topics:
- String
TumblingWindowInSeconds: Integer

Properties
BatchSize
Lambda가 스트림 또는 대기열에서 가져와 함수로 전송하는 각 배치의 최대 레코드 수입니다. Lambda
는 배치의 모든 레코드를 단일 호출로 함수에 전달하며 최대 동기 호출의 페이로드 제한(6MB)까지 전달
합니다.
• Amazon Kinesis - 기본값 100. 최대 10,000.
• Amazon DynamoDB Streams - 기본값 100. 최대 1,000.
• Amazon Simple Queue Service - 기본값 10. 표준 대기열의 경우 최대값은 10,000입니다. FIFO 대기
열의 경우 최대값은 10입니다.
• Amazon Managed Streaming for Apache Kafka - 기본값 100. 최대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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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Managed Apache Kafka - 기본값은 100입니다. 최대 10,000.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0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isectBatchOnFunctionError
(스트림만 해당) 함수가 오류를 반환하면 배치를 2로 분할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Config
(스트림만 해당) 폐기된 레코드의 Amazon SQS 대기열 또는 Amazon SNS 주제 대상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stinationConfig (p. 44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true인 경우 이벤트 소스 매핑이 활성 상태입니다. false인 경우 Lambda는 폴링 및 호출을 일시 중지합니
다.
기본값: Tru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SourceArn
이벤트 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 Amazon Kinesis - 데이터 스트림 또는 스트림 소비자의 ARN입니다.
• Amazon DynamoDB Streams - 스트림의 ARN입니다.
• Amazon Simple Queue Service - 대기열의 ARN입니다.
• Amazon Managed Streaming for Apache Kafka - 클러스터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rn:(aws[a-zA-Z0-9-]*):([a-zA-Z0-9\-])+:([a-z]{2}(-gov)?-[a-z]+\d{1})?:(\d{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unctionName
Lambda 함수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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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형식
• 함수 이름 - MyFunction.
• 함수 ARN - arn:aws:lambda:us-west-2:123456789012:function:MyFunction.
• 버전 또는 별칭 ARN - arn:aws:lambda:uswest-2:123456789012:function:MyFunction:PROD.
• 부분적 ARN - 123456789012:function:MyFunction.
길이 제한은 전체 ARN에만 적용됩니다. 함수 이름만 지정하는 경우, 길이가 64자로 제한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40
Pattern: (arn:(aws[a-zA-Z-]*)?:lambda:)?([a-z]{2}(-gov)?-[a-z]+-\d{1}:)?
(\d{12}:)?(function:)?([a-zA-Z0-9-_]+)(:(\$LATEST|[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unctionResponseTypes
(스트림) 이벤트 소스 매핑에 적용된 현재 응답 유형 열거형 목록입니다.
유효한 값: ReportBatchItemFailures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imumBatchingWindowInSeconds
(스트림 및 Amazon SQS 표준 대기열) Lambda가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레코드를 수집하는 데 사용하
는 최대 시간(초)입니다.
기본값: 0
관련 설정: BatchSize을(를) 10보다 큰 값으로 설정할 경우
MaximumBatchingWindowInSeconds을(를) 1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3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imumRecordAgeInSeconds
(스트림만 해당) 지정된 기간보다 오래된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기본값은 -1이며 최대 수명을 무한대로
설정합니다. 값이 무한대로 설정되면 Lambda는 이전 레코드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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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048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imumRetryAttempts
(스트림만 해당) 지정된 횟수의 재시도 후에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기본값은 -1이며 최대 재시도 횟수를
무한대로 설정합니다. MaximumRetryAttempts가 무한한 경우 Lambda는 이벤트 소스에서 레코드가 만
료될 때까지 실패한 레코드를 다시 시도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0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llelizationFactor
(스트림만 해당) 각 샤드에서 동시에 처리할 배치 수입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ues
(Amazon MQ) 소비할 Amazon MQ 브로커 대상 대기열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lfManagedEventSource
이벤트 소스에 대한 자체 관리형 Apache Kafka 클러스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lfManagedEventSource (p. 444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AccessConfigurations
이벤트 소스를 보호하고 정의하기 위한 인증 프로토콜, VPC 구성 요소 또는 가상 호스트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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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ourceAccessConfiguration (p. 4449) 목록
Maximum: 2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rtingPosition
읽기를 시작하는 스트림 내의 위치입니다. Amazon Kinesis, Amazon DynamoDB 및 Amazon MSK
Streams 소스에 필요합니다.
• LATEST - 읽기 전용 새 레코드입니다.
• TRIM_HORIZON - 사용 가능한 모든 레코드를 처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rtingPositionTimestamp
StartingPosition을 AT_TIMESTAMP로 설정한 경우 읽기를 시작할 시간(Unix 시간 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ics
Kafka 주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umblingWindowInSeconds
(스트림만 해당) 처리 기간의 기간(초)입니다. 범위는 1초에서 900초 사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9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매핑의 ID.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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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예제
이벤트 소스 매핑
Amazon Kinesis에서 이벤트를 읽고 동일한 템플릿에서 Lambda 함수를 호출하는 이벤트 소스 매핑을 만듭
니다.

JSON
"EventSourceMapping": {
"Type": "AWS::Lambda::EventSourceMapping",
"Properties": {
"EventSourceArn": {
"Fn::Join": [
"",
[
"arn:aws:kinesis:",
{
"Ref": "AWS::Region"
},
":",
{
"Ref": "AWS::AccountId"
},
":stream/",
{
"Ref": "KinesisStream"
}
]
]
},
"FunctionName": {
"Fn::GetAtt": [
"LambdaFunction",
"Arn"
]
},
"StartingPosition": "TRIM_HORIZON"
}
}

YAML
MyEventSourceMapping:
Type: AWS::Lambda::EventSourceMapping
Properties:
EventSourceArn:
Fn::Join:
- ""
- "arn:aws:kinesis:"
Ref: "AWS::Reg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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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AWS::AccountId"
- ":stream/"
Ref: "KinesisStream"
FunctionName:
Fn::GetAtt:
- "LambdaFunction"
- "Arn"
StartingPosition: "TRIM_HORIZON"

AWS::Lambda::EventSourceMapping DestinationConfig
Lambda가 이벤트를 처리한 후 이벤트의 대상을 지정하는 구성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nFailure" : OnFailure (p. 4448)

YAML
OnFailure:
OnFailure (p. 4448)

Properties
OnFailure
실패한 호출에 대한 대상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nFailure (p. 44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실패 시 대상 구성
실패한 배치의 레코드를 SQS 대기열로 전송하도록 함수를 구성합니다.

YAML
DestinationConfig:
OnFailure:
Destination: arn:aws:sqs:us-east-2:123456789012:dlq

AWS::Lambda::EventSourceMapping Endpoints
Kafka 브로커의 부트스트랩 서버 목록입니다("KafkaBootstrapServers":
["abc.xyz.com:xxxx","abc2.xyz.com:xxxx"]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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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afkaBootstrapServers" : [ String, ... ]

YAML
KafkaBootstrapServers:
- String

Properties
KafkaBootstrapServers
Kafka 브로커의 부트스트랩 서버 목록입니다("KafkaBootstrapServers":
["abc.xyz.com:xxxx","abc2.xyz.com:xxxx"] 형식).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Lambda::EventSourceMapping OnFailure
처리에 실패한 이벤트의 대상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 : String

YAML
Destination: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
대상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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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350
Pattern: ^$|arn:(aws[a-zA-Z0-9-]*):([a-zA-Z0-9\-])+:([a-z]{2}(-gov)?-[a-z]+\d{1})?:(\d{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실패 시 대상 구성
실패한 배치의 레코드를 SQS 대기열로 전송하도록 함수를 구성합니다.

YAML
OnFailure:
Destination: arn:aws:sqs:us-east-2:123456789012:dlq

AWS::Lambda::EventSourceMapping SelfManagedEventSource
이벤트 소스에 대한 자체 관리형 Apache Kafka 클러스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points" : Endpoints (p. 4447)

YAML
Endpoints:
Endpoints (p. 4447)

Properties
Endpoints
Kafka 브로커의 부트스트랩 서버 목록입니다("KafkaBootstrapServers":
["abc.xyz.com:xxxx","abc2.xyz.com:xxxx"] 형식).
Required: 아니요
Type: Endpoints (p. 44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Lambda::EventSourceMapping SourceAccessConfiguration
이벤트 소스를 보호하고 정의하기 위한 인증 프로토콜, VPC 구성 요소 또는 가상 호스트의 배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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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String,
"URI" : String

YAML
Type: String
URI: String

Properties
Type
이벤트 소스에 대한 인증 프로토콜 유형, VPC 구성 요소 또는 가상 호스트입니다. 예:
"Type":"SASL_SCRAM_512_AUTH".
• BASIC_AUTH- (Amazon MQ) 브로커 자격 증명을 저장하는 AWS Secrets Manager 비밀입니다.
• BASIC_AUTH - (자체 관리형 Apache Kafka) Apache Kafka 브로커의 SASL/PLAIN 인증에 사용되는
비밀 키의 Secrets Manager ARN입니다.
• VPC_SUBNET - VPC에 연결된 서브넷입니다. Lambda는 이 서브넷에 연결하여 자체 관리형 Apache
Kafka 클러스터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 VPC_SECURITY_GROUP - 자체 관리형 Apache Kafka 브로커에 대한 액세스 관리에 사용되는 VPC 보
안 그룹입니다.
• SASL_SCRAM_256_AUTH - 자체 관리형 Apache Kafka 브로커의 SASL SCRAM-256 인증에 사용되는
비밀 키의 Secrets Manager ARN입니다.
• SASL_SCRAM_512_AUTH - 자체 관리형 Apache Kafka 브로커의 SASL SCRAM-512 인증에 사용되는
비밀 키의 Secrets Manager ARN입니다.
• VIRTUAL_HOST - (Amazon MQ) RabbitMQ 브로커에 있는 가상 호스트의 이름입니다. Lambda는 이
RabbitMQ 호스트를 이벤트 소스로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ASIC_AUTH | SASL_SCRAM_256_AUTH | SASL_SCRAM_512_AUTH |
VIRTUAL_HOST | VPC_SECURITY_GROUP | VPC_SUBNE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I
Type에서 선택한 구성에 대한 값입니다. 예: "URI": "arn:aws:secretsmanager:useast-1:01234567890:secret:MyBrokerSecretNam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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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Lambda::Function
AWS::Lambda::Function 리소스는 Lambda 함수를 만듭니다. 함수를 생성하려면 배포 패키지와 실행 역
할이 필요합니다. 배포 패키지는 함수 코드를 포함하는 .zip 파일 아카이브 또는 컨테이너 이미지입니다. 실
행 역할은 로그 스트리밍을 위한 Amazon CloudWatch Logs 및 요청 추적을 위한 AWS X-Ray 같은 AWS 서
비스를 사용할 권한을 함수에 부여합니다.
배포 패키지가 컨테이너 이미지인 경우 패키지 유형을 Image로 설정합니다. 컨테이너 이미지의 경우 코드
속성에는 Amazon ECR 레지스트리에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의 URI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핸들러 및 런타임
속성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포 패키지가 .zip 파일 아카이브인 경우 패키지 유형을 Zip으로 설정합니다. .zip 파일 아카이브의 경우
code 속성은.zip 파일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핸들러 및 런타임 속성도 지정해야 합니다.
배포 패키지가 .zip 파일 아카이브인 경우 코드 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에 대해 코드 서명을 활성
화하려면 코드 서명 구성의 ARN을 지정합니다. 사용자가 UpdateFunctionCode를 사용하여 코드 패키지
를 배포하려고 하면 Lambda는 코드 패키지에 신뢰할 수 있는 게시자의 유효한 서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코드 서명 구성에는 이 기능의 신뢰할 수 있는 게시자를 정의하는 서명 프로필 집합이 포함됩니다.
AWS::Lambda::Version 또는 AWS::Lambda::Alias에서 프로비저닝된 동시성을 구성합니다.
Lambda 함수의 전체 소개는 Lambda 개발자 안내서에서 Lambda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 {
"Code" : Code (p. 4458),
"CodeSigningConfigArn" : String,
"DeadLetterConfig" : DeadLetterConfig (p. 4460),
"Description" : String,
"Environment" : Environment (p. 4461),
"FileSystemConfigs" : [ FileSystemConfig (p. 4462), ... ],
"FunctionName" : String,
"Handler" : String,
"ImageConfig" : ImageConfig (p. 4462),
"KmsKeyArn" : String,
"Layers" : [ String, ... ],
"MemorySize" : Integer,
"PackageType" : String,
"ReservedConcurrentExecutions" : Integer,
"Role" : String,
"Runtime" : String,
"Tags" : [ Tag, ... ],
"Timeout" : Integer,
"TracingConfig" : TracingConfig (p. 4463),
"VpcConfig" : VpcConfig (p. 4464)
}

YAML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Code:
Code (p. 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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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SigningConfigArn: String
DeadLetterConfig:
DeadLetterConfig (p. 4460)
Description: String
Environment:
Environment (p. 4461)
FileSystemConfigs:
- FileSystemConfig (p. 4462)
FunctionName: String
Handler: String
ImageConfig:
ImageConfig (p. 4462)
KmsKeyArn: String
Layers:
- String
MemorySize: Integer
PackageType: String
ReservedConcurrentExecutions: Integer
Role: String
Runtime: String
Tags:
- Tag
Timeout: Integer
TracingConfig:
TracingConfig (p. 4463)
VpcConfig:
VpcConfig (p. 4464)

Properties
Code
함수의 코드입니다.
Required: 예
Type: 코드 (p. 445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deSigningConfigArn
이 함수에 대해 코드 서명을 활성화하려면 코드 서명 구성의 ARN을 지정합니다. 코드 서명 구성에는 이
함수의 신뢰할 수 있는 게시자를 정의하는 서명 프로필 집합이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0
Pattern: arn:(aws[a-zA-Z-]*)?:lambda:[a-z]{2}((-gov)|(-iso(b?)))?-[a-z]+\d{1}:\d{12}:code-signing-config:csc-[a-z0-9]{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adLetterConfig
이벤트 처리 실패 시 Lambda가 비동기 이벤트를 전송하는 주제 또는 대기열을 지정하는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 구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DeadLetterConfig (p. 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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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함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vironment
실행 중 함수 코드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환경 변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vironment (p. 446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SystemConfigs
Amazon E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연결 설정입니다. 함수를 파일 시스템에 연결하려면 함수가 연결하는
모든 가용 영역에서 마운트 대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템플릿에 AWS::EFS::MountTarget 리소스
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함수 전에 마운트 대상이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되도록 DependsOn 속성도 지정
해야 합니다.
DependsOn 속성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pendsOn Attribute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FileSystemConfig (p. 4462)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unctionName
Lambda 함수의 이름으로, 길이는 최대 64자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AWS CloudFormation
이 이름을 생성합니다.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또는 전
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바꿔야 한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Handler
Lambda가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 호출하는 코드 내 메서드 이름입니다. 이 형식에는 파일 이름이 포함됩
니다. 실행 시간에 따라 네임스페이스 및 다른 한정자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래
밍 모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API 버전 2010-05-15
445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Lambda

Type: 문자열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Config
컨테이너 이미지 Dockerfile 설정을 재정의하는 구성 값입니다. 컨테이너 설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ImageConfig (p. 446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KeyArn
함수의 환경 변수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키의 ARN입
니다. 제공되지 않은 경우 AWS Lambda는 기본 서비스 키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rn:(aws[a-z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yers
함수의 실행 환경에 추가할 함수 계층에 대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의 목록입니다. 버전을 비롯하
여 ARN으로 각 계층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morySize
런타임에 함수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양입니다. 함수 메모리를 늘리면 CPU 할당도 늘어납니다. 기본
값은 128MB입니다. 값은 1MB의 배수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28
Maximum: 1024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ckageType
배포 패키지의 유형입니다. 컨테이너 이미지의 경우 Image로 설정하고 .zip 파일 아카이브의 경우
Zip으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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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Image | Zi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ervedConcurrentExecutions
함수에 대해 예약할 동시 실행의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
함수의 실행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arn:(aws[a-zA-Z-]*)?:iam::\d{12}:role/?[a-zA-Z_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ntime
함수 런타임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otnetcore1.0 | dotnetcore2.0 | dotnetcore2.1 | dotnetcore3.1 |
go1.x | java11 | java8 | java8.al2 | nodejs | nodejs10.x | nodejs12.x |
nodejs14.x | nodejs4.3 | nodejs4.3-edge | nodejs6.10 | nodejs8.10 | provided
| provided.al2 | python2.7 | python3.6 | python3.7 | python3.8 | python3.9 |
ruby2.5 | ruby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함수에 적용할 태그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
Lambda가 함수를 중지하기 전에 실행을 허용하는 시간입니다. 기본값은 3초입니다. 최대 허용값은 900
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ambda 실행 환경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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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ingConfig
X-Ray를 사용하여 수신되는 요청의 일부를 샘플링하고 추적하려면 Mode를 Active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racingConfig (p. 44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Config
VPC에서 AWS 리소스에 네트워크로 연결하려면 VPC의 보안 그룹과 서브넷 목록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pcConfig (p. 44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함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제
Function
Node.js 함수를 만듭니다.

JSON
"AMIIDLookup": {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
"Handler": "index.handler",
"Role": {
"Fn::GetAtt": [
"LambdaExecutionRole",
"Arn"
]
},
"Code": {
"S3Bucket": "lambda-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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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Key": "amilookup.zip"
},
"Runtime": "nodejs12.x",
"Timeout": 25,
"TracingConfig": {
"Mode": "Active"
}

인라인 함수
cfn-response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인라인 Node.js 함수입니다.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Lambda function with cfn-response.
Resources:
primer: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Runtime: nodejs12.x
Role: arn:aws:iam::123456789012:role/lambda-role
Handler: index.handler
Code:
ZipFile: |
var aws = require('aws-sdk')
var response = require('cfn-response')
exports.handler = function(event, context) {
console.log("REQUEST RECEIVED:\n" + JSON.stringify(event))
// For Delete requests, immediately send a SUCCESS response.
if (event.RequestType == "Delete") {
response.send(event, context, "SUCCESS")
return
}
var responseStatus = "FAILED"
var responseData = {}
var functionName = event.ResourceProperties.FunctionName
var lambda = new aws.Lambda()
lambda.invoke({ FunctionName: functionName }, function(err, invokeResult) {
if (err) {
responseData = {Error: "Invoke call failed"}
console.log(responseData.Error + ":\n", err)
}
else responseStatus = "SUCCESS"
response.send(event, context, responseStatus, responseData)
})
}
Description: Invoke a function during stack creation.
TracingConfig:
Mode: Active

VPC 함수
VPC에 연결된 함수입니다.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VPC function.
Resource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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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Handler: index.handler
Role: arn:aws:iam::123456789012:role/lambda-role
Code:
S3Bucket: my-bucket
S3Key: function.zip
Runtime: nodejs12.x
Timeout: 5
TracingConfig:
Mode: Active
VpcConfig:
SecurityGroupIds:
- sg-085912345678492fb
SubnetIds:
- subnet-071f712345678e7c8
- subnet-07fd123456788a036

AWS::Lambda::Function Code
Lambda 함수의 배포 패키지입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로 정의된 함수를 배포하려면 Amazon ECR 레지스트
리에서 컨테이너 이미지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zip 파일 배포 패키지의 경우 Amazon S3에서 객체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de.js 및 Python 함수의 경우 템플릿에서 인라인으로 함수 코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스탭 업데이트 중 Amazon S3의 배포 패키지 변경은 자동으로 감지되지 않습니다. 함수 코드를 업데이트하
려면 템플릿에서 객체 키 또는 버전을 변경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mageUri" : String,
"S3Bucket" : String,
"S3Key" : String,
"S3ObjectVersion" : String,
"ZipFile" : String

YAML
ImageUri: String
S3Bucket: String
S3Key: String
S3ObjectVersion: String
ZipFile: String

Properties
ImageUri
Amazon ECR 레지스트리에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의 URI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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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Bucket
함수와 동일한 AWS 리전에 있는 Amazon S3 버킷입니다. 버킷은 다른 AWS 계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Pattern: ^[0-9A-Za-z\.\-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Key
배포 패키지의 Amazon S3 키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ObjectVersion
버전이 지정된 객체의 경우 사용할 배포 패키지 객체의 버전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ZipFile
(Node.js 및 Python) Lambda 함수의 소스 코드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함수 소스를 인라
인으로 포함할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이 소스를 index라는 파일에 추가하고 압축하여 배
포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Handler 속성의 경우 핸들러 식별자의 첫 부분은 index여야 합니다. 예:
index.handler.
소스 코드는 최대 4096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JSON의 경우, 줄 바꿈(\n) 등의 특수 문자 및 따옴표를
백슬래시로 이스케이프 처리해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 사용자 지정 리소스와 상호 작용하는 함수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함수를 호출한
사용자 지정 리소스에 응답을 전송할 고유 함수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AWS CloudFormation은 응
답 전송을 간소화하는 응답 모듈(cfn-response)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과
함께 AWS Lambda 사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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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인라인 함수
cfn-response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인라인 Node.js 함수입니다.

YAML
Code:
ZipFile: |
var aws = require('aws-sdk')
var response = require('cfn-response')
exports.handler = function(event, context) {
console.log("REQUEST RECEIVED:\n" + JSON.stringify(event))
// For Delete requests, immediately send a SUCCESS response.
if (event.RequestType == "Delete") {
response.send(event, context, "SUCCESS")
return
}
var responseStatus = "FAILED"
var responseData = {}
var functionName = event.ResourceProperties.FunctionName
var lambda = new aws.Lambda()
lambda.invoke({ FunctionName: functionName }, function(err, invokeResult) {
if (err) {
responseData = {Error: "Invoke call failed"}
console.log(responseData.Error + ":\n", err)
}
else responseStatus = "SUCCESS"
response.send(event, context, responseStatus, responseData)
})
}

AWS::Lambda::Function DeadLetterConfig
실패한 비동기식 호출에 대한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argetArn" : String

YAML
TargetArn: String

Properties
TargetArn
Amazon SQS 대기열 또는 Amazon SNS 주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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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arn:(aws[a-z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
함수에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을 추가합니다.

YAML
DeadLetterConfig:
TargetArn: arn:aws:sqs:us-east-2:123456789012:dlq

AWS::Lambda::Function Environment
함수의 환경 변수 설정입니다. 환경 변수를 사용하면 코드를 업데이트하지 않고도 함수의 동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변수는 함수의 버전별 구성에 저장된 문자열 쌍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ariables" : {Key : Value, ...}

YAML
Variables:
Key : Value

Properties
Variables
Environment 변수 키-값 페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ambda 환경 변수 사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환경 변수
함수에 환경 변수를 추가합니다. 각 변수는 키-값 페어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databaseName 및
databaseUser에 대한 값을 지정합니다.

YAM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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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atabaseName: lambdadb
databaseUser: admin

AWS::Lambda::Function FileSystemConfig
Lambda 함수와 Amazon EFS 파일 시스템 간의 연결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LocalMountPath" : String

YAML
Arn: String
LocalMountPath: String

Properties
Arn
파일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Amazon EFS 액세스 포인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
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00
Pattern: arn:aws[a-zA-Z-]*:elasticfilesystem:[a-z]{2}((-gov)|(-iso(b?)))?-[az]+-\d{1}:\d{12}:access-point/fsap-[a-f0-9]{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calMountPath
함수가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mnt/로 시작).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60
Pattern: ^/mnt/[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ambda::Function ImageConfig
컨테이너 이미지 Dockerfile 설정을 재정의하는 구성 값입니다. 컨테이너 설정을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0-05-15
446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Lambda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mand" : [ String, ... ],
"EntryPoint" : [ String, ... ],
"WorkingDirectory" : String

YAML
Command:
- String
EntryPoint:
- String
WorkingDirectory: String

Properties
Command
ENTRYPOINT를 사용하여 전달할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5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tryPoint
일반적으로 런타임 실행 파일의 위치인 애플리케이션의 진입점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5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orkingDirectory
작업 디렉터리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ambda::Function TracingConfig
함수의 AWS X-Ray 추적 구성입니다. 수신 요청을 샘플링하고 기록하려면 Mode을 Active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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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ode" : String

YAML
Mode: String

Properties
Mode
추적 모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ctive | PassThrough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추적 구성
함수에서 추적을 활성화합니다.

YAML
TracingConfig:
Mode: Active

AWS::Lambda::Function VpcConfig
Lambda 함수에 연결되는 VPC 보안 그룹과 서브넷입니다. 함수를 VPC에 연결하면 Lambda는 함수의 VPC
구성에서 보안 그룹과 서브넷의 각 조합에 대해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함수는 해당
VPC를 통해서만 리소스와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PC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Note
함수를 삭제할 때 AWS CloudFormation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계속하기
전에 Lambda가 해당 인터페이스를 삭제하기를 기다립니다. VPC가 동일한 스택에 정의된 경우,
AWS CloudFormation이 VPC의 리소스를 삭제하기 전에 Lambda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삭제
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모니터링하려면 AWS CloudFormation에
ec2:DescribeNetworkInterfaces 권한이 필요합니다. 스택을 수정하는 사용자 또는 역할에서
이러한 권한을 획득합니다. 이 권한을 제공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은 네트워크 인터페이
스가 삭제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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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Ids" : [ String, ... ]

YAML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Ids:
- String

Properties
SecurityGroupIds
VPC 보안 그룹 ID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s
VPC 서브넷 ID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VPC 구성
함수를 VPC에 연결합니다.

YAML
VpcConfig:
SecurityGroupIds:
- sg-085912345678492fb
SubnetIds:
- subnet-071f712345678e7c8
- subnet-07fd123456788a036

AWS::Lambda::LayerVersion
AWS::Lambda::LayerVersion 리소스는 ZIP 아카이브에서 Lambda 계층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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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ambda::LayerVersion",
"Properties" : {
"CompatibleRuntimes" : [ String, ... ],
"Content" : Content (p. 4468),
"Description" : String,
"LayerName" : String,
"LicenseInfo" : String
}

YAML
Type: AWS::Lambda::LayerVersion
Properties:
CompatibleRuntimes:
- String
Content:
Content (p. 4468)
Description: String
LayerName: String
LicenseInfo: String

Properties
CompatibleRuntimes
호환 함수 런타임의 목록. ListLayers 및 ListLayerVersions으로 필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tent
함수 계층 아카이브.
Required: 예
Type: 콘텐츠 (p. 446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버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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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5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ayerName
계층의 이름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40
Pattern: (arn:[a-zA-Z0-9-]+:lambda:[a-zA-Z0-9-]+:\d{12}:layer:[a-zA-Z0-9-_]+)|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icenseInfo
계층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것은 다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SPDX 라이선스 식별자. 예, MIT.
• 인터넷에 호스팅된 라이선스의 URL입니다. 예, https://opensource.org/licenses/MIT.
• 라이선스의 전체 텍스트.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계층 버전의 ARN(예:
arn:aws:lambda:us-west-2:123456789012:layer:my-layer:1)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계층 버전
my-layer라는 이름의 계층을 만듭니다.

JSON
"MyLayer": {
"Type": "AWS::Lambda::LayerVersion",
"Properties": {
"CompatibleRuntimes": [
"python3.6",
"python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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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ntent": {
"S3Bucket": "my-bucket-us-west-2-123456789012",
"S3Key": "layer.zip"
},
"Description": "My layer",
"LayerName": "my-layer",
"LicenseInfo": "MIT"

YAML
MyLayer:
Type: AWS::Lambda::LayerVersion
Properties:
CompatibleRuntimes:
- python3.6
- python3.7
Content:
S3Bucket: my-bucket-us-west-2-123456789012
S3Key: layer.zip
Description: My layer
LayerName: my-layer
LicenseInfo: MIT

AWS::Lambda::LayerVersion Content
Lambda 계층의 내용을 포함하는 ZIP 아카이브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Bucket" : String,
"S3Key" : String,
"S3ObjectVersion" : String

YAML
S3Bucket: String
S3Key: String
S3ObjectVersion: String

Properties
S3Bucket
계층 아카이브의 Amazon S3 버킷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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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63
Pattern: ^[0-9A-Za-z\.\-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Key
계층 아카이브의 Amazon S3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ObjectVersion
버전이 지정된 객체의 경우 사용할 레이어 아카이브 객체의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예제
계층 콘텐츠
Amazon S3에 있는 계층 아카이브의 위치입니다.

JSON
"Content": {
"S3Bucket": "my-bucket-us-west-2-123456789012",
"S3Key": "layer.zip"
}

YAML
Content:
S3Bucket: my-bucket-us-west-2-123456789012
S3Key: layer.zip

AWS::Lambda::LayerVersionPermission
AWS::Lambda::LayerVersionPermission 리소스는 Lambda 계층 버전의 리소스 기반 정책에 권한을
추가합니다. 이 작업을 사용하여 다른 계정에 계층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단일 계정, 모든 AWS 계정 또는
조직의 모든 계정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446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Lambda

Important
UpdateReplacePolicy 릴리스 이후로 Resources/LayerPermissions의 삭제를 방지하려면
UpdateReplacePolicy 및 DeletionPolicy가 모두 필요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ambda::LayerVersionPermission",
"Properties" : {
"Action" : String,
"LayerVersionArn" : String,
"OrganizationId" : String,
"Principal" : String
}

YAML
Type: AWS::Lambda::LayerVersionPermission
Properties:
Action: String
LayerVersionArn: String
OrganizationId: String
Principal: String

Properties
Action
계층에 대한 액세스를 부여하는 API 작업입니다. 예, lambda:GetLayerVersion.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2
Pattern: lambda:GetLayerVersi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ayerVersionArn
계층의 이름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40
Pattern: (arn:[a-zA-Z0-9-]+:lambda:[a-zA-Z0-9-]+:\d{12}:layer:[a-zA-Z0-9-_]+)|
[a-zA-Z0-9-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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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OrganizationId
보안 주체가 *로 설정된 경우 지정된 조직의 모든 계정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34
Pattern: o-[a-z0-9]{10,3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ncipal
계정 ID 또는 * 조직의 모든 계정 또는 모든 AWS 계정(organizationId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계
층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마지막 경우에는 모든 AWS 계정이 이 계층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도록 해
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d{12}|\*|arn:(aws[a-zA-Z-]*):iam::\d{12}:roo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계층 버전 ARN 및 설명 ID(예:
arn:aws:lambda:us-west-2:123456789012:layer:my-layer:1#engineering-org)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계층 버전 권한
계층에 조직 o-t194hfs8cz의 계정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JSON
"MyLayerPermission": {
"Type": "AWS::Lambda::LayerVersionPermission",
"Properties": {
"Action": "lambda:GetLayerVersion",
"LayerVersionArn": "arn:aws:lambda:us-west-2:123456789012:layer:my-layer:1",
"OrganizationId": "o-t194hfs8cz",
"Principal": "*"
}
}

YAML
MyLayer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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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Lambda::LayerVersionPermission
Properties:
Action: lambda:GetLayerVersion
LayerVersionArn: arn:aws:lambda:us-west-2:123456789012:layer:my-layer:1
OrganizationId: o-t194hfs8cz
Principal: *

AWS::Lambda::Permission
AWS::Lambda::Permission 리소스는 AWS 서비스 또는 다른 계정에 함수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함수 수준에서 정책을 적용하거나, 단일 버전 또는 별칭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도록 한정자를 지정할 수 있
습니다. 한정자를 사용하는 경우, 호출자는 해당 버전 또는 별칭의 전체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사용하
여 함수를 호출해야 합니다.
다른 계정에 권한을 부여하려면 계정 ID를 Principal로 지정합니다. AWS 서비스의 경우, 보안 주체는
s3.amazonaws.com 또는 sns.amazonaws.com 등의 서비스에서 정의한 도메인 스타일 식별자입니다.
AWS 서비스의 경우, 연결된 리소스의 ARN을 SourceArn(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스를 지정하지 않
고 서비스 보안 주체에 권한을 부여하면, 다른 계정이 Lambda 함수를 호출하도록 계정의 리소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리소스는 함수의 리소스 기반 권한 정책에 문을 추가합니다. 함수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ambda
Function Policies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ambda::Permission",
"Properties" : {
"Action" : String,
"EventSourceToken" : String,
"FunctionName" : String,
"Principal" : String,
"SourceAccount" : String,
"SourceArn" : String
}

YAML
Type: AWS::Lambda::Permission
Properties:
Action: String
EventSourceToken: String
FunctionName: String
Principal: String
SourceAccount: String
SourceArn: String

Properties
Action
보안 주체가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예: lambda:InvokeFunction 또는
lambda:Get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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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lambda:[*]|lambda:[a-zA-Z]+|[*])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ventSourceToken
Alexa Smart Home 함수의 경우, 호출자가 제공해야 하는 토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unctionName
Lambda 함수, 버전 또는 별칭의 이름입니다.

이름 형식
• 함수 이름 - my-function(이름만), my-function:v1(별칭 포함).
• 함수 ARN - arn:aws:lambda:us-west-2:123456789012:function:my-function.
• 부분적 ARN - 123456789012:function:my-function.
모든 형식에 버전 번호 또는 별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길이 제한은 전체 ARN에만 적용됩니다. 함수
이름만 지정하는 경우, 길이가 64자로 제한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40
Pattern: (arn:(aws[a-zA-Z-]*)?:lambda:)?([a-z]{2}(-gov)?-[a-z]+-\d{1}:)?
(\d{12}:)?(function:)?([a-zA-Z0-9-_]+)(:(\$LATEST|[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ncipal
함수를 호출하는 AWS 서비스 또는 계정입니다. 서비스를 지정하는 경우, SourceArn 또는
SourceAccount를 사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통해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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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Account
Amazon S3의 경우 리소스를 소유한 계정의 ID입니다. SourceArn과 함께 사용하여 지정된 계정이 리
소스를 소유했는지 확인합니다. Amazon S3 버킷을 소유자가 삭제하고 다른 계정에서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2
Pattern: \d{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Arn
AWS 서비스의 경우, 함수를 호출하는 AWS 리소스의 ARN입니다. 예를 들어 Amazon S3 버킷 또는
Amazon SNS 주제입니다.
Lambda는StringLike 연산자를 사용하여 비교를 구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rn:(aws[a-zA-Z0-9-]*):([a-zA-Z0-9\-])+:([a-z]{2}(-gov)?-[a-z]+\d{1})?:(\d{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예제
교차 계정 호출
동일한 템플릿에서 생성된 function이라는 함수 리소스를 호출할 권한을 계정 123456789012에 부여합니
다.

YAML
permission:
Type: AWS::Lambda::Permission
Properties:
FunctionName: !GetAtt function.Arn
Action: lambda:InvokeFunction
Principal: 123456789012

Amazon S3 알림
동일한 템플릿에서 생성된 function이라는 함수 리소스를 호출하고, bucket이라는 버킷 리소스에 대한
알림을 처리할 권한을 Amazon S3에 부여합니다.

JSON
"s3Permission": {
"Type": "AWS::Lambda::Permission",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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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nctionName": {
"Fn::GetAtt": [
"function",
"Arn"
]
},
"Action": "lambda:InvokeFunction",
"Principal": "s3.amazonaws.com",
"SourceAccount": {
"Ref": "AWS::AccountId"
},
"SourceArn": {
"Fn::GetAtt": [
"bucket",
"Arn"
]
}

YAML
s3Permission:
Type: AWS::Lambda::Permission
Properties:
FunctionName: !GetAtt function.Arn
Action: lambda:InvokeFunction
Principal: s3.amazonaws.com
SourceAccount: !Ref 'AWS::AccountId'
SourceArn: !GetAtt bucket.Arn

AWS::Lambda::Version
AWS::Lambda::Version 리소스는 함수의 현재 코드 및 구성에서 버전을 만듭니다. 버전을 사용하여 변경
되지 않은 함수 코드 및 구성의 스냅샷을 만듭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ambda::Version",
"Properties" : {
"CodeSha256" : String,
"Description" : String,
"FunctionName" : String,
"ProvisionedConcurrencyConfig" : ProvisionedConcurrencyConfiguration (p. 4478)
}

YAML
Type: AWS::Lambda::Version
Properties:
CodeSha256: String
Description: String
FunctionName: String
ProvisionedConcurrency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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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edConcurrencyConfiguration (p. 4478)

Properties
CodeSha256
해시 값이 지정된 값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버전을 게시합니다. 함수 코드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후
함수 코드가 변경된 경우 버전 게시를 방지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 속성에는 업데이트가 지원
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함수 구성의 설명을 재정의하는 버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속성에는 업데이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unctionName
Lambda 함수의 이름입니다.

이름 형식
• 함수 이름 - MyFunction.
• 함수 ARN - arn:aws:lambda:us-west-2:123456789012:function:MyFunction.
• 부분적 ARN - 123456789012:function:MyFunction.
길이 제한은 전체 ARN에만 적용됩니다. 함수 이름만 지정하는 경우, 길이가 64자로 제한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40
Pattern: (arn:(aws[a-zA-Z-]*)?:lambda:)?([a-z]{2}(-gov)?-[a-z]+-\d{1}:)?
(\d{12}:)?(function:)?([a-zA-Z0-9-_]+)(:(\$LATEST|[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visionedConcurrencyConfig
함수의 버전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동시성 구성을 지정합니다. 이 속성에는 업데이트가 지원되지 않습니
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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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ProvisionedConcurrencyConfiguration (p. 44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버전의 ARN(예:
arn:aws:lambda:us-west-2:123456789012:function:helloworld:1)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Version
버전 번호입니다.

예제
Function Version
프로비저닝된 동시성을 가진 버전을 게시합니다.

YAML
Resources:
function: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Handler: index.handler
Role: arn:aws:iam::123456789012:role/lambda-role
Code:
ZipFile: |
exports.handler = async (event) => {
console.log(JSON.stringify(event, null, 2));
const response = {
statusCode: 200,
body: JSON.stringify('Hello from Lambda!'),
};
return response;
};
Runtime: nodejs12.x
TracingConfig:
Mode: Active
version:
Type: AWS::Lambda::Version
Properties:
FunctionName: !Ref function
Description: v1
ProvisionedConcurrencyConfig:
ProvisionedConcurrentExecution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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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Lambda::Version ProvisionedConcurrencyConfiguration
함수 버전의 프로비저닝된 동시성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ovisionedConcurrentExecutions" : Integer

YAML
ProvisionedConcurrentExecutions: Integer

Properties
ProvisionedConcurrentExecutions
해당 버전에 할당할 프로비저닝된 동시성의 양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프로비저닝된 동시성 구성
버전에 대해 20개의 프로비저닝된 동시성을 할당합니다.

YAML
ProvisionedConcurrencyConfig:
ProvisionedConcurrentExecutions: 20

AWS License Manage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LicenseManager::Grant (p. 4478)
• AWS::LicenseManager::License (p. 4480)

AWS::LicenseManager::Grant
권한 부여를 지정합니다.
권한 부여는 라이선스 자격의 사용을 특정 AWS accounts과 공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License
Manager 사용 설명서에서 부여된 라이선스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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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icenseManager::Grant",
"Properties" : {
"AllowedOperations" : [ String, ... ],
"GrantName" : String,
"HomeRegion" : String,
"LicenseArn" : String,
"Principals" : [ String, ... ],
"Status" : String
}

YAML
Type: AWS::LicenseManager::Grant
Properties:
AllowedOperations:
- String
GrantName: String
HomeRegion: String
LicenseArn: String
Principals:
- String
Status: String

Properties
AllowedOperations
권한 부여에 대해 허용된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rantName
권한 부여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meRegion
권한 부여의 홈 리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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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Arn
라이선스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ncipals
권한 부여 보안 주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
부여된 라이선스 상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권한 부여의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GrantArn
권한 부여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Version
권한 부여 버전입니다.

AWS::LicenseManager::License
부여된 라이선스를 지정합니다.
부여된 라이선스는 조직이 AWS Marketplace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이거나 소프트웨어를 관
리형 자격과 통합한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License
Manager 사용 설명서에서 부여된 라이선스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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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icenseManager::License",
"Properties" : {
"Beneficiary" : String,
"ConsumptionConfiguration" : ConsumptionConfiguration (p. 4484),
"Entitlements" : [ Entitlement (p. 4485), ... ],
"HomeRegion" : String,
"Issuer" : IssuerData (p. 4486),
"LicenseMetadata" : [ Metadata (p. 4487), ... ],
"LicenseName" : String,
"ProductName" : String,
"ProductSKU" : String,
"Status" : String,
"Validity" : ValidityDateFormat (p. 4488)
}

YAML
Type: AWS::LicenseManager::License
Properties:
Beneficiary: String
ConsumptionConfiguration:
ConsumptionConfiguration (p. 4484)
Entitlements:
- Entitlement (p. 4485)
HomeRegion: String
Issuer:
IssuerData (p. 4486)
LicenseMetadata:
- Metadata (p. 4487)
LicenseName: String
ProductName: String
ProductSKU: String
Status: String
Validity:
ValidityDateFormat (p. 4488)

Properties
Beneficiary
라이선스 수취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sumptionConfiguration
라이선스 소비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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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onsumptionConfiguration (p. 448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titlements
라이선스 자격입니다.
Required: 예
Type: Entitlement (p. 448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meRegion
라이선스의 홈 리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ssuer
라이선스 발급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IssuerData (p. 448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censeMetadata
라이선스 메타데이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tadata (p. 448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censeName
라이선스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ductName
제품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ductSKU
제품 SKU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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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
라이선스 상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idity
라이선스가 유효한 날짜 및 시간 범위입니다(ISO8601-UTC 형식).
Required: 예
Type: ValidityDateFormat (p. 448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라이선스의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LicenseArn
라이선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Version
라이선스 버전입니다.

AWS::LicenseManager::License BorrowConfiguration
대역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llowEarlyCheckIn" :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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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TimeToLiveInMinutes" : Integer

YAML
AllowEarlyCheckIn: Boolean
MaxTimeToLiveInMinutes: Integer

Properties
AllowEarlyCheckIn
조기 체크인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TimeToLiveInMinutes
대여 구성의 최대 시간(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icenseManager::License ConsumptionConfiguration
소비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orrowConfiguration" : BorrowConfiguration (p. 4483),
"ProvisionalConfiguration" : ProvisionalConfiguration (p. 4488),
"RenewType" : String

YAML
BorrowConfiguration:
BorrowConfiguration (p. 4483)
ProvisionalConfiguration:
ProvisionalConfiguration (p. 4488)
RenewType: String

Properties
BorrowConfiguration
대역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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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BorrowConfiguration (p. 448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visionalConfiguration
임시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visionalConfiguration (p. 448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newType
갱신 빈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icenseManager::License Entitlement
라이선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owCheckIn" : Boolean,
"MaxCount" : Integer,
"Name" : String,
"Overage" : Boolean,
"Unit" : String,
"Value" : String

YAML
AllowCheckIn: Boolean
MaxCount: Integer
Name: String
Overage: Boolean
Unit: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AllowCheckIn
체크인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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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Count
최대 자격 수입니다. 단위가 None이 아닌 경우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자격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verage
초과분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it
자격 단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자격 리소스입니다. 단위가 None인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icenseManager::License IssuerData
라이선스 발급자와 관련된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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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 String,
"SignKey" : String

YAML
Name: String
SignKey: String

Properties
Name
발급자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gnKey
AWS Key Management Service의 비대칭 KMS 키입니다. KMS 키에는 서명 및 확인이라는 키 사용이 있
어야 하며 RSSA-PSS SHA-256 서명 알고리즘을 지원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icenseManager::License Metadata
키/값 페어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 : String

YAML
Nam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Name
키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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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icenseManager::License ProvisionalConfiguration
임시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TimeToLiveInMinutes" : Integer

YAML
MaxTimeToLiveInMinutes: Integer

Properties
MaxTimeToLiveInMinutes
임시 구성의 최대 시간(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icenseManager::License ValidityDateFormat
라이선스가 유효한 날짜 및 시간 범위입니다(ISO8601-UTC 형식).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egin" : String,
"End" : String

API 버전 2010-05-15
448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Location

YAML
Begin: String
End: String

Properties
Begin
시간 범위의 시작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
시간 범위의 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Location Servic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Location::GeofenceCollection (p. 4489)
• AWS::Location::Map (p. 4491)
• AWS::Location::PlaceIndex (p. 4494)
• AWS::Location::RouteCalculator (p. 4497)
• AWS::Location::Tracker (p. 4498)
• AWS::Location::TrackerConsumer (p. 4500)

AWS::Location::GeofenceCollection
AWS::Location::GeofenceCollection 리소스는 추적된 디바이스가 정의된 지리적 경계(지오펜스라
고 함)로 들어가거나 나갈 때 감지하고 작동하는 기능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Location::GeofenceCollection",
"Properties" : {
"CollectionNam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KmsKeyId" : String,
"PricingPla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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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cingPlanDataSource" : String

YAML
Type: AWS::Location::GeofenceCollection
Properties:
CollectionName: String
Description: String
KmsKeyId: String
PricingPlan: String
PricingPlanDataSource: String

Properties
CollectionName
지오펜스 컬렉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_\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지오펜스 컬렉션에 대한 선택적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msKeyId
AWS KMS 고객 관리형 키의 키 식별자입니다. 키 ID, 키 ARN, 별칭 이름 또는 별칭 ARN을 입력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cingPlan
지오펜스 컬렉션에 대한 요금제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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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금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제한 사항은 Amazon Location Service 요금 페이지를 참조하세
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obileAssetManagement | MobileAssetTracking | RequestBasedUsag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cingPlanDataSource
지오펜스 컬렉션에 대한 데이터 공급자를 지정합니다.
• 다음 요금제에 필요한 값입니다. MobileAssetTracking | MobileAssetManagement
데이터 공급자 및 요금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Location Service 제품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Note
Amazon Location Service는 지오펜스 컬렉션에 대한 청구를 계산할 때
PricingPlanDataSource만 사용합니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급자와 공유되지 않으며 이동
하지 않는 한 AWS 계정 또는 리전에 유지됩니다.
유효한 값: Esri | Her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Fn::GetAtt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GeofenceCollectionName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CreateTim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AWS::Location::Map
AWS::Location::Map 리소스는 AWS 계정의 맵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맵 리소스는 글로벌 위치 데이터
공급자로부터 공급되는 다양한 스타일의 맵 타일을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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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Location::Map",
"Properties" : {
"Configuration" : MapConfiguration (p. 4493),
"Description" : String,
"MapName" : String,
"PricingPlan" : String
}

YAML
Type: AWS::Location::Map
Properties:
Configuration:
MapConfiguration (p. 4493)
Description: String
MapName: String
PricingPlan: String

Properties
Configuration
사용 가능한 데이터 공급자에서 선택된 맵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MapConfiguration (p. 449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맵 리소스에 대한 선택적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pName
맵 리소스의 이름입니다.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숫자(A~Z, a~z, 0~9), 하이픈(-), 마침표(.) 및 밑줄(_)만 포함해야 합니다.
• 고유한 맵 리소스 이름이어야 합니다.
• 공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ExampleMap.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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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_\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cingPlan
맵 리소스에 대한 요금제를 지정합니다.
각 요금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제한 사항은 Amazon Location Service 요금 페이지를 참조하세
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obileAssetManagement | MobileAssetTracking | RequestBasedUsag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Fn::GetAtt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MapName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DataSourc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UpdateTim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AWS::Location::Map MapConfiguration
사용 가능한 공급자에서 선택된 맵 타일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yle" : String

YAML
Styl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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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Style
사용 가능한 데이터 공급자에서 선택된 맵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유효한 스타일: VectorEsriStreets, VectorEsriTopographic, VectorEsriNavigation,
VectorEsriDarkGrayCanvas, VectorEsriLightGrayCanvas, VectorHereBerlin.

Note
HERE를 데이터 공급자로 사용하고 스타일 VectorHereBerlin을 선택하는 경우 자산 관리
에 HERE 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mazon Location Service에 대한 AWS 서비스 약관을 참조
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_\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Location::PlaceIndex
AWS::Location::PlaceIndex 리소스는 AWS 계정의 위치 인덱스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위치 인덱스 리
소스는 선택한 데이터 공급자로부터 공급되는 지리 공간 데이터가 포함된 Places 함수를 지원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ocation::PlaceIndex",
"Properties" : {
"DataSource" : String,
"DataSourceConfiguration" : DataSourceConfiguration (p. 4496),
"Description" : String,
"IndexName" : String,
"PricingPlan" : String
}

YAML
Type: AWS::Location::PlaceIndex
Properties:
DataSource: String
DataSourceConfiguration:
DataSourceConfiguration (p. 4496)
Description: String
IndexName: String
PricingPla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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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ataSource
지리 공간 데이터의 데이터 공급자를 지정합니다.

Note
이 필드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표시된 것과 같이 유효한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HERE를 입력하면 오류가 반환됩니다.
유효한 값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Esri
• Here

Important
HERE를 데이터 공급자로 사용하는 위치 인덱스 리소스를 일본 내 위치에 대한 결과를 저
장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Location Service의 AWS 서비스 약
관을 참조하세요.
데이터 공급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Location Service 데이터 공급자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ataSourceConfiguration
위치 요청을 위한 데이터 스토리지 옵션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ourceConfiguration (p. 449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위치 인덱스 리소스에 대한 선택적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dexName
위치 인덱스 리소스의 이름입니다.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숫자(A~Z, a~z, 0~9), 하이픈(-), 마침표(.) 및 밑줄(_)만 포함합니다.
• 고유한 위치 인덱스 리소스 이름이어야 합니다.
• 공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ExamplePlace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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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_\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cingPlan
위치 인덱스 리소스에 대한 요금제를 지정합니다.
각 요금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제한 사항은 Amazon Location Service 요금 페이지를 참조하세
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obileAssetManagement | MobileAssetTracking | RequestBasedUsag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Location::PlaceIndex DataSourceConfiguration
위치 요청을 위한 데이터 스토리지 옵션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tendedUse" : String

YAML
IntendedUse: String

Properties
IntendedUse
호출자가 작업 결과를 저장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SingleUse는 결과가 저장되지 않도록 지정합니다.
• Storage는 결과를 캐시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도록 지정합니다.

Important
IntendedUse 파라미터에 Storage를 선택하는 경우 HERE를 데이터 공급자로 사용하는
위치 인덱스 리소스를 일본 내 위치에 대한 결과를 저장하도록 구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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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 SingleUs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ingleUse | Storag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Location::RouteCalculator
AWS::Location::RouteCalculator 리소스는 AWS 계정의 경로 계산기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경로 계산기 리소스로 요청을 전송하여 이동 시간, 거리, 위치 찾기 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경로 계산기는
선택한 데이터 공급자로부터 교통 및 도로 네트워크 데이터를 공급 받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ocation::RouteCalculator",
"Properties" : {
"CalculatorName" : String,
"DataSourc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PricingPlan" : String
}

YAML
Type: AWS::Location::RouteCalculator
Properties:
CalculatorName: String
DataSource: String
Description: String
PricingPlan: String

Properties
CalculatorName
경로 계산기 리소스의 이름입니다.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숫자(A~Z, a~z, 0~9), 하이픈(-), 마침표(.) 및 밑줄(_)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유한 경로 계산기 리소스 이름이어야 합니다.
• 공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ExampleRouteCalculator.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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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00
Pattern: ^[-._\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ataSource
교통 및 도로 네트워크 데이터의 데이터 공급자를 지정합니다.

Note
이 필드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표시된 것과 같이 유효한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HERE를 입력하면 오류가 반환됩니다.
유효한 값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Esri
• Here
데이터 공급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Location Service 데이터 공급자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경로 계산기 리소스에 대한 선택적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cingPlan
경로 계산기 리소스에 대한 요금제를 지정합니다.
각 요금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제한 사항은 Amazon Location Service 요금 페이지를 참조하세
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obileAssetManagement | MobileAssetTracking | RequestBasedUsag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Location::Tracker
AWS::Location::Tracker 리소스는 AWS account의 추적기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추적기 리소스는 디
바이스의 현재 위치 및 이전 위치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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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ocation::Tracker",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KmsKeyId" : String,
"PricingPlan" : String,
"PricingPlanDataSource" : String,
"TrackerName" : String
}

YAML
Type: AWS::Location::Tracker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KmsKeyId: String
PricingPlan: String
PricingPlanDataSource: String
TrackerName: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추적기 리소스에 대한 선택적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msKeyId
AWS KMS 고객 관리형 키의 키 식별자입니다. 키 ID, 키 ARN, 별칭 이름 또는 별칭 ARN을 입력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cingPlan
추적기 리소스에 대한 요금제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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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금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제한 사항은 Amazon Location Service 요금 페이지를 참조하세
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obileAssetManagement | MobileAssetTracking | RequestBasedUsag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cingPlanDataSource
추적기 리소스의 데이터 공급자를 지정합니다.
• 다음 요금제에 필요한 값입니다. MobileAssetTracking | MobileAssetManagement
데이터 공급자 및 요금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Location Service 제품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Note
Amazon Location Service는 추적기 리소스에 대한 청구를 계산할 때
PricingPlanDataSource만 사용합니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급자와 공유되지 않으며 이동
하지 않는 한 AWS 계정 또는 리전에 유지됩니다.
유효한 값: Esri | Her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rackerName
추적기 리소스의 이름입니다.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숫자(A~Z, a~z, 0~9), 하이픈(-), 마침표(.) 및 밑줄(_)만 포함합니다.
• 고유한 추적기 리소스 이름이어야 합니다.
• 공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ExampleTracker.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_\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Location::TrackerConsumer
AWS::Location::TrackerConsumer 리소스는 지오펜스 컬렉션과 추적기 리소스 간의 연결을 지정합니
다. 이렇게 하면 추적기 리소스에서 연결된 지오펜스 컬렉션에 위치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Note
현재 지원되지 않음 - 한 계정의 추적기 리소스와 다른 계정의 지오펜스 컬렉션 간의 연결을 생성하
는 것과 같은 교차 계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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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ocation::TrackerConsumer",
"Properties" : {
"ConsumerArn" : String,
"TrackerName" : String
}

YAML
Type: AWS::Location::TrackerConsumer
Properties:
ConsumerArn: String
TrackerName: String

Properties
ConsumerArn
추적기 리소스에서 분리할 지오펜스 컬렉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모든 AWS에 걸쳐 리
소스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 형식 예: arn:aws:geo:region:account-id:geofence-collection/
ExampleGeofenceCollectionConsumer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600
Pattern: ^arn(:[a-z0-9]+([.-][a-z0-9]+)*){2}(:([a-z0-9]+([.-][a-z0-9]+)*)?)
{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rackerName
추적기 리소스의 이름입니다.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숫자(A~Z, a~z, 0~9), 하이픈(-), 마침표(.) 및 밑줄(_)만 포함합니다.
• 고유한 추적기 리소스 이름이어야 합니다.
• 공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ExampleTracker.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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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_\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mazon Lookout for Equipment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LookoutEquipment::InferenceScheduler (p. 4502)

AWS::LookoutEquipment::InferenceScheduler
예약된 추론을 만듭니다. 추론을 예약하는 것은 새로운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지속적인 실시간 추론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일정을 설정할 때 입력 데이터에 대한 Amazon S3 버킷 위치를 제공하고, 데이터
의 개별 항목 간에 구분 기호를 할당하고, 원하는 경우 오프셋 지연을 설정하고, 추론 빈도를 설정합니다. 출
력 데이터에 대한 Amazon S3 버킷 위치도 제공해야 합니다.

Note
아래의 일부 속성(예: InferenceSchedulerName 및 ServerSideKmsKeyId)을 업데이트하면
리소스 교체가 트리거되며 새 모델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스택을 만들지 않고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이러한 속성을 대체하려면 ModelName을 교체해야 합니다. 속성을 교
체해야 하지만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려면 현재 스택을 삭제하고 업데이트된 속성으로 새 스택을 만
듭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ookoutEquipment::InferenceScheduler",
"Properties" : {
"DataDelayOffsetInMinutes" : Integer,
"DataInputConfiguration" : Json,
"DataOutputConfiguration" : Json,
"DataUploadFrequency" : String,
"InferenceSchedulerName" : String,
"ModelName" : String,
"RoleArn" : String,
"ServerSideKmsKeyId"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LookoutEquipment::InferenceScheduler
Properties:
DataDelayOffsetInMinutes: Integer
DataInputConfiguration: Json
DataOutputConfiguration: Json
DataUploadFrequency: String
InferenceSchedulerName: String
ModelName: String
RoleArn: String
ServerSideKmsKeyI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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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Tag

Properties
DataDelayOffsetInMinutes
데이터가 시작된 후 데이터에 대한 추론이 지연되는 기간(분)입니다. 예를 들어, 오프셋 지연 시간으로 5
분을 선택한 경우 5분 표시 후 첫 번째 데이터 측정이 될 때까지 데이터에서 추론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분을 선택하면 추론 스케줄러가 구성된 빈도로 실행되고 고객 S3 버킷을 확인하는 데 5분의
지연 시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객은 동일한 빈도로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으며 새 데이터를 업로
드할 때 스케줄러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InputConfiguration
구분 기호, 형식 및 데이터 집합 위치를 포함하여 추론 스케줄러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구성 정보를 지정
합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OutputConfiguration
출력에 대해 Amazon S3 위치를 포함하여 추론 스케줄러의 출력 결과에 대한 구성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UploadFrequency
입력 데이터의 소스 S3 버킷에 데이터가 업로드되는 빈도입니다. 이 값은 데이터 업로드 사이의 시간입
니다. 예를 들어 5분을 선택하면 Amazon Lookout for Equipment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소스 버킷에 5분
마다 한 번씩 업로드합니다. 또한 이 빈도는 Amazon Lookout for Equipment에서 데이터에 대한 예약된
추론을 시작하는 빈도를 결정합니다. 이 예에서는 5분마다 한 번씩 시작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PT10M | PT15M | PT1H | PT30M | PT5M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ferenceSchedulerName
추론 스케줄러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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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00
Pattern: ^[0-9a-zA-Z_-]{1,2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delName
추론 스케줄러에 사용되는 기계 학습 모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0
Pattern: ^[0-9a-zA-Z_-]{1,2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Arn
추론에 사용 중인 데이터 원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
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erSideKmsKeyId
Amazon Lookout for Equipment에서 추론 스케줄러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AWS KMS key의
식별자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추론 스케줄러와 연관된 모든 태그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Fn::GetAtt
InferenceSchedulerArn
생성 중인 추론 스케줄러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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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추론 스케줄러
스케줄 추론 생성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Name": {
"Type": "String"
}
},
"Resources": {
"MyInferenceScheduler": {
"Type": "AWS::LookoutEquipment::InferenceScheduler",
"Properties": {
"InferenceSchedulerName": {"Ref": "Name"},
"ModelName": "my-test-model",
"DataUploadFrequency": "PT5M",
"RoleArn": {"Fn::ImportValue": "MyExportRole"},
"DataInputConfiguration": {
"S3InputConfiguration": {
"Bucket": {"Fn::ImportValue":"MyExportBucket"},
"Prefix": "myTestData/"
}
},
"DataOutputConfiguration": {
"S3OutputConfiguration": {
"Bucket": {"Fn::ImportValue": "MyExportBucket"},
"Prefix": "myTestData/"
}
}
}
}
},
"Outputs": {
"PrimaryId": {
"Value": {
"Ref": "MyInferenceScheduler"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Name:
Type: String
Resources:
MyInferenceScheduler:
Type: 'AWS::LookoutEquipment::InferenceScheduler'
Properties:
InferenceSchedulerName: !Ref Name
ModelName: my-test-model
DataUploadFrequency: PT5M
RoleArn: !ImportValue MyExportRole
DataInput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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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InputConfiguration:
Bucket: !ImportValue MyExportBucket
Prefix: myTestData/
DataOutputConfiguration:
S3OutputConfiguration:
Bucket: !ImportValue MyExportBucket
Prefix: myTestData/
Outputs:
PrimaryId:
Value: !Ref MyInferenceScheduler

Amazon Lookout for Metrics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LookoutMetrics::Alert (p. 4506)
•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p. 4510)

AWS::LookoutMetrics::Alert
AWS::LookoutMetrics::Alert 유형은 이상 탐지기에 대한 알림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ookoutMetrics::Alert",
"Properties" : {
"Action" : Action (p. 4508),
"AlertDescription" : String,
"AlertName" : String,
"AlertSensitivityThreshold" : Integer,
"AnomalyDetectorArn" : String
}

YAML
Type: AWS::LookoutMetrics::Alert
Properties:
Action:
Action (p. 4508)
AlertDescription: String
AlertName: String
AlertSensitivityThreshold: Integer
AnomalyDetectorArn: String

Properties
Action
알림이 발생하면 트리거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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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ction (p. 450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lertDescription
알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lertName
알림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lertSensitivityThreshold
알림 민감도 임계값을 지정하는 0에서 100 사이의 정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nomalyDetectorArn
알림이 연결된 탐지기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알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 arn:aws:lookoutmetrics:useast-2:123456789012:Alert:my-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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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LookoutMetrics::Alert Action
이상이 탐지될 때 수행할 작업을 지정하는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ambdaConfiguration" : LambdaConfiguration (p. 4508),
"SNSConfiguration" : SNSConfiguration (p. 4509)

YAML
LambdaConfiguration:
LambdaConfiguration (p. 4508)
SNSConfiguration:
SNSConfiguration (p. 4509)

Properties
LambdaConfiguration
AWS Lambda 채널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mbdaConfiguration (p. 450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NSConfiguration
Amazon SNS 채널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NSConfiguration (p. 45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LookoutMetrics::Alert LambdaConfiguration
Lambda 구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ambdaArn" : String,
"RoleAr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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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LambdaArn: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LambdaArn
Lambda 함수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Arn
Lambda 함수를 호출할 권한이 있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LookoutMetrics::Alert SNSConfiguration
알림을 전송하려는 SNS 주제와 해당 주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IAM 역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oleArn" : String,
"SnsTopicArn" : String

YAML
RoleArn: String
SnsTopicArn: String

Properties
RoleArn
대상 SNS 주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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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TopicArn
대상 SNS 주제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유형은 이상 탐지기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Properties" : {
"AnomalyDetectorConfig" : AnomalyDetectorConfig (p. 4511),
"AnomalyDetectorDescription" : String,
"AnomalyDetectorName" : String,
"KmsKeyArn" : String,
"MetricSetList" : [ MetricSet (p. 4517), ... ]
}

YAML
Type: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Properties:
AnomalyDetectorConfig:
AnomalyDetectorConfig (p. 4511)
AnomalyDetectorDescription: String
AnomalyDetectorName: String
KmsKeyArn: String
MetricSetList:
- MetricSet (p. 4517)

Properties
AnomalyDetectorConfig
이상 탐지기의 구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AnomalyDetectorConfig (p. 45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nomalyDetectorDescription
탐지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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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nomalyDetectorName
탐지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msKeyArn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할 KMS 키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SetList
탐지기의 데이터 집합입니다.
Required: 예
Type: MetricSet (p. 4517)의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탐지기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 arn:aws:lookoutmetrics:useast-2:123456789012:AnomalyDetector:my-detector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AnomalyDetectorConfig
감지기의 구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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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nomalyDetectorFrequency" : String

YAML
AnomalyDetectorFrequency: String

Properties
AnomalyDetectorFrequency
감지기에서 소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빈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AppFlowConfig
Amazon AppFlow 흐름 데이터 소스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lowName"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FlowName: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FlowName
흐름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mazon Lookout for Metrics에 흐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IAM 역할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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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CloudwatchConfig
Amazon CloudWatch 데이터 소스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oleArn" : String

YAML
RoleArn: String

Properties
RoleArn
Amazon Lookout for Metrics에 Amazon CloudWatch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IAM 역
할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CsvFormatDescriptor
소스 CSV 데이터 파일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harset" : String,
"ContainsHeader" : Boolean,
"Delimiter" : String,
"FileCompression" : String,
"HeaderList" : [ String, ... ],
"QuoteSymbol" : String

YAML
Charset: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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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sHeader: Boolean
Delimiter: String
FileCompression: String
HeaderList:
- String
QuoteSymbol: String

Properties
Charset
소스 CSV 파일 기록에 사용되는 문자 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tainsHeader
소스 CSV 파일에 헤더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limiter
소스 CSV 파일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문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Compression
소스 CSV 파일의 압축 수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derList
소스 CSV 파일의 헤더 목록입니다(있는 경우).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oteSymbol
따옴표 문자로 사용되는 문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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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FileFormatDescriptor
소스 파일의 서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svFormatDescriptor" : CsvFormatDescriptor (p. 4513),
"JsonFormatDescriptor" : JsonFormatDescriptor (p. 4515)

YAML
CsvFormatDescriptor:
CsvFormatDescriptor (p. 4513)
JsonFormatDescriptor:
JsonFormatDescriptor (p. 4515)

Properties
CsvFormatDescriptor
소스 CSV 데이터 파일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svFormatDescriptor (p. 45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sonFormatDescriptor
소스 JSON 데이터 파일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FormatDescriptor (p. 451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JsonFormatDescriptor
소스 JSON 데이터 파일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harset"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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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Compression" : String

YAML
Charset: String
FileCompression: String

Properties
Charset
소스 JSON 파일 기록에 사용되는 문자 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Compression
소스 CSV 파일의 압축 수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Metric
소스 데이터의 측정값과 차원을 대조하여 만든 계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ggregationFunction" : String,
"MetricName" : String,
"Namespace" : String

YAML
AggregationFunction: String
MetricName: String
Namespace: String

Properties
AggregationFunction
지표 계산에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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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Name
측정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space
지표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MetricSet
데이터 집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mensionList" : [ String, ... ],
"MetricList" : [ Metric (p. 4516), ... ],
"MetricSetDescription" : String,
"MetricSetFrequency" : String,
"MetricSetName" : String,
"MetricSource" : MetricSource (p. 4519),
"Offset" : Integer,
"TimestampColumn" : TimestampColumn (p. 4525),
"Timezone" : String

YAML
DimensionList:
- String
MetricList:
- Metric (p. 4516)
MetricSetDescription: String
MetricSetFrequency: String
MetricSetName: String
MetricSource:
MetricSource (p. 4519)
Offset: Integer
TimestampColumn:
TimestampColumn (p. 4525)
Timezon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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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imensionList
차원으로 처리할 필드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List
데이터 집합에 포함할 지표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Metric (p. 451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SetDescription
생성 중인 데이터 집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SetFrequency
소스 데이터의 이상을 분석하는 빈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SetName
데이터 집합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Source
소스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MetricSource (p. 451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ffset
간격이 끝난 후 탐지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초)입니다. 오프셋은 S3 및
Redshift 데이터 원본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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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stampColumn
소스 데이터의 시간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imestampColumn (p. 45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zone
소스 데이터 기록에 사용되는 표준 시간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MetricSource
소스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pFlowConfig" : AppFlowConfig (p. 4512),
"CloudwatchConfig" : CloudwatchConfig (p. 4513),
"RDSSourceConfig" : RDSSourceConfig (p. 4520),
"RedshiftSourceConfig" : RedshiftSourceConfig (p. 4522),
"S3SourceConfig" : S3SourceConfig (p. 4524)

YAML
AppFlowConfig:
AppFlowConfig (p. 4512)
CloudwatchConfig:
CloudwatchConfig (p. 4513)
RDSSourceConfig:
RDSSourceConfig (p. 4520)
RedshiftSourceConfig:
RedshiftSourceConfig (p. 4522)
S3SourceConfig:
S3SourceConfig (p. 4524)

Properties
AppFlowConfig
AppFlow 구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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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AppFlowConfig (p. 45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oudwatchConfig
Amazon CloudWatch 모니터링 구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oudwatchConfig (p. 45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DSSourceConfig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RDS) 구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DSSourceConfig (p. 45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dshiftSourceConfig
Amazon Redshift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dshiftSourceConfig (p. 452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SourceConfig
소스 파일이 포함된 S3 버킷의 구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SourceConfig (p. 45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RDSSourceConfig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RDS) 구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DatabaseHost" : String,
"DatabaseName" : String,
"DatabasePort" : Integer,
"DBInstanceIdentifier" : String,
"RoleArn" : String,
"SecretManagerArn" : String,
"Table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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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cConfiguration" : VpcConfiguration (p. 4526)

YAML
DatabaseHost: String
DatabaseName: String
DatabasePort: Integer
DBInstanceIdentifier: String
RoleArn: String
SecretManagerArn: String
TableName: String
VpcConfiguration:
VpcConfiguration (p. 4526)

Properties
DatabaseHost
데이터베이스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Name
RDS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Port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포트 번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BInstanceIdentifier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식별하는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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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ManagerArn
AWS Secrets Manager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Name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Configuration
Amazon Virtual Private Cloud(VPC) 구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VpcConfiguration (p. 452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RedshiftSourceConfig
Amazon Redshift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usterIdentifier" : String,
"DatabaseHost" : String,
"DatabaseName" : String,
"DatabasePort" : Integer,
"RoleArn" : String,
"SecretManagerArn" : String,
"TableName" : String,
"VpcConfiguration" : VpcConfiguration (p. 4526)

YAML
ClusterIdentifier: String
DatabaseHost: String
DatabaseName: String
DatabasePort: Integer
RoleArn: String
SecretManagerArn: String
TableName: String
Vpc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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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Configuration (p. 4526)

Properties
ClusterIdentifier
Redshift 클러스터를 식별하는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Host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Name
Redshift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Port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포트 번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ManagerArn
AWS Secrets Manager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Name
Redshift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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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Configuration
Amazon Virtual Private Cloud(VPC) 구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VpcConfiguration (p. 452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S3SourceConfig
소스 파일이 포함된 S3 버킷의 구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leFormatDescriptor" : FileFormatDescriptor (p. 4515),
"HistoricalDataPathList" : [ String, ... ],
"RoleArn" : String,
"TemplatedPathList" : [ String, ... ]

YAML
FileFormatDescriptor:
FileFormatDescriptor (p. 4515)
HistoricalDataPathList:
- String
RoleArn: String
TemplatedPathList:
- String

Properties
FileFormatDescriptor
소스 파일의 서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FileFormatDescriptor (p. 451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istoricalDataPathList
기록 데이터 파일에 대한 경로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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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소스 S3 버킷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 권한이 있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dPathList
소스 파일에 대한 템플릿 경로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TimestampColumn
소스 데이터 파일의 시간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lumnFormat" : String,
"ColumnName" : String

YAML
ColumnFormat: String
ColumnName: String

Properties
ColumnFormat
타임스탬프 열의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lumnName
타임스탬프 열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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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VpcConfiguration
Amazon Virtual Private Cloud(VPC)에 대한 구성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curityGroupIdList" : [ String, ... ],
"SubnetIdList" : [ String, ... ]

YAML
SecurityGroupIdList:
- String
SubnetIdList:
- String

Properties
SecurityGroupIdList
보안 그룹 목록을 포함하는 문자열 배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List
Amazon VPC 서브넷 ID가 포함된 문자열 배열입니다(예: subnet-0bb1c79de3EXAMP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Lookout for Vision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LookoutVision::Project (p. 4526)

AWS::LookoutVision::Project
AWS::LookoutVision::Project 유형은 Amazon Lookout for Vision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
는 Amazon Lookout for Vision 모델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그룹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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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LookoutVision::Project",
"Properties" : {
"ProjectName" : String
}

YAML
Type: AWS::LookoutVision::Project
Properties:
ProjectName: String

Properties
ProjectName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a-zA-Z0-9][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 "Ref": "CircuitBoardProject" }
Amazon Lookout for Vision CircuitBoardProject의 경우 Ref는 프로젝트 이름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프로젝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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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Maci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Macie::CustomDataIdentifier (p. 4528)
• AWS::Macie::FindingsFilter (p. 4531)
• AWS::Macie::Session (p. 4535)

AWS::Macie::CustomDataIdentifier
AWS::Macie::CustomDataIdentifier 리소스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원본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감지
하기 위해 정의하는 기준 집합입니다. 각 식별자는 데이터에서 일치시킬 텍스트 패턴을 정의하는 정규 표현
식(regex)을 지정합니다. 또한 단어 및 구와 같은 문자 시퀀스와 데이터 원본의 분석을 구체화하는 근접 규
칙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데이터 식별자를 사용하면 조직의 특정 요구에 맞게 분석을 조정하고
Amazon Macie가 제공하는 기본 제공 관리형 데이터 식별자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CustomDataIdentifier를 만들려면 먼저 이 계정에 대한 Session이 있어야 합니다. DependsOn 속성을
사용하여 Session이 다른 리소스보다 먼저 생성되도록 합니다. 예: "DependsOn: Session".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Macie::CustomDataIdentifier",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IgnoreWords" : [ String, ... ],
"Keywords" : [ String, ... ],
"MaximumMatchDistance" : Integer,
"Name" : String,
"Regex" : String
}

YAML
Type: AWS::Macie::CustomDataIdentifier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IgnoreWords:
- String
Keywords:
- String
MaximumMatchDistance: Integer
Name: String
Regex: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사용자 지정 데이터 식별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은 512자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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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gnoreWords
결과에서 제외할 특정 문자 시퀀스(무시 단어)를 나열하는 배열입니다. 정규 표현식과 일치하는 텍스트
가 이 배열의 문자열과 같으면 Amazon Macie는 이를 무시합니다. 배열에는 최대 10개의 무시 단어가 포
함될 수 있습니다. 각 무시 단어는 4~90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무시 단어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ywords
특정 문자 시퀀스(키워드)를 나열하는 배열로, 그 중 하나는 일치시킬 정규식의 근접도
(MaximumMatchDistance)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배열에는 최대 50개의 키워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키워드는 3~90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ximumMatchDistance
정규식 패턴과 일치하는 텍스트와 Keywords 배열로 지정된 문자 시퀀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최대
문자 수입니다. Amazon Macie는 정규식 패턴과 일치하는 텍스트에 대한 키워드의 근접성을 기준으로
결과를 포함하거나 제외합니다. 거리는 1~300자일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5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사용자 지정 데이터 식별자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이름입니다. 이름은 최대 128자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
다.
사용자 지정 데이터 식별자의 이름에 중요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Macie에
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따라 계정의 다른 사용자가 식별자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gex
일치시킬 패턴을 정의하는 정규 표현식(regex)입니다. 표현식에는 512자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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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CustomDataIdentifier의 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합니다. 예, { "Ref": "CustomDataIdentifier" }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사용자 지정 데이터 식별자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CreatedAt
사용자 지정 데이터 식별자가 생성된 날짜 및 시간(UTC 및 확장 ISO 8601 형식)입니다.
Deleted
사용자 지정 데이터 식별자가 삭제되었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사용자 지정 데이터 식별자를 삭제해도
Amazon Macie는 해당 식별자를 영구적으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식별자를 소프트 삭제합니다.
Id
사용자 지정 데이터 식별자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AWS::Macie::CustomDataIdentifier 리소스를 선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사용자 지정 데이터 식별자 생성
이 예제에서는 지정된 키워드 근처에 있는 6자리 직원 ID를 감지하는 사용자 지정 데이터 식별자를 만듭니
다. 일치 항목이 무시 단어에 제공된 것과 같은 샘플 값이면 건너뜁니다.

JSON
{

}

"Type": "AWS::Macie::CustomDataIdentifier",
"DependsOn": "Session",
"Properties": {
"Description": "My custom data identifier",
"IgnoreWords": [
"000000",
"123456"
],
"Keywords": [
"employeeID",
"employee ID"
],
"MaximumMatchDistance": 20,
"Name": "EmployeeIDCustomDataIdentifier",
"Regex": "\\d{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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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Macie::CustomDataIdentifier
DependsOn: "Session"
Properties:
Description: "My custom data identifier"
IgnoreWords:
- "000000"
- "123456"
Keywords:
- "employeeID"
- "Employee ID"
MaximumMatchDistance: 20
Name: EmployeeIDCustomDataIdentifier
Regex: "\\d{6}"

AWS::Macie::FindingsFilter
AWS::Macie::FindingsFilter 리소스는 결과를 확인, 분석 및 관리하기 위해 생성하고 저장하는 개별
결과 필터를 나타냅니다. 결과 필터는 검색 결과에 대한 쿼리 결과에 포함할 결과를 지정하는 기준 집합입니
다. 결과 필터는 필터의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에 대해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FindingsFilter를 만들려면 먼저 이 계정에 대한 Session이 있어야 합니다. DependsOn 속성을 사용하
여 Session이 다른 리소스보다 먼저 생성되도록 합니다. 예: "DependsOn: Session".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Macie::FindingsFilter",
"Properties" : {
"Action" : String,
"Description" : String,
"FindingCriteria" : FindingCriteria (p. 4534),
"Name" : String,
"Position" : Integer
}

YAML
Type: AWS::Macie::FindingsFilter
Properties:
Action: String
Description: String
FindingCriteria:
FindingCriteria (p. 4534)
Name: String
Position: Integer

Properties
Action
필터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에 대해 수행할 작업입니다(FindingCriteria).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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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HIVE - 결과를 표시하지 않습니다(자동으로 보관).
• NOOP - 결과에 대해 아무런 작업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필터의 사용자 지정 설명입니다. 설명은 512자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필터 설명에 중요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Macie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따라 다른 사용자가 필터의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ndingCriteria
결과를 필터링하는 데 사용할 기준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ndingCriteria (p. 453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필터의 사용자 정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3자 이상이어야 하며 64자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필터 이름에 중요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Macie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따라 다른 사용자가 필터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sition
Amazon Macie 콘솔에 저장된 필터 목록에 있는 필터의 위치입니다. 또한 이 값은 결과에도 적용되는 다
른 필터와 비교하여 결과에 필터가 적용되는 순서를 결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FindingsFilter의 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예: { "Ref": "FindingsFil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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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필터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FindingsFilterListItems
계정과 연결된 각 결과 필터에 대해 하나씩 있는 FindingsFilterListItem 객체의 배열입니다.
Id
필터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AWS::Macie::FindingsFilter 리소스를 선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계정 ID로 필터링하는 결과 필터 생성
이 예제에서는 지정된 AWS account이 소유한 AWS 리소스에 적용되는 결과를 표시하지 않는(자동으로 보
관하는) 결과 필터를 생성합니다.

JSON
{

}

"Type": "AWS::Macie::FindingsFilter",
"DependsOn": "Session",
"Properties": {
"Action": "ARCHIVE",
"Description": "My custom findings filter",
"FindingCriteria": {
"Criterion": {
"AccountId": {
"eq": "123456789012"
}
}
},
"Name": "MyFilterName",
"Position": 1
}

YAML
Type: AWS::Macie::FindingsFilter
DependsOn: "Session"
Properties:
Action: ARCHIVE
Description: "My custom findings filter"
FindingCriteria:
Criterion:
"AccountID":
eq: "123456789012"
Name: MyFilterName
Posi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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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Macie::FindingsFilter Criterion
결과에 대한 쿼리의 결과를 필터링하는 데 사용할 속성, 연산자 및 값을 지정하는 조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Macie API 참조에서 Criterion을 참조하세요.

AWS::Macie::FindingsFilter FindingCriteria
검색 결과에 대한 쿼리 결과를 필터링하는 하나 이상의 속성 기반 조건을 맵으로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riterion" : Criterion (p. 4534)

YAML
Criterion:
Criterion (p. 4534)

Properties
Criterion
결과를 필터링하는 데 사용할 속성, 연산자 및 값을 정의하는 조건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riterion (p. 453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acie::FindingsFilter FindingsFilterListItem
검색 결과 필터의 고유 식별자와 사용자 지정 이름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 : String,
"Name" : String

YAML
Id: String
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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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Id
필터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필터의 사용자 지정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acie::Session
AWS::Macie::Session 리소스는 계정의 Amazon Macie 서비스 및 구성 설정을 나타냅니다. Macie를 사
용하는 각 AWS Region에 대해 Session이 생성됩니다.
AWS::Macie::FindingsFilter 또는 AWS::Macie::CustomDataIdentifier 리소스를 만들려면 먼
저 계정에서 Session을 생성해야 합니다. DependsOn 속성을 사용하여 Session이 다른 리소스보다 먼저
생성되도록 합니다. 예: "DependsOn: Session".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Macie::Session",
"Properties" : {
"FindingPublishingFrequency" : String,
"Status" : String
}

YAML
Type: AWS::Macie::Session
Properties:
FindingPublishingFrequency: String
Status: String

Properties
FindingPublishingFrequency
Amazon Macie가 계정에 대한 정책 결과의 업데이트를 게시하는 빈도입니다. 여기에는 AWS Security
Hub 및 Amazon EventBridge(이전의 Amazon CloudWatch Events)에 업데이트를 게시하는 것이 포함됩
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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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FTEEN_MINUTES
• ONE_HOUR
• SIX_HOURS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
MacieStatus의 Session입니다. 유효한 값에는 ENABLED 및 PAUSED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Amazon Macie 세션이 생성되는
AWS account에 대한 계정 ID를 반환합니다. 예: { "Ref": "Session"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wsAccountId
Session이 생성되는 AWS account에 대한 계정 ID입니다.
ServiceRole
Amazon Macie가 계정에 대한 AWS 리소스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수
준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AWS::Macie::Session 리소스를 선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세션 생성
이 예제는 계정에서 Amazon Macie를 사용합니다. 또한 계정에 대해 매 시간 업데이트된 결과를 게시하도록
Macie를 구성합니다.

JSON
{

"Type": "AWS::Macie::Session",
"Properties": {
"FindingPublishingFrequency": "ONE_HOUR",

API 버전 2010-05-15
453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Managed Blockchain

}

}

"Status": "ENABLED"

YAML
Type: AWS::Macie::Session
Properties:
FindingPublishingFrequency: ONE_HOUR
Status: ENABLED

Amazon Managed Blockchain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ManagedBlockchain::Member (p. 4537)
• AWS::ManagedBlockchain::Node (p. 4549)

AWS::ManagedBlockchain::Member
Managed Blockchain 네트워크에서 멤버를 생성합니다.
Hyperledger Fabric에만 적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ManagedBlockchain::Member",
"Properties" : {
"InvitationId" : String,
"MemberConfiguration" : MemberConfiguration (p. 4543),
"NetworkConfiguration" : NetworkConfiguration (p. 4546),
"NetworkId" : String
}

YAML
Type: AWS::ManagedBlockchain::Member
Properties:
InvitationId: String
MemberConfiguration:
MemberConfiguration (p. 4543)
NetworkConfiguration:
NetworkConfiguration (p. 4546)
NetworkId: String

Properties
InvitationId
멤버를 생성하는 계정으로 보낸 네트워크 가입 초대장의 고유한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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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mberConfiguration
멤버의 구성 속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MemberConfiguration (p. 454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Configuration
멤버가 속한 네트워크의 구성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etworkConfiguration (p. 45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Id
멤버가 속한 네트워크의 고유한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멤버 ID.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MemberId
멤버의 고유한 식별자입니다.
NetworkId
멤버가 속한 네트워크의 고유한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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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Hyperledger Fabric을 위한 새로운 Managed Blockchain 네트워크와 첫 번째 멤버 생성
Managed Blockchain 네트워크에서 첫 번째 멤버를 생성할 때 네트워크를 생성할 파라미터도 지정합니다.

YAML
Description: "Basic initial member template"
Parameters:
MemberName:
Type: String
MemberDescription:
Type: String
MemberAdminUsername:
Type: String
MemberAdminPassword:
Type: String
NetworkName:
Type: String
NetworkDescription:
Type: String
Edition:
Type: String
ThresholdPercentage:
Type: Number
ThresholdComparator:
Type: String
ProposalDurationInHours:
Type: Number
Resources:
Member:
Type: "AWS::ManagedBlockchain::Member"
Properties:
NetworkConfiguration:
Name: !Ref NetworkName
Description: !Ref NetworkDescription
Framework: "HYPERLEDGER_FABRIC"
FrameworkVersion: "1.2"
NetworkFrameworkConfiguration:
NetworkFabricConfiguration:
Edition: !Ref Edition
VotingPolicy:
ApprovalThresholdPolicy:
ThresholdPercentage: !Ref ThresholdPercentage
ProposalDurationInHours: !Ref ProposalDurationInHours
ThresholdComparator: !Ref ThresholdComparator
MemberConfiguration:
Name: !Ref MemberName
Description: !Ref MemberDescription
MemberFrameworkConfiguration:
MemberFabricConfiguration:
AdminUsername: !Ref MemberAdminUsername
AdminPassword: !Ref MemberAdminPassword

JSON
{

"Description": "Basic initial member template",
"Parame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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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Name": {
"Type": "String"
},
"MemberDescription": {
"Type": "String"
},
"MemberAdminUsername": {
"Type": "String"
},
"MemberAdminPassword": {
"Type": "String"
},
"NetworkName": {
"Type": "String"
},
"NetworkDescription": {
"Type": "String"
},
"Edition": {
"Type": "String"
},
"ThresholdPercentage": {
"Type": "Number"
},
"ThresholdComparator": {
"Type": "String"
},
"ProposalDurationInHours": {
"Type": "Number"
}

},
"Resources": {
"Member": {
"Type": "AWS::ManagedBlockchain::Member",
"Properties": {
"NetworkConfiguration": {
"Name": "NetworkName",
"Description": "NetworkDescription",
"Framework": "HYPERLEDGER_FABRIC",
"FrameworkVersion": "1.2",
"NetworkFrameworkConfiguration": {
"NetworkFabricConfiguration": {
"Edition": "Edition"
}
},
"VotingPolicy": {
"ApprovalThresholdPolicy": {
"ThresholdPercentage": "ThresholdPercentage",
"ProposalDurationInHours": "ProposalDurationInHours",
"ThresholdComparator": "ThresholdComparator"
}
}
},
"MemberConfiguration": {
"Name": "MemberName",
"Description": "MemberDescription",
"MemberFrameworkConfiguration": {
"MemberFabricConfiguration": {
"AdminUsername": "MemberAdminUsername",
"AdminPassword": "MemberAdminPassword"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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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Hyperledger Fabric 네트워크에 추가 멤버 생성
YAML
Description: "Basic additional member template"
Parameters:
MemberName:
Type: String
MemberDescription:
Type: String
MemberAdminUsername:
Type: String
MemberAdminPassword:
Type: String
NetworkId:
Type: String
InvitationId:
Type: String
Resources:
Member:
Type: 'AWS::ManagedBlockchain::Member'
Properties:
MemberConfiguration:
Name: !Ref MemberName
Description: !Ref MemberDescription
MemberFrameworkConfiguration:
MemberFabricConfiguration:
AdminUsername: !Ref MemberAdminUsername
AdminPassword: !Ref MemberAdminPassword
NetworkId: !Ref NetworkId
InvitationId: !Ref InvitationId

JSON
{

"Description": "Basic additional member template",
"Parameters": {
"MemberName": {
"Type": "String"
},
"MemberDescription": {
"Type": "String"
},
"MemberAdminUsername": {
"Type": "String"
},
"MemberAdminPassword": {
"Type": "String"
},
"NetworkId": {
"Type": "String"
},
"InvitationId": {
"Type": "String"
}
},
"Resources": {
"Member": {
"Type": "AWS::ManagedBlockchain::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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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perties": {
"MemberConfiguration": {
"Name": {
"Ref": "MemberName"
},
"MemberFrameworkConfiguration": {
"MemberFabricConfiguration": {
"AdminUsername": {
"Ref": "MemberAdminUsername"
},
"AdminPassword": {
"Ref": "MemberAdminPassword"
}
}
}
},
"NetworkId": {
"Ref": "NetworkId"
},
"InvitationId": {
"Ref": "InvitationId"
}
}

AWS::ManagedBlockchain::Member ApprovalThresholdPolicy
네트워크에 대한 투표 규칙을 정의하는 정책 유형입니다. 규칙은 제안이 승인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
은 YES 투표 비율, 제안 기간과 같은 기준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모든 제안에 적용되며 네트워
크가 생성될 때 지정됩니다.
Hyperledger Fabric에만 적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oposalDurationInHours" : Integer,
"ThresholdComparator" : String,
"ThresholdPercentage" : Integer

YAML
ProposalDurationInHours: Integer
ThresholdComparator: String
ThresholdPercentage: Integer

Properties
ProposalDurationInHours
제안이 생성되어 만료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멤버가 제안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수의 YES 투표도
하지 않고 제안을 거부하는 데 필요한 수의 NO 투표도 하지 않은 상태로 기간이 만료될 경우 제안이
EXPIRED되고 ProposalActions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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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esholdComparator
승인되려면 투표 비율이 ThresholdPercentage보다 커야 하는지 또는 ThreholdPercentage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REATER_THAN | GREATER_THAN_OR_EQUAL_TO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esholdPercentage
제안이 승인되기 위한 전체 멤버 중 YES 투표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ThresholdPercentage
값 50은 50%를 나타냅니다. ThresholdComparator는 정확한 비교를 결정합니다. 멤버 수가 10
인 네트워크에서 ThresholdPercentage 값이 50으로 지정되고 ThresholdComparator 값이
GREATER_THAN으로 지정되면 이는 제안이 승인되려면 6개 YES 투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anagedBlockchain::Member MemberConfiguration
멤버의 구성 속성입니다.
Hyperledger Fabric에만 적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cription" : String,
"MemberFrameworkConfiguration" : MemberFrameworkConfiguration (p. 4545),
"Name" : String

YAML
Descriptio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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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FrameworkConfiguration:
MemberFrameworkConfiguration (p. 4545)
Name: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멤버에 대한 설명입니다(선택 사항).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mberFrameworkConfiguration
멤버와 관련된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의 구성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mberFrameworkConfiguration (p. 454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멤버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0-9])(?!.*-$)(?!.*?--)[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anagedBlockchain::Member MemberFabricConfiguration
Hyperledger Fabric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Managed Blockchain 네트워크에서 멤버의 Hyperledger Fabric
구성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minPassword" : String,
"AdminUser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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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dminPassword: String
AdminUsername: String

Properties
AdminPassword
멤버의 초기 관리 사용자의 암호입니다. AdminPassword는 길이가 8~32자여야 합니다. 최소한 대문자
1개, 소문자 1개 및 숫자 1개를 포함해야 합니다.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슬래시(/), 역슬래시(\), @
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8
Maximum: 32
Pattern: ^(?=.*[a-z])(?=.*[A-Z])(?=.*\d)(?!.*[@'\\"/])[a-zA-Z0-9\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dminUsername
멤버의 초기 관리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6
Pattern: ^[a-zA-Z][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anagedBlockchain::Member MemberFrameworkConfiguration
Managed Blockchain 네트워크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멤버 관련 구성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emberFabricConfiguration" : MemberFabricConfiguration (p. 4544)

YAML
MemberFabricConfiguration:
MemberFabricConfiguration (p. 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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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MemberFabricConfiguration
Hyperledger Fabric 구성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mberFabricConfiguration (p. 454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anagedBlockchain::Member NetworkConfiguration
멤버가 속한 네트워크의 구성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cription" : String,
"Framework" : String,
"FrameworkVersion" : String,
"Name" : String,
"NetworkFrameworkConfiguration" : NetworkFrameworkConfiguration (p. 4548),
"VotingPolicy" : VotingPolicy (p. 4549)

YAML
Description: String
Framework: String
FrameworkVersion: String
Name: String
NetworkFrameworkConfiguration:
NetworkFrameworkConfiguration (p. 4548)
VotingPolicy:
VotingPolicy (p. 4549)

Properties
Description
네트워크용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의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amework
네트워크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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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THEREUM | HYPERLEDGER_FABRI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ameworkVersion
네트워크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의 버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네트워크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FrameworkConfiguration
네트워크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네트워크 관련 구성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etworkFrameworkConfiguration (p. 45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tingPolicy
제안을 승인할지 결정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투표 규칙입니다.
Required: 예
Type: VotingPolicy (p. 454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anagedBlockchain::Member NetworkFabricConfiguration
네트워크의 Hyperledger Fabric 구성 속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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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dition" : String

YAML
Edition: String

Properties
Edition
네트워크가 사용하는 Amazon Managed Blockchain의 버전입니다. 유효 값은 standard 및
starter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TANDARD | STARTER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anagedBlockchain::Member NetworkFrameworkConfiguration
네트워크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네트워크 관련 구성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etworkFabricConfiguration" : NetworkFabricConfiguration (p. 4547)

YAML
NetworkFabricConfiguration:
NetworkFabricConfiguration (p. 4547)

Properties
NetworkFabricConfiguration
Hyperledger Fabric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Managed Blockchain 네트워크에서 멤버의 Hyperledger
Fabric 구성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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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NetworkFabricConfiguration (p. 45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anagedBlockchain::Member VotingPolicy
제안을 승인할지 결정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투표 규칙입니다.
Hyperledger Fabric에만 적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provalThresholdPolicy" : ApprovalThresholdPolicy (p. 4542)

YAML
ApprovalThresholdPolicy:
ApprovalThresholdPolicy (p. 4542)

Properties
ApprovalThresholdPolicy
제안 승인에 필요한 YES 투표 비율, 제안 기간 등 네트워크의 제안 투표 규칙을 정의합니다. 정책은 모든
제안에 적용되며 네트워크가 생성될 때 지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pprovalThresholdPolicy (p. 454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anagedBlockchain::Node
지정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노드를 생성합니다.
Hyperledger Fabric 및 Ethereum에 적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ManagedBlockchain::Node",
"Properties" : {
"MemberId" : String,
"NetworkId" : String,
"NodeConfiguration" : NodeConfiguration (p. 4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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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AWS::ManagedBlockchain::Node
Properties:
MemberId: String
NetworkId: String
NodeConfiguration:
NodeConfiguration (p. 4553)

Properties
MemberId
노드가 속한 멤버의 고유한 식별자입니다. Hyperledger Fabric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Id
노드가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고유한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deConfiguration
피어 노드의 구성 속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NodeConfiguration (p. 45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노드 ID.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노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455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Managed Blockchain

MemberId
노드가 생성된 멤버의 고유한 식별자입니다. Hyperledger Fabric에만 적용됩니다.
NetworkId
노드가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고유한 식별자입니다.
NodeId
노드의 고유한 식별자입니다.

예제
Ethereum 네트워크에 노드 생성
YAML
Description: "Basic Ethereum node template"
Parameters:
NetworkId:
Type: String
InstanceType:
Type: String
AvailabilityZone:
Type: String
Resources:
Node:
Type: "AWS::ManagedBlockchain::Node"
Properties:
NetworkId: !Ref NetworkId
NodeConfiguration: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AvailabilityZone: !Ref AvailabilityZone

JSON
{

"Description": "Basic Ethereum node template",
"Parameters": {
"NetworkId": {
"Type": "String"
},
"InstanceType": {
"Type": "String"
},
"AvailabilityZone": {
"Type": "String"
}
},
"Resources": {
"Node": {
"Type": "AWS::ManagedBlockchain::Node",
"Properties": {
"NetworkId": "NetworkId",
"NodeConfiguration": {
"InstanceType": "InstanceType",
"AvailabilityZone": "AvailabilityZon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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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perledger Fabric 네트워크 멤버에 노드 생성
YAML
Description: "Basic Hyperledger Fabric node template"
Parameters:
NetworkId:
Type: String
MemberId:
Type: String
InstanceType:
Type: String
AvailabilityZone:
Type: String
Resources:
InitialNode:
Type: "AWS::ManagedBlockchain::Node"
Properties:
NetworkId: !Ref NetworkId
MemberId: !Ref MemberId
NodeConfiguration:
InstanceType: !Ref InstanceType
AvailabilityZone: !Ref AvailabilityZone

JSON
{

}

"Description": "Basic Hyperledger Fabric node template",
"Parameters": {
"NetworkId": {
"Type": "String"
},
"MemberId": {
"Type": "String"
},
"InstanceType": {
"Type": "String"
},
"AvailabilityZone": {
"Type": "String"
}
},
"Resources": {
"InitialNode": {
"Type": "AWS::ManagedBlockchain::Node",
"Properties": {
"NetworkId": "NetworkId",
"MemberId": "MemberId",
"NodeConfiguration": {
"InstanceType": "InstanceType",
"AvailabilityZone": "AvailabilityZon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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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ManagedBlockchain::Node NodeConfiguration
멤버십 내부 피어 노드의 구성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vailabilityZone" : String,
"InstanceType" : String

YAML
AvailabilityZone: String
InstanceType: String

Properties
AvailabilityZone
노드가 존재하는 가용 영역입니다. Ethereum 노드에 필요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Type
노드의 Amazon Managed Blockchain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Elemental MediaConnect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MediaConnect::Flow (p. 4553)
•
•
•
•

AWS::MediaConnect::FlowEntitlement (p. 4561)
AWS::MediaConnect::FlowOutput (p. 4565)
AWS::MediaConnect::FlowSource (p. 4570)
AWS::MediaConnect::FlowVpcInterface (p. 4576)

AWS::MediaConnect::Flow
AWS::MediaConnect::Flow 리소스는 하나 이상의 비디오 소스와 하나 이상의 출력 간의 연결을 생성합니다.
각 흐름에 대해 사용할 전송 프로토콜, 암호화 정보 및 원하는 출력 또는 자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
API 버전 2010-05-15
455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MediaConnect

다. AWS Elemental MediaConnect는 라이브 비디오를 단일 유니캐스트 스트림으로 전송할 수 있는 수집 엔
드포인트를 반환합니다. 이 서비스는 AWS 클라우드 내부 또는 외부의 지정된 모든 출력에 비디오를 복제하
고 배포합니다. 흐름에 대한 자격을 설정하여 다른 AWS accounts이 콘텐츠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MediaConnect는 현재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SRT-리스너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소스를 사용하
여 흐름을 생성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MediaConnect::Flow",
"Properties" : {
"AvailabilityZone" : String,
"Name" : String,
"Source" : Source (p. 4558),
"SourceFailoverConfig" : FailoverConfig (p. 4557)
}

YAML
Type: AWS::MediaConnect::Flow
Properties:
AvailabilityZone: String
Name: String
Source:
Source (p. 4558)
SourceFailoverConfig:
FailoverConfig (p. 4557)

Properties
AvailabilityZone
흐름을 생성할 가용 영역입니다. 이 옵션은 현재 AWS 리전 내의 가용 영역으로 제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흐름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
새 흐름에 사용할 소스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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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ource (p. 455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FailoverConfig
소스 장애 조치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ailoverConfig (p. 455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흐름 ARN을 반환합니다. 예:
{ "Ref": "arn:aws:mediaconnect:useast-1:111122223333:flow:1-23aBC45dEF67hiJ8-12AbC34DE5fG:BasketballGame"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FlowArn
흐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FlowAvailabilityZone
흐름이 생성된 가용 영역입니다. 이 옵션은 현재 AWS 리전 내의 가용 영역으로 제한됩니다.
Source.IngestIp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Source.Source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AWS::MediaConnect::Flow Encryption
흐름의 암호화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lgorithm" : String,
"ConstantInitializationVector"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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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iceId" : String,
"KeyType" : String,
"Region" : String,
"ResourceId" : String,
"RoleArn" : String,
"SecretArn" : String,
"Url" : String

YAML
Algorithm: String
ConstantInitializationVector: String
DeviceId: String
KeyType: String
Region: String
ResourceId: String
RoleArn: String
SecretArn: String
Url: String

Properties
Algorithm
암호화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유형(예: aes128, aes192 또는 aes256)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stantInitializationVector
32자 문자열로 표현되는 128비트 16바이트 16진수 값이며 콘텐츠 암호화 키와 함께 사용됩니다. 이 파
라미터는 정적 키 암호화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iceId
디지털 권한 관리(DRM) 플랫폼 키 공급자를 사용하여 구성한 디바이스 중 하나의 값입니다. 이 파라미
터는 SPEKE 암호화에 필요하며 정적 키 암호화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Type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의 유형입니다. keyType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기본 설정(statickey)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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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on
API Gateway 프록시 엔드포인트가 생성된 AWS 리전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SPEKE 암호화에 필요하며
정적 키 암호화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Id
콘텐츠 식별자입니다. 서비스는 이 값을 키 서버로 전송하여 현재 엔드포인트를 식별합니다. 리소스 ID
는 콘텐츠 ID라고도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SPEKE 암호화에 필요하며 정적 키 암호화에는 유효하지 않
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설치 중에(MediaConnect를 신뢰할 수 있는 엔터티로 설정할 때) 생성한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Arn
AWS Secrets Manager에서 암호화 키를 저장하기 위해 생성한 비밀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l
키 서버와의 통신을 위해 설정한 API 게이트웨이 프록시의 URL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SPEKE 암호화에
필요하며 정적 키 암호화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Connect::Flow FailoverConfig
소스 장애 조치에 대한 설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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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RecoveryWindow" : Integer,
"State" : String

YAML
RecoveryWindow: Integer
State: String

Properties
RecoveryWindow
서비스가 유지 관리하는 버퍼(지연)의 크기입니다. 버퍼가 클수록 스트림 전송의 지연이 길어지지만 오
류 수정의 여지는 늘어납니다. 버퍼가 작을수록 지연은 짧아지지만 오류 수정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
흐름의 소스 장애 조치 상태입니다. 상태가 disabled인 경우 흐름에 1개의 소스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태가 enabled인 경우 흐름에 1개 또는 2개의 소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Connect::Flow Source
흐름의 소스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VPC 소스를 사용하여 흐름을 생성하는 경우 먼저 다음을 수행하여 임시 표준 소스로 흐름을 생성해야 합니
다.
1.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흐름의 퍼블릭 IP 주소를 사용하는 표준 소스로 흐름을 생성합니다.
2.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이 흐름에 추가할 VPC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이전 단계의 일부로 이 작
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3. CloudFormation에서 흐름과 VPC 인터페이스가 생성되면 생성한 VPC 인터페이스를 가리키도록 소스를
업데이트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Decryption" : Encryption (p. 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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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 String,
"EntitlementArn" : String,
"IngestIp" : String,
"IngestPort" : Integer,
"MaxBitrate" : Integer,
"MaxLatency" : Integer,
"Name" : String,
"Protocol" : String,
"SourceArn" : String,
"StreamId" : String,
"VpcInterfaceName" : String,
"WhitelistCidr" : String

YAML
Decryption:
Encryption (p. 4555)
Description: String
EntitlementArn: String
IngestIp: String
IngestPort: Integer
MaxBitrate: Integer
MaxLatency: Integer
Name: String
Protocol: String
SourceArn: String
StreamId: String
VpcInterfaceName: String
WhitelistCidr: String

Properties
Decryption
소스에서 수집한 콘텐츠에 사용되는 암호화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암호화 (p. 45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소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현재 AWS 계정 외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titlementArn
다른 AWS 계정에서 생성되는 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는 자격의 ARN입니다. 이 자격은 콘텐츠 원본자에
의해 설정되며 ARN은 원본자의 흐름의 일부로 생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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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estIp
흐름에서 수신 콘텐츠를 수신하는 IP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gestPort
흐름에서 수신 콘텐츠를 수신하는 포트입니다. 소스의 프로토콜이 Zixi인 경우 포트를 2088로 설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Bitrate
RIST, RTP 및 RTP-FEC 스트림의 최대 비트레이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Latency
RIST 또는 ZIXI 기반 소스의 최대 지연 시간(밀리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소스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tocol
소스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의 전체 목록은 AWS Elemental MediaConnect
API 참조에서 소스 프로토콜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Arn
소스의 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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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Id
전송에 사용할 스트림 ID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Zixi 기반 스트림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InterfaceName
소스 콘텐츠가 생성되는 VPC 인터페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hitelistCidr
소스에 콘텐츠를 기고할 수 있는 IP 주소의 범위입니다. IP 주소를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CIDR) 블록 형식(예: 10.0.0.0/16)으로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Connect::FlowEntitlement
AWS::MediaConnect::FlowEntitlement 리소스는 AWS account에서 특정 AWS Elemental MediaConnect 흐
름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기 위해 다른 AWS account에 부여하는 권한을 정의합니다. 콘텐츠 원본자는 특
정 AWS account(구독자)에 자격을 부여합니다. 자격이 부여되면 구독자는 원본자의 흐름을 소스로 사용하
여 흐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 흐름에는 최대 50개의 자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MediaConnect::FlowEntitlement",
"Properties" : {
"DataTransferSubscriberFeePercent" : Integer,
"Description" : String,
"Encryption" : Encryption (p. 4563),
"EntitlementStatus" : String,
"FlowArn" : String,
"Name" : String,
"Subscribers" : [ Str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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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MediaConnect::FlowEntitlement
Properties:
DataTransferSubscriberFeePercent: Integer
Description: String
Encryption:
Encryption (p. 4563)
EntitlementStatus: String
FlowArn: String
Name: String
Subscribers:
- String

Properties
DataTransferSubscriberFeePercent
자격 데이터 전송 요금 중에서 구독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율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자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MediaConnect 콘솔에만 표시되며 현재 AWS 계정 외부에는 표시되
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ion
MediaConnect에서 자격에 연결된 출력에서 사용할 암호화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cryption (p. 45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titlementStatus
새 자격이 생성되는 즉시 자격을 활성화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요청에서 entitlementStatus 필드를 지
정하지 않으면 MediaConnect가 이 필드를 ENABLED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lowArn
흐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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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자격의 이름입니다. 이 값은 현재 흐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scribers
콘텐츠를 공유하려는 AWS 계정 ID입니다. 수신 계정(구독자)은 콘텐츠를 소스로 사용하여 자체 흐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자격 ARN을 반환합니다. 예:
{ "Ref": "arn:aws:mediaconnect:uswest-2:111122223333:entitlement:1-11aa22bb11aa22bb-3333cccc4444:AnyCompany_Entitlement"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ntitlementArn
자격 ARN입니다.

AWS::MediaConnect::FlowEntitlement Encryption
흐름의 암호화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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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gorithm" : String,
"ConstantInitializationVector" : String,
"DeviceId" : String,
"KeyType" : String,
"Region" : String,
"ResourceId" : String,
"RoleArn" : String,
"SecretArn" : String,
"Url" : String

YAML
Algorithm: String
ConstantInitializationVector: String
DeviceId: String
KeyType: String
Region: String
ResourceId: String
RoleArn: String
SecretArn: String
Url: String

Properties
Algorithm
암호화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유형(예: aes128, aes192 또는 aes256)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stantInitializationVector
32자 문자열로 표현되는 128비트 16바이트 16진수 값이며 콘텐츠 암호화 키와 함께 사용됩니다. 이 파
라미터는 정적 키 암호화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iceId
디지털 권한 관리(DRM) 플랫폼 키 공급자를 사용하여 구성한 디바이스 중 하나의 값입니다. 이 파라미
터는 SPEKE 암호화에 필요하며 정적 키 암호화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Type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의 유형입니다. keyType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기본 설정(statickey)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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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on
API Gateway 프록시 엔드포인트가 생성된 AWS 리전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SPEKE 암호화에 필요하며
정적 키 암호화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Id
콘텐츠 식별자입니다. 서비스는 이 값을 키 서버로 전송하여 현재 엔드포인트를 식별합니다. 리소스 ID
는 콘텐츠 ID라고도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SPEKE 암호화에 필요하며 정적 키 암호화에는 유효하지 않
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설치 중에(MediaConnect를 신뢰할 수 있는 엔터티로 설정할 때) 생성한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Arn
AWS Secrets Manager에서 암호화 키를 저장하기 위해 생성한 비밀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l
키 서버와의 통신을 위해 설정한 API 게이트웨이 프록시의 URL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SPEKE 암호화에
필요하며 정적 키 암호화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Connect::FlowOutput
AWS::MediaConnect::FlowOutput 리소스는 AWS Elemental MediaConnect에서 수집된 비디오를 전송하는
대상 주소, 프로토콜 및 포트를 정의합니다. 각 흐름에는 최대 50개의 출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력에는
동일한 프로토콜 또는 소스와 다른 프로토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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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MediaConnect는 현재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SRT-리스너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출력을 추가하
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MediaConnect::FlowOutput",
"Properties" : {
"CidrAllowList" : [ String, ... ],
"Description" : String,
"Destination" : String,
"Encryption" : Encryption (p. 4569),
"FlowArn" : String,
"MaxLatency" : Integer,
"Name" : String,
"Port" : Integer,
"Protocol" : String,
"RemoteId" : String,
"SmoothingLatency" : Integer,
"StreamId" : String,
"VpcInterfaceAttachment" : VpcInterfaceAttachment (p. 4570)
}

YAML
Type: AWS::MediaConnect::FlowOutput
Properties:
CidrAllowList:
- String
Description: String
Destination: String
Encryption:
Encryption (p. 4569)
FlowArn: String
MaxLatency: Integer
Name: String
Port: Integer
Protocol: String
RemoteId: String
SmoothingLatency: Integer
StreamId: String
VpcInterfaceAttachment:
VpcInterfaceAttachment (p. 4570)

Properties
CidrAllowList
이 흐름에 대한 출력 요청을 시작할 수 있는 IP 주소의 범위입니다. IP 주소를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CIDR) 블록 형식(예: 10.0.0.0/16)으로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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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출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계정에서 다른 계정에 자격을 부여하더라도 현재 AWS 계정 외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
출력을 보낼 IP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ion
출력에 사용할 암호화 자격 증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cryption (p. 456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lowArn
흐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Latency
Zixi 기반 스트림의 최대 지연 시간(밀리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VPC 인터페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rt
MediaConnect에서 출력에 콘텐츠를 배포할 때 사용할 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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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
출력에 사용할 프로토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moteId
Zixi 수신기에 할당된 식별자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Zixi pull을 사용하는 출력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moothingLatency
RIST, RTP 및 RTP-FEC 스트림에 대한 스무딩 지연 시간(밀리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Id
전송에 사용할 스트림 ID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Zixi 기반 스트림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InterfaceAttachment
출력을 보낼 VPC 인터페이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pcInterfaceAttachment (p. 457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출력 ARN을 반환합니다. 예:
{ "Ref": "arn:aws:mediaconnect:useast-1:111122223333:output:2-3aBC45dEF67hiJ89-c34de5fG678h:NYCOutp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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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OutputArn
출력의 ARN입니다.

AWS::MediaConnect::FlowOutput Encryption
흐름의 암호화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gorithm"
"KeyType" :
"RoleArn" :
"SecretArn"

: String,
String,
String,
: String

YAML
Algorithm: String
KeyType: String
RoleArn: String
SecretArn: String

Properties
Algorithm
암호화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유형(예: aes128, aes192 또는 aes256)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Type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의 유형입니다. keyType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기본 설정(statickey)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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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Arn
설치 중에(MediaConnect를 신뢰할 수 있는 엔터티로 설정할 때) 생성한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Arn
AWS Secrets Manager에서 암호화 키를 저장하기 위해 생성한 비밀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Connect::FlowOutput VpcInterfaceAttachment
출력을 보낼 VPC 인터페이스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pcInterfaceName" : String

YAML
VpcInterfaceName: String

Properties
VpcInterfaceName
출력을 보낼 VPC 인터페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Connect::FlowSource
AWS::MediaConnect::FlowSource 리소스는 구성 정보(암호화 및 소스 유형)와 네트워크 주소가 포함된
외부 비디오 콘텐츠입니다. 각 흐름에는 하나 이상의 소스가 있습니다. 표준 소스는 다른 AWS Elemental
MediaConnect 흐름 외의 소스(예: 온프레미스 인코더)에서 나옵니다. 자격이 부여된 소스는 다른 AWS
account이 소유하고 사용자 계정에 자격을 부여한 MediaConnect 흐름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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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MediaConnect는 현재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SRT-리스너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소스를 추가하
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MediaConnect::FlowSource",
"Properties" : {
"Decryption" : Encryption (p. 4574),
"Description" : String,
"EntitlementArn" : String,
"FlowArn" : String,
"IngestPort" : Integer,
"MaxBitrate" : Integer,
"MaxLatency" : Integer,
"Name" : String,
"Protocol" : String,
"StreamId" : String,
"VpcInterfaceName" : String,
"WhitelistCidr" : String
}

YAML
Type: AWS::MediaConnect::FlowSource
Properties:
Decryption:
Encryption (p. 4574)
Description: String
EntitlementArn: String
FlowArn: String
IngestPort: Integer
MaxBitrate: Integer
MaxLatency: Integer
Name: String
Protocol: String
StreamId: String
VpcInterfaceName: String
WhitelistCidr: String

Properties
Decryption
소스에서 수집한 콘텐츠에 사용되는 암호화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cryption (p. 457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소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현재 AWS 계정 외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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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titlementArn
흐름을 구독할 수 있는 자격의 ARN입니다. 이 자격은 콘텐츠 원본자에 의해 설정되며 ARN은 원본자의
흐름의 일부로 생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lowArn
흐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gestPort
흐름에서 수신 콘텐츠를 수신하는 포트입니다. 소스의 프로토콜이 Zixi인 경우 포트를 2088로 설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Bitrate
RIST, RTP 및 RTP-FEC 스트림의 최대 비트레이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Latency
RIST 및 Zixi 기반 스트림의 최대 지연 시간(밀리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VPC 인터페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tocol
소스에서 MediaConnect로 콘텐츠를 전송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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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Id
전송에 사용할 스트림 ID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Zixi 기반 스트림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InterfaceName
출력을 보낼 VPC 인터페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hitelistCidr
소스에 콘텐츠를 기고할 수 있는 IP 주소의 범위입니다. IP 주소를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CIDR) 블록 형식(예: 10.0.0.0/16)으로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소스 ARN을 반환합니다. 예:
{ "Ref": "arn:aws:mediaconnect:useast-1:111122223333:source:2-3aBC45dEF67hiJ89-c34de5fG678h:AwardsShowSource"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IngestIp
흐름에서 수신 콘텐츠를 수신하는 IP 주소입니다.
SourceArn
소스의 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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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MediaConnect::FlowSource Encryption
흐름의 암호화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gorithm" : String,
"ConstantInitializationVector" : String,
"DeviceId" : String,
"KeyType" : String,
"Region" : String,
"ResourceId" : String,
"RoleArn" : String,
"SecretArn" : String,
"Url" : String

YAML
Algorithm: String
ConstantInitializationVector: String
DeviceId: String
KeyType: String
Region: String
ResourceId: String
RoleArn: String
SecretArn: String
Url: String

Properties
Algorithm
암호화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유형(예: aes128, aes192 또는 aes256)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stantInitializationVector
32자 문자열로 표현되는 128비트 16바이트 16진수 값이며 콘텐츠 암호화 키와 함께 사용됩니다. 이 파
라미터는 정적 키 암호화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iceId
디지털 권한 관리(DRM) 플랫폼 키 공급자를 사용하여 구성한 디바이스 중 하나의 값입니다. 이 파라미
터는 SPEKE 암호화에 필요하며 정적 키 암호화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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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Type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의 유형입니다. keyType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기본 설정(statickey)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on
API Gateway 프록시 엔드포인트가 생성된 AWS 리전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SPEKE 암호화에 필요하며
정적 키 암호화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Id
콘텐츠 식별자입니다. 서비스는 이 값을 키 서버로 전송하여 현재 엔드포인트를 식별합니다. 리소스 ID
는 콘텐츠 ID라고도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SPEKE 암호화에 필요하며 정적 키 암호화에는 유효하지 않
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설치 중에(MediaConnect를 신뢰할 수 있는 엔터티로 설정할 때) 생성한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Arn
AWS Secrets Manager에서 암호화 키를 저장하기 위해 생성한 비밀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l
키 서버와의 통신을 위해 설정한 API 게이트웨이 프록시의 URL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SPEKE 암호화에
필요하며 정적 키 암호화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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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Connect::FlowVpcInterface
AWS::MediaConnect::FlowVpcInterface 리소스는 AWS Elemental MediaConnect 흐름과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서비스를 사용하여 생성한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VPC) 간의 연결입니다.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스트리밍하지 않으려면 흐름에 최대 2개의 VPC 인터페이스를 추가하고 이
연결을 사용하여 VPC와 MediaConnect 간에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존 흐름을 업데이트하여 VPC 인터페이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직 흐름을 생성하지 않은 경우 다음을
수행하여 임시 표준 소스로 흐름을 생성해야 합니다.
1.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흐름의 퍼블릭 IP 주소를 사용하는 표준 소스로 흐름을 생성합니다.
2.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이 흐름에 추가할 VPC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이전 단계의 일부로 이 작
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3. CloudFormation에서 흐름과 VPC 인터페이스가 생성되면 생성한 VPC 인터페이스를 가리키도록 소스를
업데이트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MediaConnect::FlowVpcInterface",
"Properties" : {
"FlowArn" : String,
"Name" : String,
"RoleArn" : String,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Id" : String
}

YAML
Type: AWS::MediaConnect::FlowVpcInterface
Properties:
FlowArn: String
Name: String
RoleArn: String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Id: String

Properties
FlowArn
흐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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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VPC 인터페이스의 이름입니다. 이 값은 현재 흐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Arn
MediaConnect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설정할 때 생성한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Ids
MediaConnect에서 VPC 구성에 사용할 VPC 보안 그룹입니다. 요청에 보안 그룹을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
VPC 인터페이스에 사용할 서브넷 ID입니다.
VPC의 IP 주소 범위입니다. VPC를 생성할 때 VPC의 IPv4 주소의 범위를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CIDR) 블록 형태로 지정합니다(예: 10.0.0.0/16). 이것은 VPC의 기본 CIDR 블록입니다. VPC에
대한 서브넷을 생성할 때 해당 서브넷에 대한 CIDR 블록을 지정합니다. 이는 VPC CIDR 블록의 서브넷
입니다.
흐름의 모든 VPC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하는 서브넷은 흐름과 동일한 가용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흐름 ARN 및 VPC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 "Ref": "arn:aws:mediaconnect:useast-1:111122223333:flow:1-23aBC45dEF67hiJ8-12AbC34DE5fG:BasketballGame|
MyVPCInterf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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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NetworkInterfaceIds
MediaConnect가 계정에 생성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ID입니다.

AWS Elemental MediaConvert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MediaConvert::JobTemplate (p. 4578)
• AWS::MediaConvert::Preset (p. 4585)
• AWS::MediaConvert::Queue (p. 4590)

AWS::MediaConvert::JobTemplate
AWS::MediaConvert::JobTemplate 리소스는 트랜스코딩 작업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WS
Elemental MediaConvert 리소스 유형입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엔터티를 선언하면 JSON 또는 YAML 형식으로 트랜스코딩 작업 설정
을 전달합니다. 이 설정 사양은 AWS Elemental MediaConvert 작업 검증을 준수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
되어야 합니다. SettingsJson 속성에 대한 작업 템플릿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주제
의 뒷부분에 있는 설명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작업 템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Elemental MediaConvert 사용 설명서에서 AWS Elemental
MediaConvert 작업 템플릿 작업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MediaConvert::JobTemplate",
"Properties" : {
"AccelerationSettings" : AccelerationSettings (p. 4583),
"Category" : String,
"Description" : String,
"HopDestinations" : [ HopDestination (p. 4584), ... ],
"Name" : String,
"Priority" : Integer,
"Queue" : String,
"SettingsJson" : Json,
"StatusUpdateInterval" : String,
"Tags" :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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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MediaConvert::JobTemplate
Properties:
AccelerationSettings:
AccelerationSettings (p. 4583)
Category: String
Description: String
HopDestinations:
- HopDestination (p. 4584)
Name: String
Priority: Integer
Queue: String
SettingsJson:
Json
StatusUpdateInterval: String
Tags: Json

Properties
AccelerationSettings
가속화된 트랜스코딩은 길고 시각적으로 복잡한 콘텐츠로 작업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기
능을 사용하는 출력은 프로 티어 요금이 부과됩니다. 기능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Elemental
MediaConvert 사용 설명서에서 AWS Elemental MediaConvert 내의 가속화된 트랜스코딩에 대한 작업
제한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AccelerationSettings (p. 458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tegory
선택. 생성 중인 작업 템플릿의 범주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선택. 생성 중인 작업 템플릿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pDestinations
선택. 고객이 정의한 최소 대기 시간이 경과한 후 작업을 건너뛸 수 있는 대상 대기열에 대한 구성입니
다. 자세한 내용은 AWS Elemental MediaConvert 사용 설명서에서 긴 대기를 방지하는 대기열 건너뛰기
설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HopDestination (p. 4584)의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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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생성 중인 작업 템플릿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ority
이 작업에 대한 상대적 우선 순위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대기열에서 이 서비스는 가장 높은 값의 작업을
먼저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둘 이상의 작업이 우선 순위가 같을 경우 이 서비스는 먼저 제출한 작업을 처
리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순위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기본값 0을 사용합니다. 최소: -50 최대:
50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ue
선택. 이 템플릿에서 만든 작업이 할당되는 대기열입니다. 대기열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
합니다. 예: arn:aws:mediaconvert:us-west-2:505474453218:queues/Default. 이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작업이 기본 대기열로 이동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ttingsJson
이 작업 템플릿에 대한 트랜스코딩 작업 설정을 JSON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이 사양은 AWS Elemental
MediaConvert 작업 검증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양 형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주제의 뒷부분에 있
는 설명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MediaConvert 작업 템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Elemental MediaConvert 사용 설명서에서 AWS
Elemental MediaConvert 작업 템플릿을 사용한 작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UpdateInterval
MediaConvert가 STATUS_UPDATE 이벤트를 Amazon CloudWatch Events로 보내는 빈도를 지정합니
다. 상태 업데이트 사이의 간격(초)을 설정합니다. MediaConvert는 서비스가 작업을 처리하기 시작한 시
점부터 트랜스코딩을 완료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시점까지 이 간격으로 업데이트를 보냅니다.
다음 열거형 중 하나를 지정하십시오.
SECONDS_10
SECONDS_12
SECONDS_15
SECONDS_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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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S_30
SECONDS_60
SECONDS_120
SECONDS_180
SECONDS_240
SECONDS_300
SECONDS_360
SECONDS_420
SECONDS_480
SECONDS_540
SECONDS_600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AWS::MediaConvert::JobTemplate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는 작업
템플릿의 이름을 반환합니다(예: Streaming stack DASH).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작업 템플릿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mediaconvert:uswest-2:12345678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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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작업 템플릿의 이름입니다(예: Streaming stack DASH).

설명
SettingsJson 속성에 대한 작업 템플릿 모델 생성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AWS::MediaConvert::JobTemplate 엔터티를 선언하면 트랜스코딩 작
업 설정을 SettingsJson 속성의 값으로 전달합니다. 이 설정 사양은 JSON 또는 YAML 형식이어야 하며
AWS Elemental MediaConvert 작업 검증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절차는 JSON에서 사양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YAML 형식으로 필요한 경우 JSON 형식으로 만들고 변
환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됩니다.
SettingsJson에 대한 JSON 작업 템플릿 모델을 만들려면
1. MediaConvert https://console.aws.amazon.com/mediaconvert/을 사용하여 작업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자
세한 정보는 AWS Elemental MediaConvert 작업 템플릿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2. AWS CLI를 사용하여 다음 명령을 사용한 설정 구조만 가져옵니다.
aws mediaconvert https://abcd1234.mediaconvert.region-name-1.amazonaws.com
get-job-template DASH-stack-template --query 'JobTemplate.Settings'
3. 설정을 SettingsJson 속성의 값으로 복사합니다.
JSON 및 YAML 형식의 작업 템플릿 모델의 예는 이 주제의 예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예제
SettingsJson의 작업 템플릿 모델
SettingsJson 속성에 대한 작업 템플릿 모델을 JSON 또는 YAML 형식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이 주제의 설명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JSON
{

"AdAvailOffset": 0,
"OutputGroups": [
{
"Name": "File Group",
"OutputGroupSettings": {
"FileGroupSettings": {},
"Type": "FILE_GROUP_SETTINGS"
},
"Outputs": [
{
"Extension": "mp4",
"NameModifier": "_Generic_Uhd_Mp4_Hevc_Aac_16x9_3840x2160p_24Hz_8Mbps",
"Preset": "System-Generic_Uhd_Mp4_Hevc_Aac_16x9_3840x2160p_24Hz_8Mbps"
},
{
"Extension": "mp4",
"NameModifier":
"_Generic_Hd_Mp4_Hevc_Aac_16x9_1920x1080p_24Hz_4.5Mbps",
"Preset": "System-Generic_Hd_Mp4_Hevc_Aac_16x9_1920x1080p_24Hz_4.5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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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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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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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tension": "mp4",
"NameModifier": "_Generic_Hd_Mp4_Hevc_Aac_16x9_1280x720p_24Hz_3.0Mbps",
"Preset": "System-Generic_Hd_Mp4_Hevc_Aac_16x9_1280x720p_24Hz_3.0Mbps"
"Extension": "mp4",
"NameModifier": "_Generic_Hd_Mp4_Avc_Aac_16x9_1920x1080p_24Hz_6Mbps",
"Preset": "System-Generic_Hd_Mp4_Avc_Aac_16x9_1920x1080p_24Hz_6Mbps"
"Extension": "mp4",
"NameModifier": "_Generic_Hd_Mp4_Avc_Aac_16x9_1280x720p_24Hz_4.5Mbps",
"Preset": "System-Generic_Hd_Mp4_Avc_Aac_16x9_1280x720p_24Hz_4.5Mbps"
"Extension": "mp4",
"NameModifier": "_Generic_Sd_Mp4_Avc_Aac_4x3_640x480p_24Hz_1.5Mbps",
"Preset": "System-Generic_Sd_Mp4_Avc_Aac_4x3_640x480p_24Hz_1.5Mbps"

YAML
--AdAvailOffset: 0
OutputGroups:
- Name: File Group
OutputGroupSettings:
FileGroupSettings: {}
Type: FILE_GROUP_SETTINGS
Outputs:
- Extension: mp4
NameModifier: _Generic_Uhd_Mp4_Hevc_Aac_16x9_3840x2160p_24Hz_8Mbps
Preset: System-Generic_Uhd_Mp4_Hevc_Aac_16x9_3840x2160p_24Hz_8Mbps
- Extension: mp4
NameModifier: _Generic_Hd_Mp4_Hevc_Aac_16x9_1920x1080p_24Hz_4.5Mbps
Preset: System-Generic_Hd_Mp4_Hevc_Aac_16x9_1920x1080p_24Hz_4.5Mbps
- Extension: mp4
NameModifier: _Generic_Hd_Mp4_Hevc_Aac_16x9_1280x720p_24Hz_3.0Mbps
Preset: System-Generic_Hd_Mp4_Hevc_Aac_16x9_1280x720p_24Hz_3.0Mbps
- Extension: mp4
NameModifier: _Generic_Hd_Mp4_Avc_Aac_16x9_1920x1080p_24Hz_6Mbps
Preset: System-Generic_Hd_Mp4_Avc_Aac_16x9_1920x1080p_24Hz_6Mbps
- Extension: mp4
NameModifier: _Generic_Hd_Mp4_Avc_Aac_16x9_1280x720p_24Hz_4.5Mbps
Preset: System-Generic_Hd_Mp4_Avc_Aac_16x9_1280x720p_24Hz_4.5Mbps
- Extension: mp4
NameModifier: _Generic_Sd_Mp4_Avc_Aac_4x3_640x480p_24Hz_1.5Mbps
Preset: System-Generic_Sd_Mp4_Avc_Aac_4x3_640x480p_24Hz_1.5Mbps

AWS::MediaConvert::JobTemplate AccelerationSettings
가속화된 트랜스코딩은 길고 시각적으로 복잡한 콘텐츠로 작업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기
능을 사용하는 출력은 프로 티어 요금이 부과됩니다. 기능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Elemental
MediaConvert 사용 설명서에서 AWS Elemental MediaConvert 내의 가속화된 트랜스코딩에 대한 작업 제
한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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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ode" : String

YAML
Mode: String

Properties
Mode
서비스가 가속화된 트랜스코딩을 사용하여 작업을 실행할 때의 조건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Convert::JobTemplate HopDestination
선택 사항입니다. 고객이 정의한 최소 대기 시간이 경과한 후 작업을 건너뛸 수 있는 대상 대기열에 대한 구
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Elemental MediaConvert 사용 설명서에서 긴 대기를 방지하는 대기열 건너뛰
기 설정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iority" : Integer,
"Queue" : String,
"WaitMinutes" : Integer

YAML
Priority: Integer
Queue: String
WaitMinutes: Integer

Properties
Priority
선택. 대기열 건너뛰기를 사용하도록 작업을 설정할 때 대상 대기열의 작업에 대해 다른 상대적 우선 순
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상대적 우선 순위는 이전 대기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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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ue
작업이 기본 대기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선택 사항입니다. 대기열 건너뛰기를 사용하도록 작업을 설정
할 때 대상 대기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대기열은 작업이 제출된 원래 대기열일 수 없습니다. 원래
대기열이 기본 대기열이 아닌 경우 대상 대기열을 지정하지 않으면 작업이 기본 대기열로 이동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aitMinutes
대기열 건너뛰기를 사용하도록 작업을 설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작업이 대상 대기열로 건너뛸 수 있을
때까지 최소 대기 시간(분)입니다. 유효한 범위는 1~1440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Convert::Preset
AWS::MediaConvert::Preset 리소스는 트랜스코딩 작업에서 단일 출력에 대한 인코딩 설정을 지정하는 데 사
용할 수 있는 AWS Elemental MediaConvert 리소스 유형입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엔터티를 선언하면 JSON 또는 YAML 형식으로 트랜스코딩 작업 설정
을 전달합니다. 이 설정 사양은 AWS Elemental MediaConvert 작업 검증을 준수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
되어야 합니다. SettingsJson 속성에 대한 출력 사전 설정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주제의 뒷부분에 있는 설명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MediaConvert 출력 사전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Elemental MediaConvert 사용 설명서에서 AWS
Elemental MediaConvert 출력 사전 설정 작업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MediaConvert::Preset",
"Properties" : {
"Category" : String,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SettingsJson" : Json,
"Tags" : Json
}

YAML
Type: AWS::MediaConvert::Pre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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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ategory: String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SettingsJson:
Json
Tags: Json

Properties
Category
사전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설정의 새 범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사전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설정에 대한 새로운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수정 중인 사전 설정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ttingsJson
이 출력 사전 설정에 대한 트랜스코딩 작업 설정을 JSON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이 사양은 AWS
Elemental MediaConvert 작업 검증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양 형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주제의
뒷부분에 있는 설명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MediaConvert 출력 사전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Elemental MediaConvert 사용 설명서에서
AWS Elemental MediaConvert 출력 사전 설정 작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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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AWS::MediaConvert::Preset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는 출력 사전 설
정의 이름을 반환합니다(예: HEVC high res).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Arn
출력 사전 설정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mediaconvert:uswest-2:123456789012).
Name
출력 사전 설정의 이름입니다(예: HEVC high res).

설명
SettingsJson 속성에 대한 출력 사전 설정 모델 생성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AWS::MediaConvert::Preset 엔터티를 선언하면 트랜스코딩 작업 설정
을 SettingsJson 속성의 값으로 전달합니다. 이 설정 사양은 JSON 또는 YAML 형식이어야 하며 AWS
Elemental MediaConvert 작업 검증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절차는 JSON에서 사양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YAML 형식으로 필요한 경우 JSON 형식으로 만들고 변
환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됩니다.
SettingsJson에 대한 JSON 작업 템플릿 모델을 만들려면
1. MediaConvert https://console.aws.amazon.com/mediaconvert/을 사용하여 출력 사전 설정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Elemental MediaConvert 출력 사전 설정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2. AWS CLI를 사용하여 다음 명령을 사용한 설정 구조만 가져옵니다.
aws mediaconvert https://abcd1234.mediaconvert.region-name-1.amazonaws.com
get-preset --name HEVC-high-res --query 'Preset.Settings'
3. 설정을 SettingsJson 속성의 값으로 복사합니다.
JSON 및 YAML 형식의 출력 사전 설정 모델의 예는 이 주제의 예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예제
SettingsJson의 출력 사전 설정 모델
SettingsJson 속성에 대한 출력 사전 설정 모델을 JSON 또는 YAML 형식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주제의 설명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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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Descriptions": [
{
"AudioType": 0,
"AudioTypeControl": "FOLLOW_INPUT",
"CodecSettings": {
"AacSettings": {
"AudioDescriptionBroadcasterMix": "NORMAL",
"Bitrate": 160000,
"CodecProfile": "LC",
"CodingMode": "CODING_MODE_2_0",
"RateControlMode": "CBR",
"RawFormat": "NONE",
"SampleRate": 48000,
"Specification": "MPEG4"
},
"Codec": "AAC"
},
"LanguageCodeControl": "FOLLOW_INPUT"
}
],
"ContainerSettings": {
"Container": "MP4",
"Mp4Settings": {
"CslgAtom": "EXCLUDE",
"FreeSpaceBox": "EXCLUDE",
"MoovPlacement": "NORMAL"
}
},
"VideoDescription": {
"AfdSignaling": "NONE",
"AntiAlias": "ENABLED",
"CodecSettings": {
"Codec": "H_265",
"H265Settings": {
"AdaptiveQuantization": "HIGH",
"AlternateTransferFunctionSei": "DISABLED",
"Bitrate": 10000000,
"CodecLevel": "LEVEL_5",
"CodecProfile": "MAIN_MAIN",
"FlickerAdaptiveQuantization": "DISABLED",
"FramerateControl": "SPECIFIED",
"FramerateConversionAlgorithm": "DUPLICATE_DROP",
"FramerateDenominator": 1001,
"FramerateNumerator": 24000,
"GopBReference": "ENABLED",
"GopClosedCadence": 1,
"GopSize": 48.0,
"GopSizeUnits": "FRAMES",
"HrdBufferInitialFillPercentage": 90,
"HrdBufferSize": 20000000,
"InterlaceMode": "PROGRESSIVE",
"MinIInterval": 0,
"NumberBFramesBetweenReferenceFrames": 3,
"NumberReferenceFrames": 3,
"ParControl": "SPECIFIED",
"ParDenominator": 1,
"ParNumerator": 1,
"QualityTuningLevel": "SINGLE_PASS",
"RateControlMode": "CBR",
"SampleAdaptiveOffsetFilterMode": "ADAPTIVE",
"SceneChangeDetect": "ENABLED",
"Slices": 4,
"SlowPal": "DISABLED",
"SpatialAdaptiveQuantization": "ENABLED",
"Telecine": "NONE",
"TemporalAdaptiveQuantization": "EN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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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Ids": "DISABLED",
"Tiles": "ENABLED",
"UnregisteredSeiTimecode": "DISABLED"

}

}

}
},
"ColorMetadata": "INSERT",
"DropFrameTimecode": "ENABLED",
"Height": 2160,
"RespondToAfd": "NONE",
"ScalingBehavior": "DEFAULT",
"Sharpness": 50,
"TimecodeInsertion": "DISABLED",
"VideoPreprocessors": {
"Deinterlacer": {
"Algorithm": "INTERPOLATE",
"Control": "NORMAL",
"Mode": "DEINTERLACE"
}
},
"Width": 3840

YAML
--AudioDescriptions:
- AudioType: 0
AudioTypeControl: FOLLOW_INPUT
CodecSettings:
AacSettings:
AudioDescriptionBroadcasterMix: NORMAL
Bitrate: 160000
CodecProfile: LC
CodingMode: CODING_MODE_2_0
RateControlMode: CBR
RawFormat: NONE
SampleRate: 48000
Specification: MPEG4
Codec: AAC
LanguageCodeControl: FOLLOW_INPUT
ContainerSettings:
Container: MP4
Mp4Settings:
CslgAtom: EXCLUDE
FreeSpaceBox: EXCLUDE
MoovPlacement: NORMAL
VideoDescription:
AfdSignaling: NONE
AntiAlias: ENABLED
CodecSettings:
Codec: H_265
H265Settings:
AdaptiveQuantization: HIGH
AlternateTransferFunctionSei: DISABLED
Bitrate: 10000000
CodecLevel: LEVEL_5
CodecProfile: MAIN_MAIN
FlickerAdaptiveQuantization: DISABLED
FramerateControl: SPECIFIED
FramerateConversionAlgorithm: DUPLICATE_DROP
FramerateDenominator: 1001
FramerateNumerator: 24000
GopBReference: EN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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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ClosedCadence: 1
GopSize: 48.0
GopSizeUnits: FRAMES
HrdBufferInitialFillPercentage: 90
HrdBufferSize: 20000000
InterlaceMode: PROGRESSIVE
MinIInterval: 0
NumberBFramesBetweenReferenceFrames: 3
NumberReferenceFrames: 3
ParControl: SPECIFIED
ParDenominator: 1
ParNumerator: 1
QualityTuningLevel: SINGLE_PASS
RateControlMode: CBR
SampleAdaptiveOffsetFilterMode: ADAPTIVE
SceneChangeDetect: ENABLED
Slices: 4
SlowPal: DISABLED
SpatialAdaptiveQuantization: ENABLED
Telecine: NONE
TemporalAdaptiveQuantization: ENABLED
TemporalIds: DISABLED
Tiles: ENABLED
UnregisteredSeiTimecode: DISABLED
ColorMetadata: INSERT
DropFrameTimecode: ENABLED
Height: 2160
RespondToAfd: NONE
ScalingBehavior: DEFAULT
Sharpness: 50
TimecodeInsertion: DISABLED
VideoPreprocessors:
Deinterlacer:
Algorithm: INTERPOLATE
Control: NORMAL
Mode: DEINTERLACE
Width: 384

AWS::MediaConvert::Queue
AWS::MediaConvert::Queue 리소스는 작업의 병렬 처리를 위해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관리하
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WS Elemental MediaConvert 리소스 유형입니다. 대기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Elemental MediaConvert 사용 설명서에서 AWS Elemental MediaConvert 대기열 작업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MediaConvert::Queue",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PricingPlan" : String,
"Status" : String,
"Tags" :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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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MediaConvert::Queue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PricingPlan: String
Status: String
Tags: Json

Properties
Description
선택 사항입니다. 생성 중인 대기열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생성 중인 대기열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cingPlan
AWS CloudFormation를 사용하면 온디맨드 대기열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AWS::MediaConvert::Queue를 선언할 때는 항상 PricingPlan를
“ON_DEMEND” 값으로 설정하십시오.
예약된 대기열을 생성하려면 https://console.aws.amazon.com/mediaconvert의 AWS Elemental
MediaConvert 콘솔을 사용해 계약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Elemental MediaConvert 사용 설
명서에서 AWS Elemental MediaConvert 대기열 작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
대기열의 초기 상태입니다. 대기열의 상태는 ACTIVE 또는 PAUSED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일시 중지
된 대기열을 생성하면 해당 대기열로 보내는 작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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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AWS::MediaConvert::Queue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는 대기열의 이름
을 반환합니다(예: Queue 2).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대기열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예: arn:aws:mediaconvert:us-west-2:123456789012)입
니다.
Name
대기열 이름(예: Queue 2)입니다.

AWS Elemental MediaLiv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MediaLive::Channel (p. 4592)
• AWS::MediaLive::Input (p. 4775)
• AWS::MediaLive::InputSecurityGroup (p. 4782)

AWS::MediaLive::Channel
AWS::MediaLive::Channel 리소스는 채널을 생성하는 MediaLive 리소스 유형입니다.
MediaLive 채널은 해당 채널에 연결된 입력에서 소스 콘텐츠를 수집 및 트랜스코딩(디코딩 및 인코딩)하고
새 콘텐츠를 입력으로 패키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MediaLive::Channel",
"Properties" : {
"CdiInputSpecification" : CdiInputSpecification (p. 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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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nelClass" : String,
"Destinations" : [ OutputDestination (p. 4740), ... ],
"EncoderSettings" : EncoderSettings (p. 4650),
"InputAttachments" : [ InputAttachment (p. 4701), ... ],
"InputSpecification" : InputSpecification (p. 4708),
"LogLevel" : String,
"Name" : String,
"RoleArn" : String,
"Tags" : Json,
"Vpc" : VpcOutputSettings (p. 4773)

YAML
Type: AWS::MediaLive::Channel
Properties:
CdiInputSpecification:
CdiInputSpecification (p. 4634)
ChannelClass: String
Destinations:
- OutputDestination (p. 4740)
EncoderSettings:
EncoderSettings (p. 4650)
InputAttachments:
- InputAttachment (p. 4701)
InputSpecification:
InputSpecification (p. 4708)
LogLevel: String
Name: String
RoleArn: String
Tags: Json
Vpc:
VpcOutputSettings (p. 4773)

Properties
CdiInputSpecification
이 채널에 대한 CDI 입력 사양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diInputSpecification (p. 463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hannelClass
이 채널의 클래스입니다. 파이프라인이 2개인 채널은 클래스가 STANDARD입니다. 파이프라인이 1개
인 채널은 클래스가 SINGLE_PIPELIN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s
이 MediaLive 출력 패키지에서 출력 대상을 식별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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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utputDestination (p. 474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oderSettings
출력 콘텐츠에 대한 인코딩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coderSettings (p. 46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Attachments
채널에 대한 입력 연결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Attachment (p. 470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Specification
이 채널의 입력 사양입니다. 이 속성은 이 채널의 최대 비트레이트, 해상도, 코덱 등 입력의 주요 특성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Specification (p. 470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Level
이 채널의 로깅 작업 세부 수준입니다. 세부 수준이 높을수록 로깅 요금(Amazon CloudWatch 로깅을 통
해 발생)이 증가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이 오디어 선택기의 이름입니다. (출력에서) AudioDescription은 해당 출력에 포함할 특정 오디어 입력을
식별하기 위해 이 이름을 참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이 채널을 실행할 때 MediaLive가 수임할 IAM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해당 ARN으로 식별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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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이 채널에 사용되는 태그의 모음입니다. 각 태그는 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
채널에서 VPC 모드를 활성화하도록 설정하여 모든 출력의 엔드포인트가 VPC에 있게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pcOutputSettings (p. 477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채널의 이름.
예: { "Ref": "myChannel"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MediaLive 채널의 ARN입니다. 예: arn:aws:medialive:uswest-1:111122223333:medialive:channel:1234567
Inputs
이 채널에 연결되는 입력입니다. 입력은 해당 ID로 식별됩니다(이름 또는 ARN이 아님).

AWS::MediaLive::Channel AacSettings
출력의 AAC 오디오 인코딩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AudioCodec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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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rate" : Double,
"CodingMode" : String,
"InputType" : String,
"Profile" : String,
"RateControlMode" : String,
"RawFormat" : String,
"SampleRate" : Double,
"Spec" : String,
"VbrQuality" : String

YAML
Bitrate: Double
CodingMode: String
InputType: String
Profile: String
RateControlMode: String
RawFormat: String
SampleRate: Double
Spec: String
VbrQuality: String

Properties
Bitrate
평균 비트레이트(비트/초)입니다. 유효한 값은 속도 제어 모드 및 프로파일에 따라 다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dingMode
모노, 스테레오 또는 5.1 채널 레이아웃입니다. 유효한 값은 속도 제어 모드 및 프로파일에 따라 다릅
니다. adReceiverMix 설정은 스테레오 설명과 제어 트랙을 수신하고, 설명 트랙의 모노 AAC 인코딩을
ETSI TS 101 154 부록 E에 따라 PES 헤더에 제어 데이터를 포함시켜 내보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Type
입력에 사전 믹싱된 주 오디오 + AD(내레이션)이 스테레오 페어로 포함되는 경우 broadcasterMixedAd
로 설정합니다. 오디오 유형 필드(audioType)는 3으로 설정되며 이 스트림에 브로드캐스터 믹싱 AD
가 포함되어 있음을 다운스트림 시스템에 알립니다. 인코더에서 수신한 입력에는 사전 alrtld 오디오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MediaLive는 믹싱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broadcasterMixedAd로 설정하면
audioTypeControl 및 audioType(AudioDescription)의 값이 무시됩니다. 입력에 사전 믹싱 오디오 + AD
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설정을 normal로 유지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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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AAC 프로파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teControlMode
속도 제어 모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wFormat
원시 컨테이너에 대한 LATM/LOAS AAC 출력을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mpleRate
샘플 속도(Hz)입니다. 유효한 값은 속도 제어 모드 및 프로파일에 따라 다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ec
원시 또는 MPEG-2 전송 스트림 컨테이너에 MPEG-4 AAC 오디오 대신 MPEG-2 AAC 오디오를 사용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brQuality
VBR 품질 수준입니다. rateControlMode가 VBR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c3Settings
출력의 AC3 오디오 인코딩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AudioCodecSetting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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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itrate" : Double,
"BitstreamMode" : String,
"CodingMode" : String,
"Dialnorm" : Integer,
"DrcProfile" : String,
"LfeFilter" : String,
"MetadataControl" : String

YAML
Bitrate: Double
BitstreamMode: String
CodingMode: String
Dialnorm: Integer
DrcProfile: String
LfeFilter: String
MetadataControl: String

Properties
Bitrate
평균 비트레이트(비트/초)입니다. 유효한 비트레이트는 코딩 모드에 따라 다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itstreamMode
방출된 AC-3 스트림에 대해 비트스트림 모드(bsmod)를 지정합니다. 이 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TSC
A/52-2012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dingMode
Dolby Digital 코딩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 따라 채널 수가 결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alnorm
출력의 dialnorm을 설정합니다. 값이 제외되고 입력 오디오가 Dolby Digital인 경우, dialnorm이 전달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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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rcProfile
filmStandard로 설정된 경우 Dolby Digital 사양에 정의된 대로 출력 비트스트림에 동적 범위 압축 신호를
추가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feFilter
enabled로 설정된 경우 인코딩 전에 LFE 채널에 120Hz lowpass 필터를 적용합니다. codingMode32Lfe
모드에서만 유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adataControl
followInput으로 설정된 경우 인코더 메타데이터는 이 오디오 데이터를 공급한 DD, DD+ 또는 DolbyE 디
코더에서 생성됩니다. 오디오가 이 스트림 중 하나에서 공급되는 경우 정적 메타데이터 설정이 사용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ncillarySourceSettings
입력에서 추출할 보조 캡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CaptionSelecto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ourceAncillaryChannelNumber" : Integer

YAML
SourceAncillaryChannelNumber: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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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SourceAncillaryChannelNumber
보조 캡션에서 추출할 캡션 채널의 수(1~4)를 지정합니다. 보조 캡션을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려면 이 필
드를 입력합니다. 보조 캡션의 모든 채널을 전달하기 위해 출력의 캡션 대상으로 Embedded를 선택하려
는 경우 이 필드를 비워두면 MediaLive가 필드를 무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rchiveCdnSettings
아카이브 출력의 대상을 구성하는 설정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 항목은 ArchiveGroup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chiveS3Settings" : ArchiveS3Settings (p. 4603)

YAML
ArchiveS3Settings:
ArchiveS3Settings (p. 4603)

Properties
ArchiveS3Settings
Amazon S3를 이 아카이브 출력의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rchiveS3Settings (p. 46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rchiveContainerSettings
아카이브 컨테이너 설정입니다.
이 엔티티의 상위 항목은 ArchiveOutput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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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M2tsSettings" : M2tsSettings (p. 4709),
"RawSettings" : RawSettings (p. 4748)

YAML
M2tsSettings:
M2tsSettings (p. 4709)
RawSettings:
RawSettings (p. 4748)

Properties
M2tsSettings
아카이브 출력의 M2TS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2tsSettings (p. 47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wSetting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RawSettings (p. 47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rchiveGroupSettings
아카이브 출력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Group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chiveCdnSettings" : ArchiveCdnSettings (p. 4600),
"Destination" : OutputLocationRef (p. 4745),
"RolloverInterval" : Integer

YAML
ArchiveCdnSettings:
ArchiveCdnSettings (p.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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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ation:
OutputLocationRef (p. 4745)
RolloverInterval: Integer

Properties
ArchiveCdnSettings
아카이브 출력의 대상을 구성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rchiveCdnSettings (p. 46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
아카이브 파일을 쓸 디렉터리 및 기본 파일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utputLocationRef (p. 474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loverInterval
새 아카이브 파일을 닫거나 시작하기 전에 아카이브 파일을 쓰는 시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rchiveOutputSettings
아카이브 출력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ainerSettings" : ArchiveContainerSettings (p. 4600),
"Extension" : String,
"NameModifier" : String

YAML
ContainerSettings:
ArchiveContainerSettings (p. 4600)
Extension: String
NameModifier: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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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ontainerSettings
파일의 컨테이너 유형과 관련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rchiveContainerSettings (p. 46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tension
출력 파일 확장명입니다. 제외된 경우 컨테이너 유형에서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Modifier
대상 파일 이름의 끝에 연결되는 문자열입니다. 이 문자열은 동일한 유형의 다중 출력에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rchiveS3Settings
Amazon S3를 이 아카이브 출력의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이 개체의 상위 항목은 ArchiveCdn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nnedAcl" : String

YAML
CannedAcl: String

Properties
CannedAcl
각 S3 요청에 적용할 미리 준비된 ACL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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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rib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ARIB 캡션에 대한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CaptionDestination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YAML

AWS::MediaLive::Channel AribSourceSettings
입력에서 추출할 ARIB 캡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CaptionSelecto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YAML

AWS::MediaLive::Channel AudioChannelMapping
오디오 리믹싱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Remix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InputChannelLevels" : [ InputChannelLevel (p. 4702), ... ],
"OutputChannel"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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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InputChannelLevels:
- InputChannelLevel (p. 4702)
OutputChannel: Integer

Properties
InputChannelLevels
이 출력 채널로 리믹스되어야 하는 각 입력 채널의 인덱스 및 게인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ChannelLevel (p. 470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Channel
생성 중인 출력 채널의 인덱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udioCodecSettings
오디오 출력의 오디오 코덱에 대한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AudioDescription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acSettings" : AacSettings (p. 4595),
"Ac3Settings" : Ac3Settings (p. 4597),
"Eac3Settings" : Eac3Settings (p. 4643),
"Mp2Settings" : Mp2Settings (p. 4726),
"PassThroughSettings" : PassThroughSettings (p. 4748),
"WavSettings" : WavSettings (p. 4774)

YAML
AacSettings:
AacSettings (p. 4595)
Ac3Settings:
Ac3Settings (p. 4597)
Eac3Settings:
Eac3Settings (p. 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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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2Settings:
Mp2Settings (p. 4726)
PassThroughSettings:
PassThroughSettings (p. 4748)
WavSettings:
WavSettings (p. 4774)

Properties
AacSettings
출력의 AAC 오디오 코덱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acSettings (p. 45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c3Settings
출력의 AC3 오디오 코덱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3Settings (p. 459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ac3Settings
출력의 EAC3 오디오 코덱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ac3Settings (p. 464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p2Settings
출력의 MP2 오디오 코덱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p2Settings (p. 472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ssThroughSettings
Dolby 오디오 코덱을 출력으로 전달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assThroughSettings (p. 47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avSettings
WAV 코덱으로 인코딩된 오디오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WavSettings (p. 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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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udioDescription
단일 출력 오디오에 대한 인코딩 정보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Encode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dioNormalizationSettings" : AudioNormalizationSettings (p. 4610),
"AudioSelectorName" : String,
"AudioType" : String,
"AudioTypeControl" : String,
"CodecSettings" : AudioCodecSettings (p. 4605),
"LanguageCode" : String,
"LanguageCodeControl" : String,
"Name" : String,
"RemixSettings" : RemixSettings (p. 4749),
"StreamName" : String

YAML
AudioNormalizationSettings:
AudioNormalizationSettings (p. 4610)
AudioSelectorName: String
AudioType: String
AudioTypeControl: String
CodecSettings:
AudioCodecSettings (p. 4605)
LanguageCode: String
LanguageCodeControl: String
Name: String
RemixSettings:
RemixSettings (p. 4749)
StreamName: String

Properties
AudioNormalizationSettings
고급 오디오 정규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oNormalizationSettings (p. 46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dioSelectorName
이 AudioDescription의 소스로 사용되는 AudioSelector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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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dioType
audioTypeControl이 useConfigured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udioType의 값은 ISO-IEC 13818-1에 정
의되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dioTypeControl
오디오 유형이 결정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followInput: 입력에 ISO 639 audioType이 포함되어 있으
면 값이 출력으로 전달됩니다. 입력에 ISO 639 audioType이 없다면 Audio Type의 값이 출력에 포함
됩니다. useConfigured: Audio Type의 값이 출력에 포함됩니다. 이 필드와 audioType은 inputType이
broadcasterMixedAd이면 무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decSettings
오디오 코덱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oCodecSettings (p. 460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nguageCode
오디오 출력 트랙의 언어를 나타냅니다. languageControlMode가 useConfigured이거나 입력에 ISO 639
언어 코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만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nguageCodeControl
followInput을 선택하면 출력의 ISO 639 언어 코드가 입력의 ISO 639 언어 코드를 따르게 됩니다.
useConfigured를 설정했거나 followInput을 선택했지만 입력에 ISO 639 언어 코드가 지정되지 않은 경
우에는 languageCode 설정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이 AudioDescription의 이름입니다. 출력은 이 이름을 사용하여 이 AudioDescription을 고유하게 식별합
니다. 설명 이름은 이 채널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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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mixSettings
입력 오디오 채널이 출력 오디오 채널로 리믹스되는 방식을 제어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mixSettings (p. 474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Name
Microsoft Smooth 및 Apple HLS 출력에 사용됩니다. 플레이어가 표시하는 이름(예: English 또는
Director Commentary)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udioLanguageSelection
추출할 오디오 언어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AudioSelecto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anguageCode" : String,
"LanguageSelectionPolicy" : String

YAML
LanguageCode: String
LanguageSelectionPolicy: String

Properties
LanguageCode
오디오 소스 내에서 특정한 3자 언어 코드를 선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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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SelectionPolicy
"strict"로 설정할 경우 전송 스트림 demux가 언어 설명자를 기준으로 오디오 스트림을 엄격하게 식별
합니다. PMT 업데이트가 발생하여 처음에 선택된 언어와 일치하는 오디오 스트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언어가 돌아올 때까지 음소거가 인코딩됩니다. "loose"로 설정할 경우 PMT 업데이트 시
demux가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언어의 오디오 스트림을 찾을 수 없더라도 동일한 스트림 유형의 다른 오
디오 스트림을 선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udioNormalizationSettings
비디오 표준화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AudioDescription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gorithm" : String,
"AlgorithmControl" : String,
"TargetLkfs" : Double

YAML
Algorithm: String
AlgorithmControl: String
TargetLkfs: Double

Properties
Algorithm
사용할 오디오 정규화 알고리즘입니다. itu17701은 CALM Act 사양을 따르며, itu17702는 EBU R-128 사
양을 따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gorithmControl
CorrectAudio로 설정된 경우 선택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출력 오디오가 수정됩니다. measureOnly로
설정된 경우 오디오가 측정되지만 조정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API 버전 2010-05-15
461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MediaLiv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Lkfs
볼륨을 조정할 목표 LKFS(소리 크기)입니다.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선택된 알고리즘에 따라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CALM Act(1770-1)에서는 -24 LKFS를 목표로 권장합니다. EBU R-128 사양(1770-2)에서는
-23 LKFS를 목표로 권장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udioOnlyHlsSettings
오디오 전용 HLS 출력의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Hls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dioGroupId" : String,
"AudioOnlyImage" : InputLocation (p. 4703),
"AudioTrackType" : String,
"SegmentType" : String

YAML
AudioGroupId: String
AudioOnlyImage:
InputLocation (p. 4703)
AudioTrackType: String
SegmentType: String

Properties
AudioGroupId
오디오 변환이 속한 그룹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dioOnlyImage
오디오 전용 스트림과 함께 사용됩니다. .jpg 또는.png 파일이어야 합니다. 지정된 경우 이 이미지는 오
디오 전용 출력의 표지로 사용됩니다. iPhone 화면에 적합한 형식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iPhone은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단/하단 및 왼쪽/오른쪽에서 가운
데 맞춤 이미지를 자릅니다. 또한 이 이미지 파일은 10초마다 세그먼트 파일에 비트 단위로 저장되므로
{이미지 파일 크기} * {세그먼트 수} * {사용자 수}만큼 대역폭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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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InputLocation (p. 47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dioTrackType
네 가지 유형의 오디오 전용 트랙이 지원됩니다. 오디오 전용 변형 스트림 클라이언트는 저대역폭 시
나리오에서 비디오 대신 이 오디오 전용 스트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HLS 매니페스트에서 EXTX-STREAM-INF로 표현됩니다. 클라이언트가 기본적으로 재생을 시도해야 하는 교차 오디오, 자동
선택, 기본 교차(Alternate Audio, Auto Select, Default Alternate) 변환입니다. HLS 매니페스트에서
DEFAULT=YES, AUTOSELECT=YES의 EXT-X-MEDIA로 표현됩니다. 클라이언트가 기본적으로
재생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교차 오디오, 자동 선택, 기본 외 교차(Alternate Audio, Auto Select, Not
Default Alternate) 변환입니다. HLS 매니페스트에서 DEFAULT=NO, AUTOSELECT=YES의 EXTX-MEDIA로 표현됩니다. 클라이언트가 기본적으로 재생을 시도하지 않는 교차 오디오, 자동 선택 외
교차(Alternate Audio, not Auto Select Alternate) 변환입니다. HLS 매니페스트에서 DEFAULT=NO,
AUTOSELECT=NO의 EXT-X-MEDIA로 표현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gmentType
세그먼트 유형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udioPidSelection
PID 기준으로 오디오를 추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AudioSelecto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id" : Integer

YAML
Pid: Integer

Properties
Pid
이 PID를 기준으로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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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udioSelector
입력에서 추출할 한 오디오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Input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SelectorSettings" : AudioSelectorSettings (p. 4613)

YAML
Name: String
SelectorSettings:
AudioSelectorSettings (p. 4613)

Properties
Name
이 AudioSelector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lectorSettings
입력에서 추출할 특정 오디오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oSelectorSettings (p. 46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udioSelectorSettings
입력에서 추출할 오디오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AudioSelector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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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udioLanguageSelection" : AudioLanguageSelection (p. 4609),
"AudioPidSelection" : AudioPidSelection (p. 4612),
"AudioTrackSelection" : AudioTrackSelection (p. 4616)

YAML
AudioLanguageSelection:
AudioLanguageSelection (p. 4609)
AudioPidSelection:
AudioPidSelection (p. 4612)
AudioTrackSelection:
AudioTrackSelection (p. 4616)

Properties
AudioLanguageSelection
선택할 오디오의 언어 코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oLanguageSelection (p. 46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dioPidSelection
선택할 오디오의 P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oPidSelection (p. 46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dioTrackSelectio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AudioTrackSelection (p. 46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udioSilenceFailoverSettings
지정된 기간 동안 이 입력에서 오디오가 감지되지 않으면 MediaLive가 장애 조치를 수행합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FailoverCondition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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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SelectorName" : String,
"AudioSilenceThresholdMsec" : Integer

YAML
AudioSelectorName: String
AudioSilenceThresholdMsec: Integer

Properties
AudioSelectorName
MediaLive에서 무음을 감지하기 위해 모니터링해야 하는 입력의 오디오 선택기 이름입니다. 가장 중요
한 변환을 선택합니다. 이 입력에서 오디오 선택기를 생성하지 않은 경우 비워 둡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dioSilenceThresholdMsec
자동 입력 장애 조치가 발생하기 전에 활성 입력이 무음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시간(밀리초)입니다. 무음
은 오디오 손실 또는 50dBFS보다 더 조용한 오디오로 정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udioTrack
추출할 하나의 오디오 트랙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러 트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AudioTrackSelection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rack" : Integer

YAML
Track: Integer

Properties
Track
특정 오디오 트랙에 매핑되는 1부터 시작하는 정수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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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udioTrackSelection
추출할 오디오 트랙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AudioSelecto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racks" : [ AudioTrack (p. 4615), ... ]

YAML
Tracks:
- AudioTrack (p. 4615)

Properties
Tracks
소스 내에서 하나 이상의 고유한 오디오 트랙을 선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oTrack (p. 461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utomaticInputFailoverSettings
입력을 비정상으로 정의하고 MediaAlive를 입력 장애 조치 페어의 다른 입력으로 장애 조치하는 조건을 구성
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InputAttachment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rrorClearTimeMsec" : Integer,
"FailoverConditions" : [ FailoverCondition (p. 4653), ... ],
"InputPreference" : String,
"SecondaryInput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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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ErrorClearTimeMsec: Integer
FailoverConditions:
- FailoverCondition (p. 4653)
InputPreference: String
SecondaryInputId: String

Properties
ErrorClearTimeMsec
이 지우기 시간은 복구된 입력이 정상으로 간주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정의합니다. 이 시
간 동안 입력에 장애 조치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시간(밀리초)을 입력합니다. 이 값은 장애 조치 페어의
input_preference가 PRIMARY_INPUT_PREFERRED로 설정된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후에는
MediaLive가 기본 입력으로 다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ailoverConditions
장애 조치 조건 목록입니다. 이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하면 MediAlive가 다른 입력으로의 장애 조치를 수행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ailoverCondition (p. 465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Preference
이전에 실패한 입력이 복구된 경우 활성화할 입력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입력 기본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ondaryInputId
자동 입력 장애 조치 페어에 있는 보조 입력의 입력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vailBlanking
출력의 광고 가능 공백에 대한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EncoderSetting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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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vailBlankingImage" : InputLocation (p. 4703),
"State" : String

YAML
AvailBlankingImage:
InputLocation (p. 4703)
State: String

Properties
AvailBlankingImage
사용할 공백 이미지입니다. 검은색의 경우 비워 둡니다. .bmp 및 .png 이미지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Location (p. 47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
enabled로 설정된 경우 삽입 메타데이터가 추가될 때 비디오, 오디오, 캡션이 비워집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vailConfiguration
출력의 광고 가능 처리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Encode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vailSettings" : AvailSettings (p. 4619)

YAML
Avail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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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Settings (p. 4619)

Properties
AvailSettings
출력의 광고 가능 처리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vailSettings (p. 461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AvailSettings
출력의 광고 가능 설정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AvailConfiguration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cte35SpliceInsert" : Scte35SpliceInsert (p. 4756),
"Scte35TimeSignalApos" : Scte35TimeSignalApos (p. 4757)

YAML
Scte35SpliceInsert:
Scte35SpliceInsert (p. 4756)
Scte35TimeSignalApos:
Scte35TimeSignalApos (p. 4757)

Properties
Scte35SpliceInsert
SCTE-35 스플라이스 삽입 처리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te35SpliceInsert (p. 47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te35TimeSignalApos
SCTE-35 시간 기호 APOS 처리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te35TimeSignalApos (p. 475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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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MediaLive::Channel BlackoutSlate
블랙아웃 슬레이트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Encode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lackoutSlateImage" : InputLocation (p. 4703),
"NetworkEndBlackout" : String,
"NetworkEndBlackoutImage" : InputLocation (p. 4703),
"NetworkId" : String,
"State" : String

YAML
BlackoutSlateImage:
InputLocation (p. 4703)
NetworkEndBlackout: String
NetworkEndBlackoutImage:
InputLocation (p. 4703)
NetworkId: String
State: String

Properties
BlackoutSlateImage
사용할 블랙아웃 슬레이트 이미지입니다. 검은색의 경우 비워 둡니다. .bmp 및 .png 이미지만 지원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Location (p. 47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EndBlackout
enabled로 설정하면 MediaLive가 비디오, 오디오, 캡션을 블랙아웃 처리하고, SCTE104/35 네트워크 종
료 세그먼트화 설명자 발생 시 “Network Blackout Image” 슬레이트를 표시합니다. 블랙아웃은 네트워크
시작 세그먼트화 설명자 발생 시 해제됩니다. 네트워크 종료 및 네트워크 시작 설명자는 네트워크 ID에
입력한 값과 일치하는 네트워크 ID를 포함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EndBlackoutImage
네트워크 종료 블랙아웃 이미지로 사용할 로컬 파일의 경로입니다. 이미지는 전체 출력 래스터를 채우도
록 확장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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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nputLocation (p. 47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Id
EIDR ID 형식과 일치하는 네트워크 ID(예: “10.XXXX/XXXX-XXXX-XXXX-XXXX-XXXX-C”)를 지정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
enabled로 설정된 경우 프로그램 메타데이터로 표시될 때 비디오, 오디오, 캡션이 비워집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BurnIn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번인 캡션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CaptionDestination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ignment" : String,
"BackgroundColor" : String,
"BackgroundOpacity" : Integer,
"Font" : InputLocation (p. 4703),
"FontColor" : String,
"FontOpacity" : Integer,
"FontResolution" : Integer,
"FontSize" : String,
"OutlineColor" : String,
"OutlineSize" : Integer,
"ShadowColor" : String,
"ShadowOpacity" : Integer,
"ShadowXOffset" : Integer,
"ShadowYOffset" : Integer,
"TeletextGridControl" : String,
"XPosition" : Integer,
"YPosition" : Integer

YAML
Alignment: String
BackgroundColor: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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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Opacity: Integer
Font:
InputLocation (p. 4703)
FontColor: String
FontOpacity: Integer
FontResolution: Integer
FontSize: String
OutlineColor: String
OutlineSize: Integer
ShadowColor: String
ShadowOpacity: Integer
ShadowXOffset: Integer
ShadowYOffset: Integer
TeletextGridControl: String
XPosition: Integer
YPosition: Integer

Properties
Alignment
xPosition 또는 yPosition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면 출력의 아래쪽 중앙에
캡션이 배치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맞춤으로 설정하면 출력의 왼쪽 아래에 캡션이 정렬됩니다. 정렬
파라미터와 함께 x 및 y 위치를 지정하면 그러한 좌표를 기준으로 글꼴이 맞춰집니다(왼쪽 또는 가운데).
“smart” 자리 맞추기를 선택하면 실시간 자막은 왼쪽으로, 사전 녹화된 자막은 가운데로 맞춰집니다. 모
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ackgroundColor
캡션 뒤에 있는 사각형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ackgroundOpacity
배경 사각형의 불투명도를 지정합니다. 255는 불투명이고 0은 투명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비워 두는 것
은 0(투명)으로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nt
캡션 번인에 사용되는 외부 글꼴 파일입니다. 파일 확장명은 .ttf 또는 .tte여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입
력 캡션에 대한 출력 글꼴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임베디드, STL 및 텔레텍스트 소스는 엄격한 그리드 시스
템을 사용합니다. 이 캡션 소스를 외부 글꼴과 함께 사용하면 비례식 글자가 갑자기 표시될 수 있습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Location (p. 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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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ntColor
번인 캡션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STL, 608/임베디드 또는 텔레텍스트 소스 캡션에는 유효하
지 않습니다. 이 소스 설정은 이미 캡션 스트림에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ntOpacity
번인 캡션의 불투명도를 지정합니다. 255는 불투명이고 0은 투명입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
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ntResolution
DPI(인치당 도트 수) 단위의 글꼴 해상도입니다. 기본값은 96dpi입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
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ntSize
auto로 설정하면 fontSize가 출력 크기에 맞게 조정됩니다. 양의 정수를 제공하면 정확한 글꼴 크기(포인
트)가 지정됩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lineColor
글꼴 외곽선 색상을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608/임베디드 또는 텔레텍스트 소스 캡션에는 유효하지 않습
니다. 이 소스 설정은 이미 캡션 스트림에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
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lineSize
글꼴 외곽선 크기를 픽셀 단위로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608/임베디드 또는 텔레텍스트 소스 캡션에
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소스 설정은 이미 캡션 스트림에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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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adowColor
캡션에 의해 생기는 섀도우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adowOpacity
그림자의 불투명도를 지정합니다. 255는 불투명이고 0은 투명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비워 두는 것은
0(투명)으로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adowXOffset
캡션을 기준으로 그림자의 수평 오프셋을 픽셀 단위로 지정합니다. 값이 -2이면 그림자가 왼쪽으로 2픽
셀 오프셋됩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adowYOffset
캡션을 기준으로 그림자의 수직 오프셋을 픽셀 단위로 지정합니다. 값이 -2이면 그림자가 텍스트 위로 2
픽셀 오프셋됩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letextGridControl
출력 자막의 비트맵을 생성하는 데 고정 그리드 크기를 사용할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텔레텍스트 입력
및 DVB-Sub/번인 출력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XPosition
출력의 왼쪽을 기준으로 캡션의 수평 위치를 픽셀 단위로 지정합니다. 값이 10이면 출력의 왼쪽에서 10
픽셀 떨어진 곳에서 캡션이 시작됩니다. xPosition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정렬 파라미터에 따라
캡션의 수평 위치가 결정됩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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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YPosition
출력의 위쪽을 기준으로 캡션의 수직 위치를 픽셀 단위로 지정합니다. 값이 10이면 출력의 위쪽에서 10
픽셀 떨어진 곳에서 캡션이 시작됩니다. yPosition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출력의 아래쪽으로 캡
션이 배치됩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CaptionDescription
출력 캡션에 대한 인코딩 정보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Encode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ptionSelectorName" : String,
"DestinationSettings" : CaptionDestinationSettings (p. 4626),
"LanguageCode" : String,
"Language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YAML
CaptionSelectorName: String
DestinationSettings:
CaptionDestinationSettings (p. 4626)
LanguageCode: String
Language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CaptionSelectorName
출력 캡션을 생성할 때 캡션 소스로 사용할 입력 캡션 선택기를 지정합니다. 이 필드는 captionSelector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462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MediaLive

DestinationSettings
대상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캡션 대상에 대한 추가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ptionDestinationSettings (p. 462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nguageCode
ISO 639-2 3자리 코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loc.gov/standards/iso639-2/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nguageDescription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캡션을 나타내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정보(예: English 또는 Spanish)입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캡션 설명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캡션 설명을 출력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름은 채널 내에서 고
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Caption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단일 캡션 인코딩에 대한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CaptionDescription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ribDestinationSettings" : AribDestinationSettings (p. 4604),
"BurnInDestinationSettings" : BurnInDestinationSettings (p. 4621),
"DvbSubDestinationSettings" : DvbSubDestinationSettings (p. 4637),
"EbuTtDDestinationSettings" : EbuTtDDestinationSettings (p. 4647),
"EmbeddedDestinationSettings" : EmbeddedDestinationSettings (p. 4648),
"EmbeddedPlusScte20DestinationSettings" : EmbeddedPlusScte20DestinationSettings (p. 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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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mpCaptionInfoDestinationSettings" : RtmpCaptionInfoDestinationSettings (p. 4750),
"Scte20PlusEmbeddedDestinationSettings" : Scte20PlusEmbeddedDestinationSettings (p. 4754),
"Scte27DestinationSettings" : Scte27DestinationSettings (p. 4755),
"SmpteTtDestinationSettings" : SmpteTtDestinationSettings (p. 4757),
"TeletextDestinationSettings" : TeletextDestinationSettings (p. 4759),
"TtmlDestinationSettings" : TtmlDestinationSettings (p. 4762),
"WebvttDestinationSettings" : WebvttDestinationSettings (p. 4775)

YAML
AribDestinationSettings:
AribDestinationSettings (p. 4604)
BurnInDestinationSettings:
BurnInDestinationSettings (p. 4621)
DvbSubDestinationSettings:
DvbSubDestinationSettings (p. 4637)
EbuTtDDestinationSettings:
EbuTtDDestinationSettings (p. 4647)
EmbeddedDestinationSettings:
EmbeddedDestinationSettings (p. 4648)
EmbeddedPlusScte20DestinationSettings:
EmbeddedPlusScte20DestinationSettings (p. 4648)
RtmpCaptionInfoDestinationSettings:
RtmpCaptionInfoDestinationSettings (p. 4750)
Scte20PlusEmbeddedDestinationSettings:
Scte20PlusEmbeddedDestinationSettings (p. 4754)
Scte27DestinationSettings:
Scte27DestinationSettings (p. 4755)
SmpteTtDestinationSettings:
SmpteTtDestinationSettings (p. 4757)
TeletextDestinationSettings:
TeletextDestinationSettings (p. 4759)
TtmlDestinationSettings:
TtmlDestinationSettings (p. 4762)
WebvttDestinationSettings:
WebvttDestinationSettings (p. 4775)

Properties
Arib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단일 ARIB 캡션 인코딩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ribDestinationSettings (p. 460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rnIn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단일 번인 캡션 인코딩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urnInDestinationSettings (p. 462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vbSub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단일 DVB-Sub 캡션 인코딩에 대한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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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DvbSubDestinationSettings (p. 463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buTtDDestinationSetting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EbuTtDDestinationSettings (p. 4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mbedded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단일 임베디드 캡션 인코딩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mbeddedDestinationSettings (p. 46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mbeddedPlusScte20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단일 임베디드 및 SCTE-20 캡션 인코딩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mbeddedPlusScte20DestinationSettings (p. 46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tmpCaptionInfo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단일 RTMPCaptionInfo 캡션 인코딩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tmpCaptionInfoDestinationSettings (p. 47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te20PlusEmbedded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단일 SCTE20 및 임베디드 캡션 인코딩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te20PlusEmbeddedDestinationSettings (p. 475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te27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단일 SCTE-27 캡션 인코딩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te27DestinationSettings (p. 47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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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teTt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단일 SMPTE-TT 캡션 인코딩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mpteTtDestinationSettings (p. 475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letext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단일 텔레텍스트 캡션 인코딩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eletextDestinationSettings (p. 475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tml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단일 TTML 캡션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tmlDestinationSettings (p. 476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bvtt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단일 WebVTT 캡션 인코딩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WebvttDestinationSettings (p. 477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CaptionLanguageMapping
캡션 채널을 선택적 설명과 함께 ISO 693-2 언어 코드(http://www.loc.gov/standards/iso639-2)로 매핑합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HlsGroup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ptionChannel" : Integer,
"LanguageCode" : String,
"LanguageDescription" : String

YAML
CaptionChannel: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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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Code: String
LanguageDescription: String

Properties
CaptionChannel
이 CaptionLanguageMapping이 설명하는 클로즈드 캡션 채널입니다. 각 채널 매핑에는 고유한 채널 번
호(최대 4개)가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nguageCode
3자 ISO 639-2 언어 코드(http://www.loc.gov/standards/iso639-2 참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nguageDescription
언어에 대한 텍스트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CaptionRectangle
이 텔레텍스트 소스 캡션을 사용하여 만들 출력 캡션의 캡션 사각형을 구성하는 설정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 항목은 TeletextSource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eight" : Double,
"LeftOffset" : Double,
"TopOffset" : Double,
"Width" : Double

YAML
Height: Double
LeftOffset: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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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Offset: Double
Width: Double

Properties
Height
leftOffset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높이의 경우, 직사각형의 전체 높이를 기본 프레임 높이의 백분율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80\"은 사
각형 높이가 기본 프레임 높이의 80%임을 의미합니다. topOffset 및 rectangleHeight는 100% 이하로 추
가되어야 합니다. 이 필드는 TTML 표준의 tts:extent - Y에 해당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eftOffset
출력에서 이러한 소스 캡션을 EBU-TT-D 또는 TTML로 변환하려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출력에 이러
한 형식 중 하나가 없는 경우 기본값을 그대로 두어야 함) 기본 비디오 프레임보다 작은 캡션의 표시 사
각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의 왼쪽 가장자리, 위쪽 가장자리, 아래쪽 가장자리, 오른쪽 가장자리
의 위치를 모두 기본 비디오 프레임 내에서 지정하여 사각형을 정의합니다. 측정값의 단위는 백분율입니
다. 이러한 필드 중 하나에 값을 지정하는 경우, 모든 필드에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leftOffset의 경우, 사각형의 왼쪽 가장자리 위치를 기본 프레임 너비의 백분율로 지정하고 프레임의 왼
쪽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0\"은 측정값이 기본 프레임 너비의 10%임을 의미합니
다. 사각형 왼쪽 가장자리는 프레임 왼쪽 가장자리의 해당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이 필드는 TTML 표준
의 tts:origin - X에 해당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Offset
leftOffset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topOffset의 경우, 사각형의 위쪽 가장자리 위치를 기본 프레임 높이의 백분율로 지정하고 프레임의 위
쪽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0\"은 측정값이 기본 프레임 높이의 10%임을 의미합니
다. 사각형 위쪽 가장자리는 프레임 위쪽 가장자리의 해당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이 필드는 TTML 표준
의 tts:origin - Y에 해당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idth
leftOffset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너비의 경우, 직사각형의 전체 너비를 기본 프레임 너비의 백분율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80\"은 사
각형 너비가 기본 프레임 너비의 80%임을 의미합니다. leftOffset 및 rectangleWidth는 100% 이하로 추
가되어야 합니다. 이 필드는 TTML 표준의 tts:extent - X에 해당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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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CaptionSelector
입력에서 추출할 한 캡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Input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anguageCode" : String,
"Name" : String,
"SelectorSettings" : CaptionSelectorSettings (p. 4633)

YAML
LanguageCode: String
Name: String
SelectorSettings:
CaptionSelectorSettings (p. 4633)

Properties
LanguageCode
지정할 경우, 이 필드는 소스에서 추출할 캡션 트랙의 3자 언어 코드를 표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캡션 선택기의 이름 식별자입니다. 이 이름은 이 캡션 선택기를 하나 이상의 캡션 설명과 연결하는 데 사
용됩니다. 이름은 채널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lectorSettings
입력에서 추출할 특정 오디오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ptionSelectorSettings (p. 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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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CaptionSelectorSettings
캡션 선택기 설정
이 개체의 상위는 CaptionSelector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ncillarySourceSettings" : AncillarySourceSettings (p. 4599),
"AribSourceSettings" : AribSourceSettings (p. 4604),
"DvbSubSourceSettings" : DvbSubSourceSettings (p. 4641),
"EmbeddedSourceSettings" : EmbeddedSourceSettings (p. 4649),
"Scte20SourceSettings" : Scte20SourceSettings (p. 4754),
"Scte27SourceSettings" : Scte27SourceSettings (p. 4755),
"TeletextSourceSettings" : TeletextSourceSettings (p. 4760)

YAML
AncillarySourceSettings:
AncillarySourceSettings (p. 4599)
AribSourceSettings:
AribSourceSettings (p. 4604)
DvbSubSourceSettings:
DvbSubSourceSettings (p. 4641)
EmbeddedSourceSettings:
EmbeddedSourceSettings (p. 4649)
Scte20SourceSettings:
Scte20SourceSettings (p. 4754)
Scte27SourceSettings:
Scte27SourceSettings (p. 4755)
TeletextSourceSettings:
TeletextSourceSettings (p. 4760)

Properties
AncillarySourceSettings
입력에서 추출할 보조 캡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cillarySourceSettings (p. 45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ribSourceSettings
입력에서 추출할 ARIB 캡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ribSourceSettings (p. 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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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vbSubSourceSettings
입력에서 추출할 DVB-Sub 캡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vbSubSourceSettings (p. 464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mbeddedSourceSettings
입력에서 추출할 임베디드 캡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mbeddedSourceSettings (p. 464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te20SourceSettings
입력에서 추출할 SCTE-20 캡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te20SourceSettings (p. 475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te27SourceSettings
입력에서 추출할 SCTE-27 캡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te27SourceSettings (p. 47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letextSourceSettings
입력에서 추출할 텔레텍스트 캡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eletextSourceSettings (p. 47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CdiInputSpecification
이 채널의 입력 사양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다른 입력과 다른 경우 이 채널에 대한 CDI 입력의 주요 특성을
지정합니다.
이 개체는 채널의 최상위 레벨에 위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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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Resolution" : String

YAML
Resolution: String

Properties
Resolution
최대 CDI 입력 해상도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ColorSpacePassthroughSettings
패스스루는 출력에 색상 공간 변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H264ColorSpaceSettings 및 H265ColorSpace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YAML

AWS::MediaLive::Channel DvbNitSettings
DVB NIT의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M2ts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NetworkId" : Integer,
"Network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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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Interval" : Integer

YAML
NetworkId: Integer
NetworkName: String
RepInterval: Integer

Properties
NetworkId
NIT(네트워크 정보 테이블)에 들어갈 숫자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Name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의 networkNameDescriptor에 들어갈 네트워크 이름 텍스트입니다. 최대 길
이는 256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Interval
출력 전송 스트림에서 이 테이블의 인스턴스 간의 시간(밀리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DvbSdtSettings
DVB 서비스 설명 테이블(SDT)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M2ts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OutputSdt" : String,
"RepInterval" : Integer,
"ServiceName" : String,
"ServiceProvider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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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OutputSdt: String
RepInterval: Integer
ServiceName: String
ServiceProviderName: String

Properties
OutputSdt
출력 스트림에 SDT 정보를 삽입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sdtFollow 설정은 SDT 정보를 입력 스트림
에서 출력 스트림으로 복사합니다. sdtFollowIfPresent 설정은 SDT 정보가 입력에 있는 경우 SDT 정보
를 입력 스트림에서 출력 스트림으로 복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 정의 값으로 대체합니다.
sdtManual 설정은 사용자가 SDT 정보를 입력해야 함을 뜻합니다. sdtNone 설정은 출력 스트림에 SDT
정보가 포함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Interval
출력 전송 스트림에서 이 테이블의 인스턴스 간의 시간(밀리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Name
서비스 설명 테이블(SDT)의 serviceDescriptor에 들어갈 서비스 이름입니다. 최대 길이는 256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ProviderName
서비스 설명 테이블(SDT)의 serviceDescriptor에 들어갈 서비스 공급자 이름입니다. 최대 길이는 256자
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DvbSub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DVB-Sub 캡션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CaptionDestinationSetting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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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ignment" : String,
"BackgroundColor" : String,
"BackgroundOpacity" : Integer,
"Font" : InputLocation (p. 4703),
"FontColor" : String,
"FontOpacity" : Integer,
"FontResolution" : Integer,
"FontSize" : String,
"OutlineColor" : String,
"OutlineSize" : Integer,
"ShadowColor" : String,
"ShadowOpacity" : Integer,
"ShadowXOffset" : Integer,
"ShadowYOffset" : Integer,
"TeletextGridControl" : String,
"XPosition" : Integer,
"YPosition" : Integer

YAML
Alignment: String
BackgroundColor: String
BackgroundOpacity: Integer
Font:
InputLocation (p. 4703)
FontColor: String
FontOpacity: Integer
FontResolution: Integer
FontSize: String
OutlineColor: String
OutlineSize: Integer
ShadowColor: String
ShadowOpacity: Integer
ShadowXOffset: Integer
ShadowYOffset: Integer
TeletextGridControl: String
XPosition: Integer
YPosition: Integer

Properties
Alignment
xPosition 또는 yPosition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면 출력의 아래쪽 중앙에
캡션이 배치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맞춤으로 설정하면 출력의 왼쪽 아래에 캡션이 정렬됩니다. 정렬
파라미터와 함께 x 및 y 위치를 지정하면 그러한 좌표를 기준으로 글꼴이 맞춰집니다(왼쪽 또는 가운데).
“smart” 자리 맞추기를 선택하면 실시간 자막은 왼쪽으로, 사전 녹화된 자막은 가운데로 맞춰집니다. 이
옵션은 STL 또는 608/임베디드 소스 캡션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소스 설정은 이미 캡션 스트림에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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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ackgroundColor
캡션 뒤에 있는 사각형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ackgroundOpacity
배경 사각형의 불투명도를 지정합니다. 255는 불투명이고 0은 투명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비워 두는 것
은 0(투명)으로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nt
캡션 번인에 사용되는 외부 글꼴 파일입니다. 파일 확장명은 .ttf 또는 .tte여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입
력 캡션에 대한 출력 글꼴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임베디드, STL 및 텔레텍스트 소스는 엄격한 그리드 시스
템을 사용합니다. 이 캡션 소스를 외부 글꼴과 함께 사용하면 비례식 글자가 갑자기 표시될 수 있습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Location (p. 47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ntColor
번인 캡션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STL, 608/임베디드 또는 텔레텍스트 소스 캡션에는 유효하
지 않습니다. 이 소스 설정은 이미 캡션 스트림에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ntOpacity
번인 캡션의 불투명도를 지정합니다. 255는 불투명이고 0은 투명입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
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ntResolution
DPI(인치당 도트 수) 단위의 글꼴 해상도입니다. 기본값은 96dpi입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
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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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ntSize
auto로 설정하면 fontSize가 출력 크기에 맞게 조정됩니다. 양의 정수를 제공하면 정확한 글꼴 크기(포인
트)가 지정됩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lineColor
글꼴 외곽선 색상을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608/임베디드 또는 텔레텍스트 소스 캡션에는 유효하지 않습
니다. 이 소스 설정은 이미 캡션 스트림에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
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lineSize
글꼴 외곽선 크기를 픽셀 단위로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608/임베디드 또는 텔레텍스트 소스 캡션에
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소스 설정은 이미 캡션 스트림에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adowColor
캡션에 의해 생기는 섀도우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adowOpacity
그림자의 불투명도를 지정합니다. 255는 불투명이고 0은 투명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비워 두는 것은
0(투명)으로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adowXOffset
캡션을 기준으로 그림자의 수평 오프셋을 픽셀 단위로 지정합니다. 값이 -2이면 그림자가 왼쪽으로 2픽
셀 오프셋됩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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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adowYOffset
캡션을 기준으로 그림자의 수직 오프셋을 픽셀 단위로 지정합니다. 값이 -2이면 그림자가 텍스트 위로 2
픽셀 오프셋됩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letextGridControl
출력 자막의 비트맵을 생성하는 데 고정 그리드 크기를 사용할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텔레텍스트 입력
및 DVB-Sub/번인 출력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XPosition
출력의 왼쪽을 기준으로 캡션의 수평 위치를 픽셀 단위로 지정합니다. 값이 10이면 출력의 왼쪽에서 10
픽셀 떨어진 곳에서 캡션이 시작됩니다. xPosition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정렬 파라미터에 따라
캡션의 수평 위치가 결정됩니다. 이 옵션은 STL, 608/임베디드 또는 텔레텍스트 소스 캡션에는 유효하
지 않습니다. 이 소스 설정은 이미 캡션 스트림에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YPosition
출력의 위쪽을 기준으로 캡션의 수직 위치를 픽셀 단위로 지정합니다. 값이 10이면 출력의 위쪽에서 10
픽셀 떨어진 곳에서 캡션이 시작됩니다. yPosition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출력의 아래쪽으로 캡
션이 배치됩니다. 이 옵션은 STL, 608/임베디드 또는 텔레텍스트 소스 캡션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소스 설정은 이미 캡션 스트림에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든 번인 설정과 DVB-Sub 글꼴 설정은 일치
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DvbSubSourceSettings
입력에서 추출할 DVB-Sub 캡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CaptionSelectorSetting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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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id" : Integer

YAML
Pid: Integer

Properties
Pid
DVB-Sub을 번인(burn-in) 또는 SMPTE-TT와 함께 사용할 때는 소스 콘텐츠에 이 PID를 사용해야 합니
다. DVB-Sub 패스스루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DVB-Sub 콘텐츠는 선택기와 관계없이 전달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DvbTdtSettings
DVB 시간 및 날짜 테이블(TDT)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M2ts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pInterval" : Integer

YAML
RepInterval: Integer

Properties
RepInterval
출력 전송 스트림에서 이 테이블의 인스턴스 간의 시간(밀리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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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Eac3Settings
출력의 EAC3 오디오 인코딩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AudioCodec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enuationControl" : String,
"Bitrate" : Double,
"BitstreamMode" : String,
"CodingMode" : String,
"DcFilter" : String,
"Dialnorm" : Integer,
"DrcLine" : String,
"DrcRf" : String,
"LfeControl" : String,
"LfeFilter" : String,
"LoRoCenterMixLevel" : Double,
"LoRoSurroundMixLevel" : Double,
"LtRtCenterMixLevel" : Double,
"LtRtSurroundMixLevel" : Double,
"MetadataControl" : String,
"PassthroughControl" : String,
"PhaseControl" : String,
"StereoDownmix" : String,
"SurroundExMode" : String,
"SurroundMode" : String

YAML
AttenuationControl: String
Bitrate: Double
BitstreamMode: String
CodingMode: String
DcFilter: String
Dialnorm: Integer
DrcLine: String
DrcRf: String
LfeControl: String
LfeFilter: String
LoRoCenterMixLevel: Double
LoRoSurroundMixLevel: Double
LtRtCenterMixLevel: Double
LtRtSurroundMixLevel: Double
MetadataControl: String
PassthroughControl: String
PhaseControl: String
StereoDownmix: String
SurroundExMode: String
SurroundMod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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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ttenuationControl
attenuate3Db로 설정된 경우 서라운드 채널에 3dB 감쇠를 적용합니다. 3/2 코딩 모드에만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itrate
평균 비트레이트(비트/초)입니다. 유효한 비트레이트는 코딩 모드에 따라 다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itstreamMode
방출된 E-AC-3 스트림에 대해 비트스트림 모드(bsmod)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TSC
A/52-2012(부록 E)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dingMode
Dolby Digital Plus 코딩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 따라 채널 수가 결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cFilter
enabled로 설정된 경우 모든 입력 채널에 대해 DC highpass 필터를 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alnorm
출력의 dialnorm을 설정합니다. 비어 있고 입력 오디오가 Dolby Digital Plus인 경우, dialnorm이 전달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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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cLine
Dolby 동적 범위 압축 프로파일을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rcRf
순간적인 신호 피크가 지정된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헤비 Dolby 동적 범위 압축의 프로파일을 설
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feControl
3/2 오디오를 인코딩할 때 lfe로 설정하면 LFE 채널이 활성화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feFilter
enabled로 설정된 경우 인코딩 전에 LFE 채널에 120Hz lowpass 필터를 적용합니다. codingMode32 코
딩 모드에서만 유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RoCenterMixLevel
왼쪽만(Lo)/오른쪽만(Ro) 센터 믹스 레벨입니다. 3/2 코딩 모드에만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RoSurroundMixLevel
왼쪽만(Lo)/오른쪽만(Ro) 서라운드 믹스 레벨입니다. 3/2 코딩 모드에만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tRtCenterMixLevel
왼쪽 토탈(Lt)/오른쪽 토탈(Rt) 센터 믹스 레벨입니다. 3/2 코딩 모드에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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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tRtSurroundMixLevel
왼쪽 토탈(Lt)/오른쪽 토탈(Rt) 서라운드 믹스 레벨입니다. 3/2 코딩 모드에만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adataControl
followInput으로 설정된 경우 인코더 메타데이터는 이 오디오 데이터를 공급한 DD, DD+ 또는 DolbyE 디
코더에서 생성됩니다. 오디오가 이 스트림 중 하나에서 공급되지 않는 경우 정적 메타데이터 설정이 사
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ssthroughControl
whenPossible로 설정된 경우 입력 DD+ 오디오가 입력에 있으면 전달됩니다. 이러한 감지는 트랜스코드
의 수명 전반에 걸쳐 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DD+ 콘텐츠와 DD+가 아닌 콘텐츠를 교대로 입력하면 시
스템에서 패스스루와 인코딩을 번갈아 하기 때문에 일정한 DD+ 출력을 얻게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haseControl
shift90Degrees로 설정된 경우 서라운드 채널에 90도 단계 전환을 적용합니다. 3/2 코딩 모드에만 사용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ereoDownmix
스테레오 다운믹스 기본 설정입니다. 3/2 코딩 모드에만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rroundExMode
3/2 오디오를 인코딩할 때 센터 후면의 추가 서라운드 채널을 왼쪽 및 오른쪽 서라운드 채널에 매트릭스
인코딩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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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rroundMode
2/0 오디오를 인코딩할 때 Dolby Surround를 두 채널에 매트릭스 인코딩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EbuTtD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EBU-TT 캡션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CaptionDestination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pyrightHolder" : String,
"FillLineGap" : String,
"FontFamily" : String,
"StyleControl" : String

YAML
CopyrightHolder: String
FillLineGap: String
FontFamily: String
StyleControl: String

Properties
CopyrightHolder
출력에서 이러한 소스 캡션을 EBU-TT-D 또는 TTML로 변환하려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TTML의 저작
권 메타데이터 태그에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을 포함하려면 이 필드를 입력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lLineGap
여러 줄 캡션의 줄 사이 공백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 enabled: 입력 캡션에 지정된 대로 캡션
배경색을 채웁니다. - disabled: 공백을 채우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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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ntFamily
EBU-TT 캡션에 연결된 글꼴 데이터에 포함할 글꼴 패밀리를 지정합니다. StyleControl이 include로 설정
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이 필드를 비워 두면 글꼴 패밀리가 “monospaced”로 설정됩니다. StyleControl
이 exclude로 설정된 경우 글꼴 패밀리는 항상 “monospaced”로 설정됩니다. 글꼴 패밀리만 지정합니다.
다른 모든 스타일 정보(색상, 굵기, 위치 등)는 입력 캡션에서 복사됩니다. 다운스트림 플레이어에서 크
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크기는 항상 100%로 설정됩니다. - 글꼴 패밀리 목록을 쉼표로 구분된 글꼴 이
름 목록으로 기본 설정의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이름은 글꼴 패밀리(예: “Arial”) 또는 일반 글꼴 패밀리
(예: “serif”) 또는 “default"(다운스트림 플레이어에서 글꼴을 선택할 수 있음)일 수 있습니다. - 패밀리를
“monospace”로 설정하려면 비워 둡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yleControl
EBU-TT 캡션에 연결된 글꼴 데이터에 포함할 스타일 정보(글꼴 색상 및 글꼴 위치 등)를 지정합니다. include: 소스 캡션에서 스타일 정보(글꼴 색상 및 글꼴 위치 등)를 가져와 해당 정보를 EBU-TT 캡션에
연결된 글꼴 데이터에 포함합니다. 이 옵션은 소스 캡션이 Embedded 또는 Teletext인 경우에만 유효합
니다. - exclude: EBU-TT 캡션에 연결된 글꼴 데이터에서 글꼴 패밀리를 “monospaced”로 설정합니다.
다른 스타일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Embedded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임베디드 캡션에 대한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CaptionDestination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YAML

AWS::MediaLive::Channel EmbeddedPlusScte20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임베디드 및 SCTE-20 캡션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CaptionDestinationSetting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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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YAML

AWS::MediaLive::Channel EmbeddedSourceSettings
입력에서 추출할 임베디드 캡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CaptionSelecto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vert608To708" : String,
"Scte20Detection" : String,
"Source608ChannelNumber" : Integer,
"Source608TrackNumber" : Integer

YAML
Convert608To708: String
Scte20Detection: String
Source608ChannelNumber: Integer
Source608TrackNumber: Integer

Properties
Convert608To708
이 속성이 upconvert일 경우 608 데이터가 708 래퍼의 "608 호환성 바이트" 필드를 통해 전달되는 동시
에 708로도 변환됩니다. 소스 콘텐츠에 708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이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te20Detection
간헐적 또는 정렬되지 않은 SCTE-20 및 임베디드 캡션이 포함된 스트림을 처리하려면 "auto"로 설정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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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608ChannelNumber
캡션을 추출할 비디오 트랙의 608/708 채널 번호를 지정합니다. 패스스루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608TrackNumber
이 필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EncoderSettings
출력 인코딩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개체는 채널의 최상위 레벨에 위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dioDescriptions" : [ AudioDescription (p. 4607), ... ],
"AvailBlanking" : AvailBlanking (p. 4617),
"AvailConfiguration" : AvailConfiguration (p. 4618),
"BlackoutSlate" : BlackoutSlate (p. 4620),
"CaptionDescriptions" : [ CaptionDescription (p. 4625), ... ],
"FeatureActivations" : FeatureActivations (p. 4654),
"GlobalConfiguration" : GlobalConfiguration (p. 4660),
"MotionGraphicsConfiguration" : MotionGraphicsConfiguration (p. 4724),
"NielsenConfiguration" : NielsenConfiguration (p. 4738),
"OutputGroups" : [ OutputGroup (p. 4742), ... ],
"TimecodeConfig" : TimecodeConfig (p. 4761),
"VideoDescriptions" : [ VideoDescription (p. 4767), ... ]

YAML
AudioDescriptions:
- AudioDescription (p. 4607)
AvailBlanking:
AvailBlanking (p. 4617)
AvailConfiguration:
AvailConfiguration (p. 4618)
BlackoutSlate:
BlackoutSlate (p. 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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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Descriptions:
- CaptionDescription (p. 4625)
FeatureActivations:
FeatureActivations (p. 4654)
GlobalConfiguration:
GlobalConfiguration (p. 4660)
MotionGraphicsConfiguration:
MotionGraphicsConfiguration (p. 4724)
NielsenConfiguration:
NielsenConfiguration (p. 4738)
OutputGroups:
- OutputGroup (p. 4742)
TimecodeConfig:
TimecodeConfig (p. 4761)
VideoDescriptions:
- VideoDescription (p. 4767)

Properties
AudioDescriptions
출력 오디오에 대한 인코딩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oDescription (p. 460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vailBlanking
광고 가능 공백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vailBlanking (p. 46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vailConfiguration
광고 가능 처리에 대한 구성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vailConfiguration (p. 461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lackoutSlate
블랙아웃 슬레이트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lackoutSlate (p. 46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ptionDescriptions
출력 캡션에 대한 인코딩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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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aptionDescription (p. 462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eatureActivations
특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eatureActivations (p. 465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lobalConfiguration
전체 채널에 적용되는 구성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lobalConfiguration (p. 46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tionGraphicsConfiguration
채널에서 모션 그래픽 오버레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구성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otionGraphicsConfiguration (p. 47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ielsenConfiguration
Nielsen 워터마크를 구성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ielsenConfiguration (p. 473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Groups
채널의 출력 그룹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utputGroup (p. 474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codeConfig
입력에서 타임코드 정보를 가져오고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설정이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imecodeConfig (p. 476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deoDescriptions
출력 비디오의 인코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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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VideoDescription (p. 476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FailoverCondition
장애 조치 조건 설정입니다. AutomaticInputFailoverSettings 안에 다수의 장애 조치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
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AutomaticInputFailove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ailoverConditionSettings" : FailoverConditionSettings (p. 4653)

YAML
FailoverConditionSettings:
FailoverConditionSettings (p. 4653)

Properties
FailoverConditionSettings
특정 장애 조치 조건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ailoverConditionSettings (p. 46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FailoverConditionSettings
단일 장애 조치 조건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FailoverCondition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dioSilenceSettings" : AudioSilenceFailoverSettings (p. 4614),
"InputLossSettings" : InputLossFailoverSettings (p. 4705),
"VideoBlackSettings" : VideoBlackFailoverSettings (p. 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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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udioSilenceSettings:
AudioSilenceFailoverSettings (p. 4614)
InputLossSettings:
InputLossFailoverSettings (p. 4705)
VideoBlackSettings:
VideoBlackFailoverSettings (p. 4765)

Properties
AudioSilenceSettings
지정된 오디오 선택기가 지정된 기간 동안 무음 상태로 유지되면 MediaLive가 장애 조치를 수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oSilenceFailoverSettings (p. 461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LossSettings
지정된 기간 동안 이 입력에서 콘텐츠가 감지되지 않으면 MediaLive가 장애 조치를 수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LossFailoverSettings (p. 470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deoBlackSettings
지정된 기간 동안 콘텐츠가 검은색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MediaLive가 장애 조치를 수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deoBlackFailoverSettings (p. 476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FeatureActivations
특정 기능을 활성화하는 설정입니다. 채널에서 활성화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기능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Encode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putPrepareScheduleActions" : String

YAML
InputPrepareScheduleActions: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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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InputPrepareScheduleActions
입력 준비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일정에 입력 준비 작업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기존 일정에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려면 먼저 모든 입력 준비 작업을 일정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FecOutputSettings
FEC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UdpOutput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lumnDepth" : Integer,
"IncludeFec" : String,
"RowLength" : Integer

YAML
ColumnDepth: Integer
IncludeFec: String
RowLength: Integer

Properties
ColumnDepth
SMPTE 2022-1의 파라미터 D입니다. FEC 보호 매트릭스의 높이입니다. 열 오류 수정 패킷당 전송 스트
림 패킷 수입니다. 4~20(포함) 사이의 수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Fec
열만 있는 FEC 또는 열과 행이 모두 있는 FEC를 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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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Length
SMPTE 2022-1의 파라미터 L입니다. FEC 보호 매트릭스의 너비입니다. 1~20(경계값 포함)이어야 합니
다. 열 FEC만 사용하는 경우 값이 클수록 안정성이 증가합니다. 행 FEC를 사용하는 경우 이것은 행 오
류 수정 패킷당 전송 스트림 패킷 수이며, includeFec가 columnAndRow라면 값은 4~20(경계값 포함)이
어야 합니다. includeFec가 column이라면 이 값은 1~20(경계값 포함)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Fmp4HlsSettings
FMP4 컨테이너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Hls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dioRenditionSets" : String,
"NielsenId3Behavior" : String,
"TimedMetadataBehavior" : String

YAML
AudioRenditionSets: String
NielsenId3Behavior: String
TimedMetadataBehavior: String

Properties
AudioRenditionSets
비디오 출력 스트림에 사용되는 모든 오디오 그룹을 나열합니다. 비디오에 연결된 모든 오디오 GROUPID를 ','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ielsenId3Behavior
passthrough로 설정된 경우 입력 오디오에서 미디어 추적을 위한 Nielsen 무음 신호음이 감지되고 출력
에는 그에 해당하는 ID3 태그가 삽입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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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dMetadataBehavior
passthrough로 설정된 경우 시간이 지정된 메타데이터가 입력에서 출력으로 전달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FrameCaptureCdnSettings
프레임 캡처 출력의 대상을 구성하는 설정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 항목은 FrameCaptureGroup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rameCaptureS3Settings" : FrameCaptureS3Settings (p. 4659)

YAML
FrameCaptureS3Settings:
FrameCaptureS3Settings (p. 4659)

Properties
FrameCaptureS3Settings
Amazon S3를 이 프레임 캡처 출력의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rameCaptureS3Settings (p. 465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FrameCaptureGroupSettings
프레임 캡처 출력 그룹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Group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Destination" : OutputLocationRef (p. 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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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meCaptureCdnSettings" : FrameCaptureCdnSettings (p. 4657)

YAML
Destination:
OutputLocationRef (p. 4745)
FrameCaptureCdnSettings:
FrameCaptureCdnSettings (p. 4657)

Properties
Destination
프레임 캡처 파일의 대상입니다. 대상은 Amazon S3 버킷 및 객체의 URI와 파일 이름 접두사(예: s3ssl://
sportsDelivery/highlights/20180820/curling_) 또는 MediaStore 컨테이너의 URI와 파일 이름 접두사(예:
mediastoressl://sportsDelivery/20180820/curling _)입니다. 최종 파일 이름은 대상 필드의 접두사(예:
“curling_”) + 이름 한정자 + 카운터(00001로 시작하는 5자리) + 확장명(항상 .jpg)으로 구성됩니다. 예:
curlingLow.00001.jpg
Required: 아니요
Type: OutputLocationRef (p. 474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ameCaptureCdnSettings
프레임 캡처 출력의 대상을 구성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rameCaptureCdnSettings (p. 465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FrameCaptureHlsSettings
HLS 출력 그룹의 프레임 캡처 출력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Hls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YAML

AWS::MediaLive::Channel FrameCaptureOutputSettings
프레임 캡처 출력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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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Modifier" : String

YAML
NameModifier: String

Properties
NameModifier
출력 그룹에 둘 이상의 출력이 포함된 경우 필요합니다. 이 한정자는 출력 파일 이름의 일부를 형성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FrameCaptureS3Settings
Amazon S3를 이 프레임 캡처 출력의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이 개체의 상위 항목은 FrameCaptureCdn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nnedAcl" : String

YAML
CannedAcl: String

Properties
CannedAcl
각 S3 요청에 적용할 미리 준비된 ACL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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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FrameCaptureSettings
프레임 캡처 설정입니다.
이 엔티티의 상위 항목은 VideoCodec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ptureInterval" : Integer,
"CaptureIntervalUnits" : String

YAML
CaptureInterval: Integer
CaptureIntervalUnits: String

Properties
CaptureInterval
출력에 포함할 프레임 캡처 빈도(초)입니다. 예를 들어 “10"은 10초마다 프레임을 캡처하는 것을 의미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ptureIntervalUnits
프레임 캡처 간격의 단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GlobalConfiguration
전체 채널에 적용되는 구성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Encode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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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InitialAudioGain" : Integer,
"InputEndAction" : String,
"InputLossBehavior" : InputLossBehavior (p. 4704),
"OutputLockingMode" : String,
"OutputTimingSource" : String,
"SupportLowFramerateInputs" : String

YAML
InitialAudioGain: Integer
InputEndAction: String
InputLossBehavior:
InputLossBehavior (p. 4704)
OutputLockingMode: String
OutputTimingSource: String
SupportLowFramerateInputs: String

Properties
InitialAudioGain
채널의 초기 오디오 게인을 설정하는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EndAction
현재 입력이 완료될 때(예: 파일 끝) 수행할 작업을 나타냅니다. switchAndLoopInput이 구성된 경우
MediaLive가 첫 번째 입력 시작 시에 다시 시작됩니다. "none"이 구성된 경우 MediaLive가 다음 입력 전
환(채널 예약 API를 통해 제어됨)이 발생할 때까지 “Input Loss Behavior” 구성에 따라 검은색, 단색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슬레이트 이미지를 트랜스코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LossBehavior
입력이 손실될 때의 시스템 동작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LossBehavior (p. 470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LockingMode
MediaLive 파이프라인이 동기화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PIPELINELOCKING - MediaLive가 각 파이프
라인의 출력을 다른 파이프라인과 동기화하려고 시도합니다. EPOCHLOCKING - MediaLive가 각 파이
프라인의 출력을 Unix epoch와 동기화하려고 시도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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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TimingSource
라이브 인코더가 방출하는 프레임 속도를 시스템 클록(선택적으로 NTP를 통해 다른 소스에 잠글 수 있
음)을 기준으로 조절할지 아니면 입력 스트림이 제공하는 소스의 클록에 잠글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pportLowFramerateInputs
매우 낮은 비디오 프레임 속도로 스트림에 대한 비디오 입력 버퍼를 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당 비디
오 프레임이 1 이하인 음악 채널에서 활성으로 설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H264ColorSpaceSettings
H264 비디오 인코딩에서 색상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H264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lorSpacePassthroughSettings" : ColorSpacePassthroughSettings (p. 4635),
"Rec601Settings" : Rec601Settings (p. 4749),
"Rec709Settings" : Rec709Settings (p. 4749)

YAML
ColorSpacePassthroughSettings:
ColorSpacePassthroughSettings (p. 4635)
Rec601Settings:
Rec601Settings (p. 4749)
Rec709Settings:
Rec709Settings (p. 4749)

Properties
ColorSpacePassthroughSetting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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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olorSpacePassthroughSettings (p. 46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601Settings
Rec601 색상 공간의 처리를 구성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c601Settings (p. 474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709Settings
Rec709 색상 공간의 처리를 구성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c709Settings (p. 474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H264FilterSettings
H264 코덱에 적용되는 비디오 필터를 구성하는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H264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emporalFilterSettings" : TemporalFilterSettings (p. 4760)

YAML
TemporalFilterSettings:
TemporalFilterSettings (p. 4760)

Properties
TemporalFilterSettings
비디오에 시간 필터를 적용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emporalFilterSettings (p. 47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H264Settings
출력의 H.264 코덱에 대한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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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엔티티의 상위 항목은 VideoCodec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aptiveQuantization" : String,
"AfdSignaling" : String,
"Bitrate" : Integer,
"BufFillPct" : Integer,
"BufSize" : Integer,
"ColorMetadata" : String,
"ColorSpaceSettings" : H264ColorSpaceSettings (p. 4662),
"EntropyEncoding" : String,
"FilterSettings" : H264FilterSettings (p. 4663),
"FixedAfd" : String,
"FlickerAq" : String,
"ForceFieldPictures" : String,
"FramerateControl" : String,
"FramerateDenominator" : Integer,
"FramerateNumerator" : Integer,
"GopBReference" : String,
"GopClosedCadence" : Integer,
"GopNumBFrames" : Integer,
"GopSize" : Double,
"GopSizeUnits" : String,
"Level" : String,
"LookAheadRateControl" : String,
"MaxBitrate" : Integer,
"MinIInterval" : Integer,
"NumRefFrames" : Integer,
"ParControl" : String,
"ParDenominator" : Integer,
"ParNumerator" : Integer,
"Profile" : String,
"QualityLevel" : String,
"QvbrQualityLevel" : Integer,
"RateControlMode" : String,
"ScanType" : String,
"SceneChangeDetect" : String,
"Slices" : Integer,
"Softness" : Integer,
"SpatialAq" : String,
"SubgopLength" : String,
"Syntax" : String,
"TemporalAq" : String,
"TimecodeInsertion" : String

YAML
AdaptiveQuantization: String
AfdSignaling: String
Bitrate: Integer
BufFillPct: Integer
BufSize: Integer
ColorMetadata: String
ColorSpaceSettings:
H264ColorSpaceSettings (p. 4662)
EntropyEncoding: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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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Settings:
H264FilterSettings (p. 4663)
FixedAfd: String
FlickerAq: String
ForceFieldPictures: String
FramerateControl: String
FramerateDenominator: Integer
FramerateNumerator: Integer
GopBReference: String
GopClosedCadence: Integer
GopNumBFrames: Integer
GopSize: Double
GopSizeUnits: String
Level: String
LookAheadRateControl: String
MaxBitrate: Integer
MinIInterval: Integer
NumRefFrames: Integer
ParControl: String
ParDenominator: Integer
ParNumerator: Integer
Profile: String
QualityLevel: String
QvbrQualityLevel: Integer
RateControlMode: String
ScanType: String
SceneChangeDetect: String
Slices: Integer
Softness: Integer
SpatialAq: String
SubgopLength: String
Syntax: String
TemporalAq: String
TimecodeInsertion: String

Properties
AdaptiveQuantization
적응 양자화입니다. 화질 개선을 위해 프레임 내부의 양자화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fdSignaling
AFD 값이 출력 스트림에 작성됨을 나타냅니다. afdSignaling이 auto이면 시스템은 (다수의 AFD 값이 유
효한 경우) 입력 AFD 값을 보존하려 합니다. fixed로 설정된 경우 AFD 값은 fixedAfd 파라미터에 구성된
값이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itrate
평균 비트레이트(비트/초)입니다. 속도 제어 모드가 VBR 또는 CBR일 때 필요합니다. QVBR에는 사용되
지 않습니다. Microsoft Smooth 출력 그룹에서 각각의 출력은 비트레이트를 가장 가까운 1,000의 배수로
반내림했을 때 고유한 값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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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fFillPct
처음에 채워져 있어야 하는 버퍼 비율입니다(HRD 버퍼 모델).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fSize
버퍼(HRD 버퍼 모델)의 크기(비트/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lorMetadata
출력에 색상 공간 메타데이터를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lorSpaceSettings
비디오의 색상 공간 처리를 구성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264ColorSpaceSettings (p. 466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tropyEncoding
엔트로피 인코딩 모드입니다. cabac(Main 또는 High 프로파일이어야 함) 또는 cavlc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terSettings
인코딩에 적용할 수 있는 선택적 필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264FilterSettings (p. 46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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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Afd
출력 스트림의 모든 비디오 프레임에 작성할 4비트 AFD 값입니다. afdSignaling이 Fixed로 설정된 경우
에만 유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lickerAq
enabled로 설정된 경우 각 프레임의 양자화를 조정하여 I-프레임의 깜박임 또는 '튐'을 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rceFieldPictures
이 설정은 스캔 유형이 “interlaced”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코딩이 필드 단위로 수행되는지 프레임 단
위로 수행되는지 제어합니다. (비디오가 프로그레시브인 경우 코딩은 항상 프레임 단위로 수행됩니
다.) enabled: MediaLive가 필드 단위로 코딩하여 홀수 및 짝수 필드 세트가 별도로 코딩되도록 합니다.
disabled: 콘텐츠에 더 적합한 방식에 따라 두 필드 세트를 필드 단위로 각각 코딩하거나 PAFF를 사용해
프레임 단위로 함께 코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amerateControl
출력 비디오 프레임 속도가 지정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specified"를 선택하면 출력 비디오 프레임 속
도가 framerateNumerator 및 framerateDenominator로 결정됩니다. "initializeFromSource"를 선택하면
출력 비디오 프레임 속도가 첫 번째 입력의 입력 비디오 프레임 속도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amerateDenominator
프레임 속도 분모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amerateNumerator
프레임 속도 분자입니다. 프레임 속도는 분수(예: 24000/1001 = 23.976fps)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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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BReference
enabled인 경우 B 프레임이 1보다 큰 GOP 구조에 참조 B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opClosedCadence
닫힌 GOP의 빈도입니다.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미드스트림에 조인하는 디코더가 최대한 빨리
IDR 프레임을 받을 수 있게 이것을 1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값을 0으로 설정하면 출력 세그먼트
화가 중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opNumBFrames
참조 프레임 사이의 B-프레임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opSize
프레임이나 gopSizeUnits/초 단위로 표시한 GOP 크기(키프레임 간격)입니다. 값은 0보다 커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opSizeUnits
gopSize가 프레임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초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초인 경우 런타임 시
gopSize가 프레임 수로 변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evel
H.264 레벨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okAheadRateControl
lookahead 크기입니다. 값이 낮으면 지연 시간과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으며, 값이 높으면 특정
콘텐츠를 더 뛰어난 품질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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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Bitrate
QVBR의 경우: 품질 수준에 대한 도구 설명을 참조합니다. VBR의 경우: 비디오 복잡성이 증가하는 부분
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 비트레이트를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IInterval
sceneChangeDetect가 enabled로 설정된 상태에서만 유의미합니다. 이 설정은 반복되는(케이던스) I-프
레임과 장면 변경 감지에 의해 삽입된 I-프레임을 구분하도록 합니다. 장면 변경 I-프레임이 케이던스 I프레임의 I-간격 프레임에 속하는 경우, 장면 변경 I-프레임에 맞게 GOP가 줄어들거나 늘어납니다. GOP
를 연장하려면 lookahead를 활성화하는 한편 I-간격도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 번 GOP부터는 정상 케이
던스가 재개됩니다. 참고로 최대 GOP 연장 = GOP 크기 + 최소 I-간격 - 1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RefFrames
사용할 참조 프레임 수입니다. B-프레임 또는 인터레이싱 인코딩을 사용하는 경우 인코더가 요청된 것보
다 많은 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Control
출력 픽셀 종횡비가 지정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specified”를 선택하는 경우 출력 비디오 픽셀 종횡비
는 parNumerator 및 parDenominator로 결정됩니다. “initializeFromSource”를 선택하면 출력 픽셀 종횡
비는 첫 번째 입력의 입력 비디오 픽셀 종횡비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Denominator
픽셀 종횡비의 분모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Numerator
픽셀 종횡비의 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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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file
H.264 프로파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alityLevel
STANDARD_QUALITY로 두거나 다른 값을 선택합니다(채널을 실행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
음). - ENHANCED_QUALITY: 비트레이트를 증가시키지 않고 약간 더 나은 비디오 품질을 생성합니다.
속도 제어 모드가 QVBR 또는 CBR인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채널이 MediaLive 멀티플렉스에
있는 경우 값은 ENHANCED_QUALITY이어야 합니다. - STANDARD_QUALITY: 모든 속도 제어 모드에
유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vbrQualityLevel
비디오 인코딩의 목표 품질을 제어합니다. 속도 제어 모드가 QVBR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
한 시청 디바이스에 적합한 QVBR 품질 수준 필드와 최대 비트레이트 필드의 값을 설정합니다. 권장 값:
- 기본 화면: 품질 수준: 8~10. 최대 비트레이트: 4M - PC 또는 태블릿: 품질 수준: 7. 최대 비트레이트:
1.5M~3M - 스마트폰: 품질 수준: 6. 최대 비트레이트: 1M~1.5M.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teControlMode
속도 제어 모드입니다. QVBR: 품질이 최대 비트레이트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품
질 수준과 일치합니다.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대역폭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 권장됩니다. VBR: 품
질 및 비트레이트가 비디오 복잡성에 따라 변경됩니다. 채널 기간 동안 특정 평균 비트레이트를 유지하
려는 경우 QVBR 대신에 권장됩니다. CBR: 비디오 품질이 비디오 복잡성에 따라 변경됩니다. 자산을 가
변 비트레이트를 처리할 수 없는 디바이스에 배포하는 경우에만 권장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anType
출력의 스캔 유형을 프로그레시브 또는 TFF(Top-Field-First) 인터레이스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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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eneChangeDetect
장면 변경 감지입니다. On: 장면 변경이 감지되면 I-프레임을 삽입합니다. Off: 장면 변경이 감지될 때 I프레임을 강제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lices
사진당 슬라이스 수입니다. 이 수는 프로그레시브 사진의 경우 매크로블록 행 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
고, 인터레이싱된 사진의 경우 매크로블록 행 수의 절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 필드는 선택 사항
입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MediaLive는 인코딩 해상도에 따라 슬라이스 수를 선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ftness
부드러움입니다. 양자화기 매트릭스를 선택합니다. 값이 크면 인코딩된 이미지의 고빈도 콘텐츠가 줄어
듭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atialAq
enabled로 설정된 경우 콘텐츠 복잡성의 공간 변이를 기준으로 각 프레임의 양자화를 조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gopLength
fixed로 설정된 경우 서브 GOP마다 gopNumBFrames B-프레임을 사용합니다. dynamic으로 설정된 경
우 각 서브 GOP에 사용되는 B-프레임 수를 최적화하여 시각적 품질을 개선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yntax
SMPTE RP-2027 규격에 맞는 비트스트림을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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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Aq
enabled로 설정된 경우 콘텐츠 복잡성의 시간 변이를 기준으로 각 프레임의 양자화를 조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codeInsertion
타임코드를 비디오 기본 스트림에 삽입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disabled: 타임코드를 포함하지 않습니
다. picTimingSei: 타임코드 구성에서 지정한 소스에서 사진 타이밍 SEI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H265ColorSpaceSettings
H265 색상 공간 설정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H265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lorSpacePassthroughSettings" : ColorSpacePassthroughSettings (p. 4635),
"Hdr10Settings" : Hdr10Settings (p. 4680),
"Rec601Settings" : Rec601Settings (p. 4749),
"Rec709Settings" : Rec709Settings (p. 4749)

YAML
ColorSpacePassthroughSettings:
ColorSpacePassthroughSettings (p. 4635)
Hdr10Settings:
Hdr10Settings (p. 4680)
Rec601Settings:
Rec601Settings (p. 4749)
Rec709Settings:
Rec709Settings (p. 4749)

Properties
ColorSpacePassthroughSettings
비디오의 색상 공간을 패스스루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lorSpacePassthroughSettings (p. 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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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dr10Settings
HDR10 색상 공간의 처리를 구성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dr10Settings (p. 468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601Settings
Rec601 색상 공간의 처리를 구성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c601Settings (p. 474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709Settings
Rec709 색상 공간의 처리를 구성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c709Settings (p. 474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H265FilterSettings
H265 코덱에 적용되는 비디오 필터를 구성하는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H265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emporalFilterSettings" : TemporalFilterSettings (p. 4760)

YAML
TemporalFilterSettings:
TemporalFilterSettings (p. 4760)

Properties
TemporalFilterSetting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TemporalFilterSettings (p. 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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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H265Settings
H265 설정
이 엔티티의 상위 항목은 VideoCodec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aptiveQuantization" : String,
"AfdSignaling" : String,
"AlternativeTransferFunction" : String,
"Bitrate" : Integer,
"BufSize" : Integer,
"ColorMetadata" : String,
"ColorSpaceSettings" : H265ColorSpaceSettings (p. 4672),
"FilterSettings" : H265FilterSettings (p. 4673),
"FixedAfd" : String,
"FlickerAq" : String,
"FramerateDenominator" : Integer,
"FramerateNumerator" : Integer,
"GopClosedCadence" : Integer,
"GopSize" : Double,
"GopSizeUnits" : String,
"Level" : String,
"LookAheadRateControl" : String,
"MaxBitrate" : Integer,
"MinIInterval" : Integer,
"ParDenominator" : Integer,
"ParNumerator" : Integer,
"Profile" : String,
"QvbrQualityLevel" : Integer,
"RateControlMode" : String,
"ScanType" : String,
"SceneChangeDetect" : String,
"Slices" : Integer,
"Tier" : String,
"TimecodeInsertion" : String

YAML
AdaptiveQuantization: String
AfdSignaling: String
AlternativeTransferFunction: String
Bitrate: Integer
BufSize: Integer
ColorMetadata: String
ColorSpaceSettings:
H265ColorSpaceSettings (p. 4672)
FilterSettings:
H265FilterSettings (p. 4673)
FixedAfd: String
FlickerAq: String
FramerateDenominator: Integer
FramerateNumerator: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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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ClosedCadence: Integer
GopSize: Double
GopSizeUnits: String
Level: String
LookAheadRateControl: String
MaxBitrate: Integer
MinIInterval: Integer
ParDenominator: Integer
ParNumerator: Integer
Profile: String
QvbrQualityLevel: Integer
RateControlMode: String
ScanType: String
SceneChangeDetect: String
Slices: Integer
Tier: String
TimecodeInsertion: String

Properties
AdaptiveQuantization
적응 양자화입니다. 화질 개선을 위해 프레임 내부의 양자화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fdSignaling
AFD 값이 출력 스트림에 작성됨을 나타냅니다. afdSignaling이 “auto”이면 시스템은 (다수의 AFD 값이
유효한 경우) 입력 AFD 값을 보존하려 합니다. “fixed”로 설정된 경우 AFD 값은 fixedAfd 파라미터에 구
성된 값이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ternativeTransferFunction
EML이 비 HDR 디코더 및 디스플레이의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 전송 함수 SEI 메
시지를 삽입할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itrate
평균 비트레이트(비트/초)입니다. 속도 제어 모드가 VBR 또는 CBR일 때 필요합니다. QVBR에는 사용되
지 않습니다. MS Smooth 출력 그룹에서 각각의 출력은 비트레이트를 가장 가까운 1,000의 배수로 반내
림했을 때 고유한 값을 가져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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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Size
버퍼(HRD 버퍼 모델)의 크기(비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lorMetadata
출력에 색상 공간 메타데이터를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lorSpaceSettings
색상 공간 설정
Required: 아니요
Type: H265ColorSpaceSettings (p. 467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terSettings
인코딩에 적용할 수 있는 선택적 필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265FilterSettings (p. 467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xedAfd
출력 스트림의 모든 비디오 프레임에 작성할 4비트 AFD 값입니다. afdSignaling이 'Fixed'로 설정된 경우
에만 유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lickerAq
enabled로 설정된 경우 각 프레임의 양자화를 조정하여 I-프레임의 깜박임 또는 '튐'을 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amerateDenominator
프레임 속도 분모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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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amerateNumerator
프레임 속도 분자 - 프레임 속도는 분수입니다(예: 24000/1001 = 23.976fps).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opClosedCadence
닫힌 GOP의 빈도입니다.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미드스트림에 조인하는 디코더가 최대한 빨리
IDR 프레임을 받을 수 있게 이것을 1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값을 0으로 설정하면 출력 세그먼트
화가 중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opSize
프레임이나 gopSizeUnits/초 단위로 표시한 GOP 크기(키프레임 간격)입니다. gopSizeUnits가 프레임이
면 gopSize는 정수이고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gopSizeUnits가 초이면 gopSize는 0보다 커야 하
지만 정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opSizeUnits
gopSize가 프레임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초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초 단위인 경우 실행 시간
에 시스템에서 gopSize를 프레임 수로 변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evel
H.265 레벨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okAheadRateControl
lookahead 크기입니다. 값이 낮으면 지연 시간과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으며, 값이 높으면 특정
콘텐츠를 더 뛰어난 품질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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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Bitrate
QVBR의 경우: 품질 수준에 대한 도구 설명 참조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IInterval
sceneChangeDetect가 enabled로 설정된 상태에서만 유의미합니다. 멀티플렉스 속도 제어가 사용되는
경우 기본값은 5입니다. 반복되는(케이던스) I-프레임과 Scene Change Detection(장면 변경 감지)에 의
해 삽입된 I-프레임을 구분하도록 합니다. 장면 변경 I-프레임이 케이던스 I-프레임의 I-간격 프레임에 속
하는 경우, 장면 변경 I-프레임에 맞게 GOP가 줄어들거나 늘어납니다. GOP를 연장하려면 lookahead를
활성화하는 한편 I-간격도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 번 GOP부터는 정상 케이던스가 재개됩니다. 참고: 최
대 GOP 연장 = GOP 크기 + 최소 I-간격 - 1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Denominator
픽셀 종횡비의 분모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Numerator
픽셀 종횡비의 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file
H.265 프로파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vbrQualityLevel
비디오 인코딩의 목표 품질을 제어합니다. 속도 제어 모드가 QVBR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
한 시청 디바이스에 적합한 QVBR 품질 수준 필드와 최대 비트레이트 필드의 값을 설정합니다. 권장 값:
- 기본 화면: 품질 수준: 8~10. 최대 비트레이트: 4M - PC 또는 태블릿: 품질 수준: 7. 최대 비트레이트:
1.5M~3M - 스마트폰: 품질 수준: 6. 최대 비트레이트: 1백만~150만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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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teControlMode
속도 제어 모드입니다. QVBR: 품질이 최대 비트레이트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품
질 수준과 일치합니다.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대역폭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 권장됩니다. CBR: 비
디오 품질이 비디오 복잡성에 따라 변경됩니다. 자산을 가변 비트레이트를 처리할 수 없는 디바이스에
배포하는 경우에만 권장됩니다. 멀티플렉스: 이 속도 제어 모드는 비디오가 MediaLive 멀티플렉스로 전
달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필요합니다. 이 경우 속도 제어 구성은 멀티플렉스 프로그램 내의 속성에 의
해 제어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anType
출력의 스캔 유형을 프로그레시브 또는 TFF(Top-Field-First) 인터레이스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eneChangeDetect
장면 변경 감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lices
사진당 슬라이스 수입니다. 프로그레시브 사진의 경우 매크로블록 행 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 인터
레이싱된 사진의 경우 매크로블록 행 수의 절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 필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값이 지정되지 않으면 인코더는 인코딩 해상도에 따라 슬라이스 수를 선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er
H.265 계층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codeInsertion
타임코드를 비디오 기본 스트림에 삽입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 'disabled': 타임코드를 포함하지 않습
니다. - 'picTimingSei': 타임코드 구성에서 지정한 소스에서 사진 타이밍 SEI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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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Hdr10Settings
Hdr10 설정
이 개체의 상위 항목은 H265ColorSpaceSettings(출력의 색상 공간 설정의 경우) 및
VideoSelectorColorSpaceSettings(입력의 색상 공간 설정의 경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Cll" : Integer,
"MaxFall" : Integer

YAML
MaxCll: Integer
MaxFall: Integer

Properties
MaxCll
최대 콘텐츠 라이트 레벨 인코딩된 HDR 비디오 스트림 또는 파일 내에 있는 단일 픽셀의 최대 라이트 레
벨(니트)을 정의하는 정수 메타데이터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Fall
최대 프레임 평균 라이트 레벨 인코딩된 HDR 비디오 스트림 또는 파일 내에 있는 단일 프레임의 최대 평
균 라이트 레벨(니트)을 정의하는 정수 메타데이터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HlsAkamaiSettings
HLS 출력의 Akamai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HlsCdnSetting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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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nectionRetryInterval" : Integer,
"FilecacheDuration" : Integer,
"HttpTransferMode" : String,
"NumRetries" : Integer,
"RestartDelay" : Integer,
"Salt" : String,
"Token" : String

YAML
ConnectionRetryInterval: Integer
FilecacheDuration: Integer
HttpTransferMode: String
NumRetries: Integer
RestartDelay: Integer
Salt: String
Token: String

Properties
ConnectionRetryInterval
연결이 끊어질 경우 CDN에 대한 연결을 재시도하기 전의 대기 시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cacheDuration
스트리밍 출력의 파일 캐시 크기(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TransferMode
Akamai에 청크 분할 전송 인코딩을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Akamai에 문
의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Retries
채널이 오류 상태로 전환되기 전에 수행될 재시도 횟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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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tartDelay
스트리밍 출력이 실패할 경우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초)입니다. 값이 0이면 다시 시작되
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lt
인증된 Akamai에 대한 솔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ken
인증된 Akamai에 대한 토큰 파라미터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_gda_가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HlsBasicPutSettings
HLS Basic Put 설정의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HlsCdn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nectionRetryInterval" : Integer,
"FilecacheDuration" : Integer,
"NumRetries" : Integer,
"RestartDelay" : Integer

YAML
ConnectionRetryInterval: Integer
FilecacheDuration: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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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Retries: Integer
RestartDelay: Integer

Properties
ConnectionRetryInterval
연결이 끊어질 경우 CDN에 대한 연결을 재시도하기 전의 대기 시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cacheDuration
스트리밍 출력의 파일 캐시 크기(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Retries
채널이 오류 상태로 전환되기 전에 MediaLive에서 수행할 재시도 횟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tartDelay
스트리밍 출력이 실패할 경우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초)입니다. 값이 0이면 다시 시작되
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HlsCdnSettings
HLS 출력의 CDN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HlsGroup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HlsAkamaiSettings" : HlsAkamaiSettings (p. 4680),
"HlsBasicPutSettings" : HlsBasicPutSettings (p. 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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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sMediaStoreSettings" : HlsMediaStoreSettings (p. 4695),
"HlsS3Settings" : HlsS3Settings (p. 4697),
"HlsWebdavSettings" : HlsWebdavSettings (p. 4699)

YAML
HlsAkamaiSettings:
HlsAkamaiSettings (p. 4680)
HlsBasicPutSettings:
HlsBasicPutSettings (p. 4682)
HlsMediaStoreSettings:
HlsMediaStoreSettings (p. 4695)
HlsS3Settings:
HlsS3Settings (p. 4697)
HlsWebdavSettings:
HlsWebdavSettings (p. 4699)

Properties
HlsAkamaiSettings
Akamai를 HLS 출력 그룹의 다운스트림 시스템으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lsAkamaiSettings (p. 468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lsBasicPutSettings
HLS 출력의 Basic Put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lsBasicPutSettings (p. 468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lsMediaStoreSettings
MediaStore를 HLS 출력의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lsMediaStoreSettings (p. 46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lsS3Settings
Amazon S3를 이 HLS 출력의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lsS3Settings (p. 469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lsWebdavSettings
HLS 출력 그룹의 웹 VTT 캡션에 대한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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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HlsGroupSettings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lsWebdavSettings (p. 46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HlsGroupSettings
HLS 출력 그룹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Group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dMarkers" : [ String, ... ],
"BaseUrlContent" : String,
"BaseUrlContent1" : String,
"BaseUrlManifest" : String,
"BaseUrlManifest1" : String,
"CaptionLanguageMappings" : [ CaptionLanguageMapping (p. 4629), ... ],
"CaptionLanguageSetting" : String,
"ClientCache" : String,
"CodecSpecification" : String,
"ConstantIv" : String,
"Destination" : OutputLocationRef (p. 4745),
"DirectoryStructure" : String,
"DiscontinuityTags" : String,
"EncryptionType" : String,
"HlsCdnSettings" : HlsCdnSettings (p. 4683),
"HlsId3SegmentTagging" : String,
"IFrameOnlyPlaylists" : String,
"IncompleteSegmentBehavior" : String,
"IndexNSegments" : Integer,
"InputLossAction" : String,
"IvInManifest" : String,
"IvSource" : String,
"KeepSegments" : Integer,
"KeyFormat" : String,
"KeyFormatVersions" : String,
"KeyProviderSettings" : KeyProviderSettings (p. 4709),
"ManifestCompression" : String,
"ManifestDurationFormat" : String,
"MinSegmentLength" : Integer,
"Mode" : String,
"OutputSelection" : String,
"ProgramDateTime" : String,
"ProgramDateTimePeriod" : Integer,
"RedundantManifest" : String,
"SegmentationMode" : String,
"SegmentLength" : Integer,
"SegmentsPerSubdirectory" : Integer,
"StreamInfResolution" : String,
"TimedMetadataId3Frame" : String,
"TimedMetadataId3Period" : Integer,
"TimestampDeltaMilliseconds" : Integer,
"TsFileMod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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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dMarkers:
- String
BaseUrlContent: String
BaseUrlContent1: String
BaseUrlManifest: String
BaseUrlManifest1: String
CaptionLanguageMappings:
- CaptionLanguageMapping (p. 4629)
CaptionLanguageSetting: String
ClientCache: String
CodecSpecification: String
ConstantIv: String
Destination:
OutputLocationRef (p. 4745)
DirectoryStructure: String
DiscontinuityTags: String
EncryptionType: String
HlsCdnSettings:
HlsCdnSettings (p. 4683)
HlsId3SegmentTagging: String
IFrameOnlyPlaylists: String
IncompleteSegmentBehavior: String
IndexNSegments: Integer
InputLossAction: String
IvInManifest: String
IvSource: String
KeepSegments: Integer
KeyFormat: String
KeyFormatVersions: String
KeyProviderSettings:
KeyProviderSettings (p. 4709)
ManifestCompression: String
ManifestDurationFormat: String
MinSegmentLength: Integer
Mode: String
OutputSelection: String
ProgramDateTime: String
ProgramDateTimePeriod: Integer
RedundantManifest: String
SegmentationMode: String
SegmentLength: Integer
SegmentsPerSubdirectory: Integer
StreamInfResolution: String
TimedMetadataId3Frame: String
TimedMetadataId3Period: Integer
TimestampDeltaMilliseconds: Integer
TsFileMode: String

Properties
AdMarkers
하나 이상의 광고 마커 유형을 선택하여 SCTE35 신호를 이 Apple HLS 출력 그룹으로 전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468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MediaLive

BaseUrlContent
미디어 .m3u8 파일에서 각 출력 앞에 붙일 부분 URI 접두사입니다. 기본 매니페스트가 기본 .m3u8 파일
과 다른 URL에서 제공되는 경우 부분 URI 접두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aseUrlContent1
선택. 출력 그룹당 하나의 값입니다. 이 필드는 기본 URL 콘텐츠 A를 완료하고 다운스트림 시스템에서
모든 출력의 파이프라인 1의 미디어 파일이 파이프라인 0의 미디어 파일과 다른 위치에 있다는 알림을
받은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aseUrlManifest
미디어 .m3u8 파일에서 각 출력 앞에 붙일 부분 URI 접두사입니다. 기본 매니페스트가 기본 .m3u8 파일
과 다른 URL에서 제공되는 경우 부분 URI 접두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aseUrlManifest1
선택. 출력 그룹당 하나의 값입니다. 기본 URL 콘텐츠 A를 완료하고 다운스트림 시스템에서 모든 출력
의 파이프라인 1의 하위 매니페스트 파일이 파이프라인 0의 하위 매니페스트 파일과 다른 위치에 있다
는 알림을 받은 경우에만 이 필드를 작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ptionLanguageMappings
캡션 언어에 대한 최대 4개의 캡션 채널 매핑입니다. captionLanguageSetting이 “insert”로 설정된 경우
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ptionLanguageMapping (p. 462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ptionLanguageSetting
608개의 임베디드 출력 캡션에만 적용됩니다. Insert: 매니페스트에 CLOSED-CAPTIONS 줄을 포
함합니다. CC1 언어 코드 필드에 언어를 하나 이상 지정합니다. 지정하는 언어 코드마다 CLOSEDCAPTION 행이 하나씩 추가됩니다. 언어를 지정할 때는 원래 소스의 순서(임베디드 형식의 소스
인 경우) 또는 캡션 선택기의 순서(임베디드가 아닌 소스의 경우)대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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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매니페스트의 언어가 출력 캡션과 제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None: 매니페스트에 CLOSEDCAPTIONS=NONE 줄을 포함합니다. Omit: 매니페스트에서 CLOSED-CAPTIONS 줄을 생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Cache
“disabled”로 설정된 경우 매니페스트에 #EXT-X-ALLOW-CACHE:no 태그를 설정하며, 이에 따라 클라
이언트가 미디어 세그먼트를 나중에 다시 재생하도록 저장할 수 없게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decSpecification
m3u8 재생 목록 생성 중 사용할 사양(RFC-6381 또는 기본 RFC-4281)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stantIv
encryptionType과 함께 사용됩니다. 128비트, 16바이트의 16진수를 32자의 문자열로 나타낸 값입니다.
ivSource를 “explicit”으로 설정하면 이 파라미터는 필수이며 암호화를 위한 IV로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
HLS 세그먼트, 매니페스트 파일 및 암호화 키(활성화된 경우)의 디렉터리 또는 HTTP 대상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utputLocationRef (p. 474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rectoryStructure
세그먼트를 하위 디렉터리에 배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continuityTags
이 출력 그룹에 대한 HLS 하위 매니페스트에 EXT-X-DISCONTINUITY 태그를 삽입할지 여부를 지정합
니다. 이 태그는 HLS 사양에 따라 매니페스트에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일반적으로 In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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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합니다. Never Insert는 다운스트림 시스템에서 MediaLive 자동 장애 조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실시간 장애 조치를 수행하는 경우와 다운스트림 시스템에서 태그를 제외할 것을 조언한 경우에만 선택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ionType
지정된 암호화 체계를 사용하여 세그먼트를 암호화합니다. 암호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 파라미터를 제
외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lsCdnSettings
CDN과의 상호 작용을 제어하는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lsCdnSettings (p. 468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lsId3SegmentTagging
HLS ID3 세그먼트 태깅 상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FrameOnlyPlaylists
DISABLED: I-frame 전용 매니페스트를 생성하지 않고 마스터 및 미디어 매니페스트를 생성합니다(출력
선택 필드에 따름). STANDARD: 비디오가 포함된 각 출력에 대한 I-frame 전용 매니페스트를 생성하고
다른 매니페스트도 생성합니다(출력 선택 필드에 따름). I-프레임 매니페스트에는 I-프레임 전용임을 나
타내는 #EXT-X-I-FRAMES-ONLY 태그와 I-프레임 위치를 식별하는 하나 이상의 #EXT-X-BYTERANGE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EXT-X-BYTERANGE:160364@1461888"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ompleteSegmentBehavior
채널 중지, 채널 일시 중지 또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입력 손실로 인해 파이프라인에서 출력 생성이 중지
될 때 미디어 출력에 최종(불완전한) 세그먼트를 포함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Auto는 MediaLive가 채
널 클래스와 출력 그룹의 유형에 따라 최종 세그먼트를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uppress는 불완전한 세그먼트를 포함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Auto를 선택하여 MediaLive에서 동작을
제어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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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dexNSegments
Mode 필드가 LIVE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미디어 매니페스트 파일의 최대 세그먼트 수를 지정합니다.
이 최대 수를 넘으면 오래된 세그먼트가 미디어 매니페스트에서 제거됩니다. 이 숫자는 세그먼트 유지
필드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LossAction
입력 손실에 대한 출력 그룹 동작을 제어하는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vInManifest
encryptionType과 함께 사용됩니다. IV(초기화 벡터)는 블록 암호화 키와 함께 사용되는 128비트 숫자입
니다. “include”로 설정하면 IV가 매니페스트에 나열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IV가 매니페스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vSource
encryptionType과 함께 사용됩니다. IV(초기화 벡터)는 블록 암호화 키와 함께 사용되는 128비트 숫자입
니다. 이 설정이 “followsSegmentNumber”이면 IV는 (세그먼트 숫자와 맞추기 위해) 모든 세그먼트를 변
경합니다. “explicit”으로 설정된 경우 constanIV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epSegments
Mode 필드가 LIVE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상 디렉터리에 보존할 미디어 세그먼트(.ts 파일) 수를 지
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Format
URI로 식별되는 리소스에서 키가 표시되는 방식을 지정합니다. 파라미터가 없으면 “identity”의 암시적
값이 사용됩니다. 역방향 DNS 문자열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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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FormatVersions
단일 양의 정수 버전 값 또는 슬래시로 구분된 버전 값 목록(1/2/3)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ProviderSettings
키 공급자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eyProviderSettings (p. 47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nifestCompression
gzip으로 설정된 경우 HLS 재생 목록을 압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nifestDurationFormat
출력 매니페스트에서 세그먼트 기간에 부동 소수점 값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수 값을 사용해야 하
는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SegmentLength
이 옵션이 설정된 경우 지정된 범위에서 근처의 사용 가능한 값을 앞뒤로 찾아보고 필요에 따라 세그먼
트 크기를 늘림으로써 minimumSegmentLength를 적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de
“vod”인 경우 모든 세그먼트가 인덱싱되어 대상과 매니페스트에 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live”인 경우
keepSegments와 indexNSegments에 지정된 숫자 세그먼트만 유지됩니다. 새로운 세그먼트가 이전 세
그먼트를 대체하므로 플레이어에서 채널의 시작 부분까지 되감지 못할 수 있습니다. VOD 모드는 채널
을 실행할 때 HLS EXT-X-PLAYLIST-TYPE의 EVENT를 사용해 스트림 완성 시 이를 “VOD” 유형 매니페
스트로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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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Selection
MANIFESTSANDSEGMENTS: 이 출력 그룹에 대한 매니페스트(해당하는 경우 마스터 매니페스트 및
미디어 매니페스트)를 생성합니다. SEGMENTSONLY: 이 출력 그룹에 대한 매니페스트를 생성하지 않
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gramDateTime
.m3u8 매니페스트 파일에 EXT-X-PROGRAM-DATE-TIME 태그를 포함하거나 제외합니다. 프로그램 날
짜 및 시간을 입력 타임코드 소스를 사용하여 초기화하거나 시간은 입력 타임코드 소스로 초기화하고 날
짜는 timestampOffset으로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값이 계산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gramDateTimePeriod
EXT-X-PROGRAM-DATE-TIME 항목의 삽입 기간입니다(단위: 초).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dundantManifest
EVEANDE: 각 파이프라인의 마스터 매니페스트(.m3u8 파일)에는 두 파이프라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됩니다. 먼저 자체 미디어 파일이 포함된 다음 다른 파이프라인의 미디어 파일이 포함됩니다. 이 기능
을 사용하면 현재 매니페스트가 기한이 경과한 것처럼 보일 때 기한 경과 매니페스트 감지를 지원하는
재생 디바이스가 한 매니페스트에서 다른 매니페스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대상과 두 개의 마
스터 매니페스트가 있지만 두 마스터 매니페스트가 모두 두 파이프라인의 미디어 파일을 참조합니다.
DISABLED: 각 파이프라인의 마스터 매니페스트(.m3u8 파일)에는 자체 파이프라인에 대한 정보만 포함
됩니다. MediaPackage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HLS 출력 그룹의 경우 항상 DISABLED 동작이 적용됩니
다. MediaPackage는 플레이어에 제공되는 매니페스트를 다시 생성하므로 MediaLive의 중복 매니페스
트는 관련이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gmentationMode
useInputSegmentation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구성된 세그먼트 크기가 항상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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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gmentLength
생성할 MPEG-2 전송 스트림 세그먼트의 길이(초)입니다. 이 숫자만큼의 초 단위 시간이 지나면 다음 번
키프레임에서 세그먼트가 종료되므로 실제 세그먼트 길이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gmentsPerSubdirectory
새 디렉터리를 시작하기 전에 하위 디렉터리에 쓸 세그먼트 수입니다. 이 설정을 적용하려면
directoryStructure가 subdirectoryPerStream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InfResolution
변형 매니페스트의 EXT-X-STREAM-INF 태그에 비디오의 RESOLUTION 속성을 포함하거나 제외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dMetadataId3Frame
타임코드가 있는 ID3 프레임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dMetadataId3Period
시간 지정된 메타데이터 간격(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stampDeltaMilliseconds
타임스탬프를 미세 조정할 수 있도록 밀리초 단위의 델타 오프셋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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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FileMode
SEGMENTEDFILES: 프로그램을 세그먼트(여러 .ts 미디어 파일)로 내보냅니다. SINGLEFILE: Mode 필
드가 VOD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을 단일 .ts 미디어 파일로 내보냅니다. 미디어 매니페스트
에는 재생을 위해 세그먼트를 인덱싱하는 #EXT-X-BYTERANGE 태그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값
은 단일 미디어 파일만 허용되는 AWS Elemental MediaConvert로 출력을 보낼 때 사용됩니다. HTTP 서
버 캐싱으로 인해 채널이 실행되는 동안 재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HlsInputSettings
업스트림 시스템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NetworkInput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andwidth" : Integer,
"BufferSegments" : Integer,
"Retries" : Integer,
"RetryInterval" : Integer

YAML
Bandwidth: Integer
BufferSegments: Integer
Retries: Integer
RetryInterval: Integer

Properties
Bandwidth
지정할 경우, 이 값과 가장 근사하게 일치하는 m3u8 대역폭을 갖는 HLS 스트림이 선택됩니다. 지정하지
않을 경우, m3u8에서 대역폭이 가장 높은 스트림이 선택됩니다. 비트레이트는 HLS 매니페스트에서와
같이 초당 비트 수로 지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fferSegments
지정할 경우, 끝(가장 최근에 기록된 세그먼트)에서 이 수만큼의 버퍼 세그먼트부터 HLS 입력 읽기가 시
작됩니다. 지정하지 않을 경우, HLS 입력이 m3u8에 지정된 첫 번째 세그먼트에서 시작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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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ries
입력을 사용할 수 없음으로 간주하기 전에 매니페스트 또는 세그먼트 읽기 시도가 연속으로 실패해야 하
는 횟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ryInterval
매니페스트 또는 세그먼트 읽기 시도가 실패할 경우 재시도 간격(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HlsMediaStoreSettings
HLS 출력의 대상인 MediaStore 컨테이너의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HlsCdn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nectionRetryInterval" : Integer,
"FilecacheDuration" : Integer,
"MediaStoreStorageClass" : String,
"NumRetries" : Integer,
"RestartDelay" : Integer

YAML
ConnectionRetryInterval: Integer
FilecacheDuration: Integer
MediaStoreStorageClass: String
NumRetries: Integer
RestartDelay: Integer

Properties
ConnectionRetryInterval
연결이 끊어질 경우 CDN에 대한 연결을 재시도하기 전의 대기 시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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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cacheDuration
스트리밍 출력의 파일 캐시 크기(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diaStoreStorageClass
temporal로 설정되면 출력 파일이 더 빠른 읽기와 쓰기를 위해 비영구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Retries
채널이 오류 상태로 전환되기 전에 수행될 재시도 횟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tartDelay
스트리밍 출력이 실패할 경우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초)입니다. 값이 0이면 다시 시작되
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HlsOutputSettings
HLS 출력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265PackagingType" : String,
"HlsSettings" : HlsSettings (p. 4698),
"NameModifier" : String,
"SegmentModifier"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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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H265PackagingType: String
HlsSettings:
HlsSettings (p. 4698)
NameModifier: String
SegmentModifier: String

Properties
H265PackagingType
이 출력이 H.265 비디오 설명을 참조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MP4 세그먼트를 HEV1로 패키징할지
HVC1로 패키징할지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lsSettings
기본 스트림과 관련된 설정입니다. 오디오 전용 출력의 경우 이 설정이 다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lsSettings (p. 469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Modifier
대상 파일 이름의 끝에 연결되는 문자열입니다. \"Format Identifiers\":#formatIdentifierParameters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gmentModifier
세그먼트 파일 이름의 끝에 연결되는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HlsS3Settings
Amazon S3를 이 HLS 출력의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HlsCdn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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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annedAcl" : String

YAML
CannedAcl: String

Properties
CannedAcl
각 S3 요청에 적용할 미리 준비된 ACL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HlsSettings
HLS 출력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HlsOutput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dioOnlyHlsSettings" : AudioOnlyHlsSettings (p. 4611),
"Fmp4HlsSettings" : Fmp4HlsSettings (p. 4656),
"FrameCaptureHlsSettings" : FrameCaptureHlsSettings (p. 4658),
"StandardHlsSettings" : StandardHlsSettings (p. 4758)

YAML
AudioOnlyHlsSettings:
AudioOnlyHlsSettings (p. 4611)
Fmp4HlsSettings:
Fmp4HlsSettings (p. 4656)
FrameCaptureHlsSettings:
FrameCaptureHlsSettings (p. 4658)
StandardHlsSettings:
StandardHlsSettings (p. 4758)

Properties
AudioOnlyHlsSettings
오디오 전용 출력에 대한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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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AudioOnlyHlsSettings (p. 46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mp4HlsSettings
fMP4 컨테이너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mp4HlsSettings (p. 46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ameCaptureHlsSettings
HLS 출력 그룹의 프레임 캡처 출력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rameCaptureHlsSettings (p. 465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ndardHlsSettings
표준 출력(오디오 전용이 아닌 출력)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andardHlsSettings (p. 475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HlsWebdavSettings
HLS 출력에 대한 다운스트림 시스템인 WebDav 서버의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HlsCdn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nectionRetryInterval" : Integer,
"FilecacheDuration" : Integer,
"HttpTransferMode" : String,
"NumRetries" : Integer,
"RestartDelay" : Integer

YAML
ConnectionRetryInterval: Integer
FilecacheDuration: Integer
HttpTransferMode: String
NumRetries: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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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rtDelay: Integer

Properties
ConnectionRetryInterval
연결이 끊어질 경우 CDN에 대한 연결을 재시도하기 전의 대기 시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cacheDuration
스트리밍 출력의 파일 캐시 크기(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TransferMode
WebDAV에 청크 분할 전송 인코딩을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Retries
채널이 오류 상태로 전환되기 전에 수행될 재시도 횟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tartDelay
스트리밍 출력이 실패할 경우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초)입니다. 값이 0이면 다시 시작되
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HtmlMotionGraphicsSettings
HTML 자산을 사용하도록 모션 그래픽 오버레이를 구성하는 설정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 항목은 MotionGraphicsSetting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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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YAML

AWS::MediaLive::Channel InputAttachment
이 채널에 연결할 입력입니다.
이 개체는 채널의 최상위 레벨에 위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omaticInputFailoverSettings" : AutomaticInputFailoverSettings (p. 4616),
"InputAttachmentName" : String,
"InputId" : String,
"InputSettings" : InputSettings (p. 4705)

YAML
AutomaticInputFailoverSettings:
AutomaticInputFailoverSettings (p. 4616)
InputAttachmentName: String
InputId: String
InputSettings:
InputSettings (p. 4705)

Properties
AutomaticInputFailoverSettings
이 입력에서 자동 입력 장애 조치를 구현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tomaticInputFailoverSettings (p. 46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AttachmentName
연결의 이름입니다. 입력 스위치 작업에 이 입력을 사용하려면 이 속성이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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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Id
연결할 입력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putSettings
입력에서 추출할 콘텐츠 및 일반적인 콘텐츠 처리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Settings (p. 470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InputChannelLevel
오디오 리믹싱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AudioChannelMapp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ain" : Integer,
"InputChannel" : Integer

YAML
Gain: Integer
InputChannel: Integer

Properties
Gain
리믹싱 값입니다. 단위는 dB이며 허용 가능한 값 범위는 -60(음소거)~6dB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Channel
소스로 사용되는 입력 채널의 인덱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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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InputLocation
입력 위치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InputLossBehavior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sswordParam" : String,
"Uri" : String,
"Username" : String

YAML
PasswordParam: String
Uri: String
Username: String

Properties
PasswordParam
다운스트림 시스템에 액세스하기 위한 암호가 들어 있는 암호 파라미터입니다. 다운스트림 시스템이 자
격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i
URI는 출력 유형에 따라 라이브 시스템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파일의 경로여야 합니다(예: http://URI).
예를 들어 RTMP 대상에는 rtmp://fmsserver/live와 비슷한 URI가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
다운스트림 시스템에 연결할 사용자 이름입니다. 다운스트림 시스템이 자격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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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MediaLive::Channel InputLossBehavior
입력이 손실될 때의 채널 동작에 대한 구성입니다.
이 엔티티의 상위 항목은 GlobalConfiguration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lackFrameMsec" : Integer,
"InputLossImageColor" : String,
"InputLossImageSlate" : InputLocation (p. 4703),
"InputLossImageType" : String,
"RepeatFrameMsec" : Integer

YAML
BlackFrameMsec: Integer
InputLossImageColor: String
InputLossImageSlate:
InputLocation (p. 4703)
InputLossImageType: String
RepeatFrameMsec: Integer

Properties
BlackFrameMsec
입력 손실 시 inputLossImageType이 지정하는 프레임으로 전환하기 전에 검은색으로 출력을 대체하는
시간(밀리초)입니다. 값 x에서 0 <= x <= 1,000,000이고 1,000,000은 무한으로 해석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LossImageColor
입력 손실 이미지 유형이 “color”인 경우 이 필드는 사용할 색상을 지정합니다. 값: RGB 값을 나타내는 6
자리 16진수 문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LossImageSlate
입력 손실 이미지 유형이 “slate”인 경우 이 필드는 슬레이트에 액세스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Location (p. 47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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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LossImageType
입력 손실이 blackFrameMsec를 초과하면 출력을 단색으로 대체할지 슬레이트로 대체할지를 표시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eatFrameMsec
입력 손실 시 검은색으로 출력을 대체하기 전에 이전 그림을 반복할 시간(밀리초)입니다. 값 x에서 0 <=
x <= 1,000,000이고 1,000,000은 무한으로 해석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InputLossFailoverSettings
지정된 기간 동안 이 입력에서 콘텐츠가 감지되지 않으면 MediaLive가 장애 조치를 수행합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FailoverCondition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putLossThresholdMsec" : Integer

YAML
InputLossThresholdMsec: Integer

Properties
InputLossThresholdMsec
입력이 감지되지 않는 시간(밀리초)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입력 장애 조치가 발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InputSettings
입력에서 콘텐츠 추출 및 콘텐츠 처리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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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체의 상위는 InputAttachment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dioSelectors" : [ AudioSelector (p. 4613), ... ],
"CaptionSelectors" : [ CaptionSelector (p. 4632), ... ],
"DeblockFilter" : String,
"DenoiseFilter" : String,
"FilterStrength" : Integer,
"InputFilter" : String,
"NetworkInputSettings" : NetworkInputSettings (p. 4737),
"Smpte2038DataPreference" : String,
"SourceEndBehavior" : String,
"VideoSelector" : VideoSelector (p. 4769)

YAML
AudioSelectors:
- AudioSelector (p. 4613)
CaptionSelectors:
- CaptionSelector (p. 4632)
DeblockFilter: String
DenoiseFilter: String
FilterStrength: Integer
InputFilter: String
NetworkInputSettings:
NetworkInputSettings (p. 4737)
Smpte2038DataPreference: String
SourceEndBehavior: String
VideoSelector:
VideoSelector (p. 4769)

Properties
AudioSelectors
입력에서 추출할 특정 오디오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InputSettings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oSelector (p. 461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ptionSelectors
입력에서 추출할 특정 캡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ptionSelector (p. 463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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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lockFilter
필터링 시 디블로킹 필터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noiseFilter
필터링 시 노이즈 제거 필터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terStrength
필터링 강도를 1(최소)에서 5(최대)까지 조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Filter
이 입력에 필터를 적용합니다. MPEG-2 입력은 기본적으로 디블로킹 필터가 활성화됩니다. 1) auto - 입
력 유형/품질에 따라 필터링이 적용됩니다. 2) disabled - 입력에 필터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forced
- 입력 유형과 상관없이 필터링이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InputSettings
업스트림 시스템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etworkInputSettings (p. 473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mpte2038DataPreference
이 입력의 SMPTE-2038 소스에서 적용 가능한 보조 데이터를 추출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적용 가
능한 데이터 유형은 캡션, 타임코드, AFD 및 SCTE-104 메시지입니다. - PREFER: 이 입력에 있는
경우 SMPTE-2038에서 추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소스(있는 경우)에서 추출합니다. - IGNORE:
SMPTE-2038에서 보조 데이터를 추출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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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EndBehavior
파일일 경우 루프 입력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deoSelector
입력에서 추출할 한 비디오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deoSelector (p. 476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InputSpecification
이 채널의 입력 사양입니다. 이 속성은 이 채널의 최대 비트레이트, 해상도, 코덱 등 입력의 주요 특성을 지정
합니다.
이 개체는 채널의 최상위 레벨에 위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dec" : String,
"MaximumBitrate" : String,
"Resolution" : String

YAML
Codec: String
MaximumBitrate: String
Resolution: String

Properties
Codec
이 채널의 입력 사양에 포함할 코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imumBitrate
이 채널에 연결된 모든 입력의 최대 입력 비트레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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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lution
이 채널에 연결된 모든 입력의 해상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KeyProviderSettings
키 공급자 설정의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HlsGroup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aticKeySettings" : StaticKeySettings (p. 4759)

YAML
StaticKeySettings:
StaticKeySettings (p. 4759)

Properties
StaticKeySettings
정적 키 설정의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aticKeySettings (p. 475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M2tsSettings
출력의 M2TS에 대한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ArchiveContainerSettings 및 UdpContaine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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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bsentInputAudioBehavior" : String,
"Arib" : String,
"AribCaptionsPid" : String,
"AribCaptionsPidControl" : String,
"AudioBufferModel" : String,
"AudioFramesPerPes" : Integer,
"AudioPids" : String,
"AudioStreamType" : String,
"Bitrate" : Integer,
"BufferModel" : String,
"CcDescriptor" : String,
"DvbNitSettings" : DvbNitSettings (p. 4635),
"DvbSdtSettings" : DvbSdtSettings (p. 4636),
"DvbSubPids" : String,
"DvbTdtSettings" : DvbTdtSettings (p. 4642),
"DvbTeletextPid" : String,
"Ebif" : String,
"EbpAudioInterval" : String,
"EbpLookaheadMs" : Integer,
"EbpPlacement" : String,
"EcmPid" : String,
"EsRateInPes" : String,
"EtvPlatformPid" : String,
"EtvSignalPid" : String,
"FragmentTime" : Double,
"Klv" : String,
"KlvDataPids" : String,
"NielsenId3Behavior" : String,
"NullPacketBitrate" : Double,
"PatInterval" : Integer,
"PcrControl" : String,
"PcrPeriod" : Integer,
"PcrPid" : String,
"PmtInterval" : Integer,
"PmtPid" : String,
"ProgramNum" : Integer,
"RateMode" : String,
"Scte27Pids" : String,
"Scte35Control" : String,
"Scte35Pid" : String,
"SegmentationMarkers" : String,
"SegmentationStyle" : String,
"SegmentationTime" : Double,
"TimedMetadataBehavior" : String,
"TimedMetadataPid" : String,
"TransportStreamId" : Integer,
"VideoPid" : String

YAML
AbsentInputAudioBehavior: String
Arib: String
AribCaptionsPid: String
AribCaptionsPidControl: String
AudioBufferModel: String
AudioFramesPerPes: Integer
AudioPids: String
AudioStreamType: String
Bitrate: Integer
BufferModel: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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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escriptor: String
DvbNitSettings:
DvbNitSettings (p. 4635)
DvbSdtSettings:
DvbSdtSettings (p. 4636)
DvbSubPids: String
DvbTdtSettings:
DvbTdtSettings (p. 4642)
DvbTeletextPid: String
Ebif: String
EbpAudioInterval: String
EbpLookaheadMs: Integer
EbpPlacement: String
EcmPid: String
EsRateInPes: String
EtvPlatformPid: String
EtvSignalPid: String
FragmentTime: Double
Klv: String
KlvDataPids: String
NielsenId3Behavior: String
NullPacketBitrate: Double
PatInterval: Integer
PcrControl: String
PcrPeriod: Integer
PcrPid: String
PmtInterval: Integer
PmtPid: String
ProgramNum: Integer
RateMode: String
Scte27Pids: String
Scte35Control: String
Scte35Pid: String
SegmentationMarkers: String
SegmentationStyle: String
SegmentationTime: Double
TimedMetadataBehavior: String
TimedMetadataPid: String
TransportStreamId: Integer
VideoPid: String

Properties
AbsentInputAudioBehavior
drop으로 설정된 경우 선택한 입력 오디오 스트림이 입력에서 제거되면 출력 오디오 스트림이 프로
그램에서 제거됩니다. 이를 통해 출력 오디오 구성을 입력 구성에 따라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ncodeSilence로 설정된 경우 모든 출력 오디오 스트림이 활성 입력 스트림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인
코딩된 무음을 출력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rib
enabled로 설정된 경우 ARIB 호환 필드 먹싱을 사용하고 비디오 설명자를 제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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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bCaptionsPid
전송 스트림의 ARIB 캡션에 대한 PID입니다. 값을 10진수 또는 16진수 값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유효
한 값은 32(또는 0x20)..8182(또는 0x1ff6)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ribCaptionsPidControl
auto로 설정된 경우 ARIB 캡션에 사용한 PID 번호가 미사용 PID에서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useConfigured로 설정된 경우 ARIB 캡션이 구성된 PID 번호에 배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dioBufferModel
dvb로 설정된 경우 Dolby Digital 오디오에 DVB 버퍼 모델이 사용되고, atsc로 설정된 경우 ATSC 모델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dioFramesPerPes
각 PES 패킷에 삽입할 오디오 프레임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dioPids
전송 스트림에 있는 기본 오디오 스트림의 PID입니다. 여러 개의 값이 허용되며, 범위로 입력하거나 쉼
표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값을 10진수 또는 16진수 값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각 PID
는 32(또는 0x20)..8182(또는 0x1ff6)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dioStreamType
atsc로 설정된 경우 AC3에는 스트림 유형 = 0x81을, EAC3에는 스트림 유형 = 0x87을 사용합니다. dvb
로 설정된 경우 스트림 유형 = 0x06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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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rate
전송 스트림의 출력 비트레이트를 초당 비트 수로 나타낸 값입니다. 0으로 설정하면 muxer가 적절한 비
트레이트를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fferModel
multiplex로 설정된 경우 정확한 인터리빙을 위해 멀티플렉스 버퍼 모델을 사용합니다. bufferModel을
none으로 설정하면 지연 시간은 짧아지겠지만 메모리가 작은 디바이스에서는 스트림을 재생할 때 끊김
이 발생할 수 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cDescriptor
enabled로 설정된 경우 PMT에서 captionServiceDescriptor를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vbNitSettings
지정된 테이블 반복 간격마다 DVB 네트워크 정보 테이블(NIT)을 삽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vbNitSettings (p. 46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vbSdtSettings
지정된 테이블 반복 간격마다 DVB 서비스 설명 테이블(SDT)을 삽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vbSdtSettings (p. 46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vbSubPids
이 출력에 대한 입력 소스 DVB 자막 데이터의 PID입니다. 여러 개의 값이 허용되며, 범위로 입력하거나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값을 10진수 또는 16진수 값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각
PID는 32(또는 0x20)..8182(또는 0x1ff6)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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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bTdtSettings
지정된 테이블 반복 간격마다 DVB TDT(시간 및 날짜 테이블)를 삽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vbTdtSettings (p. 464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vbTeletextPid
이 출력에 대한 입력 소스 DVB 텔레텍스트 데이터의 PID입니다. 값을 10진수 또는 16진수 값으로 입력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값은 32(또는 0x20)..8182(또는 0x1ff6)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bif
passthrough로 설정된 경우 모든 EBIF 데이터를 입력 소스에서 이 출력으로 전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bpAudioInterval
videoAndFixedIntervals를 선택한 경우 오디오 EBP 마커가 파티션 3 및 4에 추가됩니다. 이 추가 마커
사이의 간격은 비디오 EBP 마커 간격보다 약간 짧게 고정됩니다. EBP Cablelabs 세그먼트화 마커가 선
택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파티션 1 및 2는 항상 비디오 간격을 따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bpLookaheadMs
이 옵션이 설정된 경우 입력 비디오를 미리 살펴보면서 EBS(Encoder Boundary Points)가 서로 지정된
시간 간격 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EBP가 지정된 시간 간격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현재의
EBP를 내보내지 않고, 해당 세그먼트가 다음 번 마커까지 “연장”됩니다. lookahead 값은 시스템에 지연
시간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채널을 구성하여 정확한 lookahead를 만들기에 충분한 지연 시간
을 확보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bpPlacement
EBP의 오디오 PID 배치를 제어합니다. videoAndAudioPids로 설정된 경우 EBP 마커가 비디오 PID와 모
든 오디오 PID에 배치됩니다. videoPid로 설정된 경우 EBP 마커가 비디오 PID에만 배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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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cmPid
이 필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sRateInPes
PES 헤더에 ES Rate 필드를 포함하거나 제외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tvPlatformPid
이 출력에 대한 입력 소스 ETV 플랫폼 데이터의 PID입니다. 10진수 또는 16진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값은 32(또는 0x20) ~ 8182(또는 0x1ff6)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tvSignalPid
이 출력에 대한 입력 소스 ETV 신호 데이터의 PID입니다. 값을 10진수 또는 16진수 값으로 입력할 수 있
습니다. 유효한 값은 32(또는 0x20)..8182(또는 0x1ff6)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agmentTime
각 조각의 길이(초)입니다. EBP 마커에만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lv
passthrough로 설정된 경우 모든 KLV 데이터를 입력 소스에서 이 출력으로 전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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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vDataPids
이 출력에 대한 입력 소스 KLV 데이터의 PID입니다. 여러 개의 값이 허용되며, 범위로 입력하거나 쉼표
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값을 10진수 또는 16진수 값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각 PID는
32(또는 0x20)..8182(또는 0x1ff6)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ielsenId3Behavior
passthrough로 설정된 경우 입력 오디오에서 미디어 추적을 위한 Nielsen 무음 신호음이 감지되고 출력
에는 그에 해당하는 ID3 태그가 삽입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llPacketBitrate
전송 스트림에 추가로 삽입할 null 패킷의 값입니다(초당 비트 수). 다운스트림 암호화 시스템에서 주기
적인 null 패킷을 요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Interval
출력 전송 스트림에서 이 테이블의 인스턴스 간의 시간(밀리초)입니다. Valid values are 0, 10..1000입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crControl
pcrEveryPesPacket으로 설정된 경우 모든 PES(Packetized Elementary Stream) 헤더마다 프로그램 클
록 참조 값이 삽입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PCR PID가 비디오 또는 오디오 기본 스트림과 동일할 때만 효
력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crPeriod
전송 스트림에 삽입된 프로그램 클록 참조(PCR) 간의 최대 시간(밀리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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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crPid
전송 스트림에 있는 프로그램 클록 참조(PCR)의 PID입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MediaLive가 비디
오 PID와 동일한 값을 할당합니다. 값을 10진수 또는 16진수 값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값은
32(또는 0x20)..8182(또는 0x1ff6)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mtInterval
출력 전송 스트림에서 이 테이블의 인스턴스 간의 시간(밀리초)입니다. Valid values are 0, 10..1000입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mtPid
전송 스트림에 있는 프로그램 맵 테이블(PMT)의 PID입니다. 값을 10진수 또는 16진수 값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값은 32(또는 0x20)..8182(또는 0x1ff6)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gramNum
프로그램 맵 테이블(PMT)의 프로그램 번호 필드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teMode
VBR로 설정된 경우 지정된 비트레이트를 채우기 위해 전송 스트림에 null 패킷을 삽입하지 않습니다. 비
트레이트 설정은 VBR 설정 시 최대 비트레이트 역할을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te27Pids
이 출력에 대한 입력 소스 SCTE-27 데이터의 PID입니다. 여러 개의 값이 허용되며, 범위로 입력하거나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값을 10진수 또는 16진수 값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각
PID는 32(또는 0x20)..8182(또는 0x1ff6)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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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te35Control
선택적으로 SCTE-35 신호를 입력 소스에서 이 출력으로 전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te35Pid
전송 스트림에 있는 SCTE-35 스트림의 PID입니다. 값을 10진수 또는 16진수 값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
다. 유효한 값은 32(또는 0x20)..8182(또는 0x1ff6)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gmentationMarkers
각각의 segmentationTime 기간에 세그먼트화 마커를 삽입합니다. raiSegstart는 조정 필드에 Random
Access Indicator(무작위 액세스 표시기) 비트를 설정합니다. raiAdapt는 RAI 비트를 설정하고 프라
이빗 데이터 바이트에 현재 타임코드를 추가합니다. psiSegstart는 세그먼트 시작 부분에 PAT 및
PMT 테이블을 삽입합니다. ebp는 OpenCable 사양 OC-SP-EBP-I01-130118에 따라 조정 필드에
EBP(Encoder Boundary Point) 정보를 추가합니다. ebpLegacy는 레거시 고유 형식을 사용하여 조정 필
드에 EBP(Encoder Boundary Point) 정보를 추가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gmentationStyle
세그먼트화 스타일 파라미터는 전송 스트림에 세그먼트화 마커를 삽입하는 방법을 제어합니다. avails
인 경우 세그먼트가 잘릴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이후의 세그먼트 마커 삽입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
다. resetCadence 세그먼트화 스타일을 선택했는데 avail로 인해 세그먼트가 잘리는 경우 세그먼트
화 케이던스가 재설정됩니다. 후속 세그먼트에 $segmentationTime초의 기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maintainCadence 세그먼트화 스타일을 선택했는데 avail로 인해 세그먼트가 잘리는 경우, 세그먼트화
케이던스가 재설정되지 않습니다. 후속 세그먼트도 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든 세
그먼트의 지속 시간은 $segmentationTime초입니다. EBP lookahead는 이 규칙에서 약간 예외가 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gmentationTime
각 세그먼트의 길이(초)입니다. 마커가 None_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471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MediaLive

TimedMetadataBehavior
passthrough로 설정된 경우 시간이 지정된 메타데이터가 입력에서 출력으로 전달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dMetadataPid
전송 스트림에 있는 시간이 지정된 메타데이터 스트림의 PID입니다. 값을 10진수 또는 16진수 값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값은 32(또는 0x20)..8182(또는 0x1ff6)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portStreamId
프로그램 맵 테이블(PMT)의 전송 스트림 ID 필드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deoPid
전송 스트림에 있는 기본 비디오 스트림의 PID입니다. 값을 10진수 또는 16진수 값으로 입력할 수 있습
니다. 유효한 값은 32(또는 0x20)..8182(또는 0x1ff6)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M3u8Settings
M3U8 컨테이너의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StandardHls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udioFramesPerPes" : Integer,
"AudioPids" : String,
"EcmPid" : String,
"NielsenId3Behavior" : String,
"PatInterval" : Integer,
"PcrControl" : String,
"PcrPeriod" : Integer,
"PcrP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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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tInterval" : Integer,
"PmtPid" : String,
"ProgramNum" : Integer,
"Scte35Behavior" : String,
"Scte35Pid" : String,
"TimedMetadataBehavior" : String,
"TimedMetadataPid" : String,
"TransportStreamId" : Integer,
"VideoPid" : String

YAML
AudioFramesPerPes: Integer
AudioPids: String
EcmPid: String
NielsenId3Behavior: String
PatInterval: Integer
PcrControl: String
PcrPeriod: Integer
PcrPid: String
PmtInterval: Integer
PmtPid: String
ProgramNum: Integer
Scte35Behavior: String
Scte35Pid: String
TimedMetadataBehavior: String
TimedMetadataPid: String
TransportStreamId: Integer
VideoPid: String

Properties
AudioFramesPerPes
각 PES 패킷에 삽입할 오디오 프레임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dioPids
전송 스트림에 있는 기본 오디오 스트림의 PID입니다. 여러 개의 값이 허용되며, 범위로 입력하거나 쉼
표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값을 10진수 또는 16진수 값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cmPid
이 파라미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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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lsenId3Behavior
passthrough로 설정된 경우 입력 오디오에서 미디어 추적을 위한 Nielsen 무음 신호음이 감지되고 출력
에는 그에 해당하는 ID3 태그가 삽입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Interval
출력 전송 스트림에서 이 테이블의 인스턴스 간의 시간(밀리초)입니다. 값이 \"0\"이면 세그먼트 파일당
한 번씩 PMT가 작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crControl
pcrEveryPesPacket으로 설정된 경우 모든 PES(Packetized Elementary Stream) 헤더마다 프로그램 클
록 참조 값이 삽입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PCR PID가 비디오 또는 오디오 기본 스트림과 동일할 때만 효
력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crPeriod
전송 스트림에 삽입된 프로그램 클록 참조(PCR) 간의 최대 시간(밀리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crPid
전송 스트림에 있는 프로그램 클록 참조(PCR)의 PID입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MediaLive가 비디오
PID와 동일한 값을 할당합니다. 값을 10진수 또는 16진수 값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mtInterval
출력 전송 스트림에서 이 테이블의 인스턴스 간의 시간(밀리초)입니다. 값이 \"0\"이면 세그먼트 파일당
한 번씩 PMT가 작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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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tPid
전송 스트림에 있는 프로그램 맵 테이블(PMT)의 PID입니다. 값을 10진수 또는 16진수 값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gramNum
프로그램 맵 테이블(PMT)의 프로그램 번호 필드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te35Behavior
passthrough로 설정된 경우 모든 SCTE-35 신호를 입력 소스에서 이 출력으로 전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te35Pid
전송 스트림에 있는 SCTE-35 스트림의 PID입니다. 값을 10진수 또는 16진수 값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dMetadataBehavior
passthrough로 설정된 경우 시간이 지정된 메타데이터가 입력에서 출력으로 전달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dMetadataPid
전송 스트림에 있는 시간이 지정된 메타데이터 스트림의 PID입니다. 값을 10진수 또는 16진수 값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값은 32(또는 0x20)..8182(또는 0x1ff6)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portStreamId
프로그램 맵 테이블(PMT)의 전송 스트림 ID 필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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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deoPid
전송 스트림에 있는 기본 비디오 스트림의 PID입니다. 값을 10진수 또는 16진수 값으로 입력할 수 있습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MediaPackageGroupSettings
MediaPackage 그룹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Group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 : OutputLocationRef (p. 4745)

YAML
Destination:
OutputLocationRef (p. 4745)

Properties
Destination
MediaPackage 채널 대상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utputLocationRef (p. 474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MediaPackageOutputDestinationSettings
MediaPackage 출력에 대한 대상 설정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OutputDestination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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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hannelId" : String

YAML
ChannelId: String

Properties
ChannelId
이 출력 그룹의 대상인 MediaPackage 채널의 ID입니다. MediaPackage에서 개별 채널을 지정할 필요
가 없습니다. MediaLive가 두 MediaLive 파이프라인과 두 MediaPackage 입력 간 연결을 처리합니다.
MediaPackage 채널과 MediaLive 채널은 동일한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MediaPackageOutputSettings
MediaPackage 출력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YAML

AWS::MediaLive::Channel MotionGraphicsConfiguration
채널에서 모션 그래픽 오버레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구성하는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Encode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MotionGraphicsInserti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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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onGraphicsSettings" : MotionGraphicsSettings (p. 4725)

YAML
MotionGraphicsInsertion: String
MotionGraphicsSettings:
MotionGraphicsSettings (p. 4725)

Properties
MotionGraphicsInsertion
채널에서 모션 그래픽 오버레이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tionGraphicsSettings
채널에서 모션 그래픽 오버레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구성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otionGraphicsSettings (p. 47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MotionGraphicsSettings
채널에서 모션 그래픽 오버레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구성하는 설정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 항목은 MotionGraphicsConfiguration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tmlMotionGraphicsSettings" : HtmlMotionGraphicsSettings (p. 4700)

YAML
HtmlMotionGraphicsSettings:
HtmlMotionGraphicsSettings (p. 4700)

Properties
HtmlMotionGraphicsSettings
HTML 자산을 사용하도록 모션 그래픽 오버레이를 구성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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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tmlMotionGraphicsSettings (p. 47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Mp2Settings
이 MP2 오디오의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AudioCodec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itrate" : Double,
"CodingMode" : String,
"SampleRate" : Double

YAML
Bitrate: Double
CodingMode: String
SampleRate: Double

Properties
Bitrate
평균 비트레이트(비트/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dingMode
MPEG2 오디오 코딩 모드입니다. 유효한 값은 codingMode10(모노의 경우) 또는 codingMode20(스테레
오의 경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mpleRate
샘플 속도(Hz)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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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MediaLive::Channel Mpeg2FilterSettings
MPEG-2 코덱에 적용되는 비디오 필터를 구성하는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Mpeg2Filte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emporalFilterSettings" : TemporalFilterSettings (p. 4760)

YAML
TemporalFilterSettings:
TemporalFilterSettings (p. 4760)

Properties
TemporalFilterSetting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TemporalFilterSettings (p. 47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Mpeg2Settings
출력의 MPEG-2 코덱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VideoCodecSetting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daptiveQuantization" : String,
"AfdSignaling" : String,
"ColorMetadata" : String,
"ColorSpace" : String,
"DisplayAspectRatio" : String,
"FilterSettings" : Mpeg2FilterSettings (p. 4727),
"FixedAfd" : String,
"FramerateDenominator" : Integer,
"FramerateNumerator" : Integer,
"GopClosedCadence" : Integer,
"GopNumBFrames" : Integer,
"GopSize" :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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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pSizeUnits" : String,
"ScanType" : String,
"SubgopLength" : String,
"TimecodeInsertion" : String

YAML
AdaptiveQuantization: String
AfdSignaling: String
ColorMetadata: String
ColorSpace: String
DisplayAspectRatio: String
FilterSettings:
Mpeg2FilterSettings (p. 4727)
FixedAfd: String
FramerateDenominator: Integer
FramerateNumerator: Integer
GopClosedCadence: Integer
GopNumBFrames: Integer
GopSize: Double
GopSizeUnits: String
ScanType: String
SubgopLength: String
TimecodeInsertion: String

Properties
AdaptiveQuantization
적응 양자화를 비활성화하려면 Off를 선택합니다. 또는 다른 값을 선택하여 양자화기를 활성화하고 강
도를 설정합니다. 강도는 Auto, Off, Low, Medium, High입니다. 이 필드를 활성화하면 MediaLive에서 프
레임 내 양자화기를 변경하여 시각적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fdSignaling
MediaLive에서 비디오 인코딩에 쓸 AFD 값을 나타냅니다. AFD 신호를 모르는 경우 또는 다운스트림 시
스템에서 지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AUTO를 선택합니다. AUTO: MediaLive는 (다수의 AFD 값이 유효
한 경우) 입력 AFD 값을 보존하려 합니다. FIXED: MediaLive는 fixedAFD에 지정된 값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lorMetadata
색상 공간 메타데이터를 포함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메타데이터는 비디오에 적용되는 색상 공간
(colorSpace 필드)을 설명합니다. 메타데이터를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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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Space
출력에 적용할 색상 공간 변환 유형을 선택합니다. 출력에서 원하는 색상 공간을 가져오도록 입력 및 출
력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ediaLive 사용 설명서에서 \"MediaLive 기능 - 비디오 - 색상
공간\"에 대한 섹션을 참조하세요. PASSTHROUGH: 입력 콘텐츠의 색상 공간을 유지하고 변환하지 않
습니다. AUTO: 모든 SD 콘텐츠를 rec 601로 변환하고 모든 HD 콘텐츠를 rec 709로 변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playAspectRatio
인코딩의 픽셀 종횡비를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terSettings
필요한 경우 압축된 콘텐츠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노이즈 감소 필터를 지정합니다. 필터를 선택하지
않으면 필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TEMPORAL: 이 필터는 노이즈가 있는 소스 콘텐츠(과도한 디지털
아티팩트가 있는 경우)와 깨끗한 소스 콘텐츠 모두에 유용합니다. 콘텐츠에 노이즈가 있을 때 필터는 인
코딩 단계 전에 소스 콘텐츠를 정리하고 다음 두 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첫째, 콘텐츠가 정리되었기 때문
에 출력 비디오 품질이 향상됩니다. 둘째, MediaLive가 인코딩 노이즈에 비트를 낭비하지 않으므로 대역
폭이 감소합니다. 콘텐츠가 깨끗한 경우 이 필터는 비트레이트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peg2FilterSettings (p. 47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xedAfd
afdSignaling이 FIXED로 설정된 경우에만 이 필드를 입력합니다. 비디오 인코딩의 모든 프레임에 쓰려
면 AFD 값(4비트)을 입력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amerateDenominator
description": "프레임 속도 분모입니다. 예: 1001. 프레임 속도는 분자를 분모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
어 24000 / 1001 = 23.976FPS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amerateNumerator
프레임 속도 분자입니다. 예: 24000. 프레임 속도는 분자를 분모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24000 /
1001 = 23.976FPS입니다.
Required: 아니요
API 버전 2010-05-15
472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MediaLive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opClosedCadence
MPEG2: 기본값은 open GOP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opNumBFrames
GOP 구조와 관련됩니다. 참조 프레임 사이의 B-프레임 수입니다. B-프레임을 모르는 경우 기본값을 사
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opSize
GOP 구조와 관련됩니다. gopSizeUnits에 지정된 단위의 GOP 크기(키 프레임 간격)입니다. GOP를 모
르는 경우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gopSizeUnits가 프레임이면 gopSize는 정수이고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gopSizeUnits가 초인 경우 gopSize는 0보다 커야 하지만 정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opSizeUnits
GOP 구조와 관련됩니다. gopSize를 프레임 단위로 지정할지 초 단위로 지정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기본 gopSize를 변경하지 않으려면 기본값을 그대로 둡니다. SECONDS를 지정하면 MediaLive가 내부
적으로 gop 크기를 프레임 수로 변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anType
출력의 스캔 유형을 PROGRESSIVE 또는 INTERLACED(위쪽 필드부터)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gopLength
GOP 구조와 관련됩니다. GOP를 모르는 경우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FIXED: 각 서브 GOP의 B-프레임
수를 gopNumBFrames의 값으로 설정합니다. DYNAMIC: MediaLive에서 각 서브 GOP의 B-프레임 수를
최적화하여 시각적 품질을 개선합니다.
Required: 아니요
API 버전 2010-05-15
473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MediaLive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codeInsertion
MediaLive에서 출력 비디오에 타임코드를 삽입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타임코드의 입력 및 출력 설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ediaLive 사용 설명서에서 \"MediaLive 기능 - 타임코드 구성\"에 대한 섹션을 참
조하세요. DISABLED: 타임코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GOP_TIMECODE: GOP 헤더에 타임코드 메타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MsSmoothGroupSettings
Microsoft Smooth 출력 그룹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Group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quisitionPointId" : String,
"AudioOnlyTimecodeControl" : String,
"CertificateMode" : String,
"ConnectionRetryInterval" : Integer,
"Destination" : OutputLocationRef (p. 4745),
"EventId" : String,
"EventIdMode" : String,
"EventStopBehavior" : String,
"FilecacheDuration" : Integer,
"FragmentLength" : Integer,
"InputLossAction" : String,
"NumRetries" : Integer,
"RestartDelay" : Integer,
"SegmentationMode" : String,
"SendDelayMs" : Integer,
"SparseTrackType" : String,
"StreamManifestBehavior" : String,
"TimestampOffset" : String,
"TimestampOffsetMode" : String

YAML
AcquisitionPointId: String
AudioOnlyTimecodeControl: String
CertificateMode: String
ConnectionRetryInterval: Integer
Destination:
OutputLocationRef (p. 4745)
EventId: String
EventIdMod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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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StopBehavior: String
FilecacheDuration: Integer
FragmentLength: Integer
InputLossAction: String
NumRetries: Integer
RestartDelay: Integer
SegmentationMode: String
SendDelayMs: Integer
SparseTrackType: String
StreamManifestBehavior: String
TimestampOffset: String
TimestampOffsetMode: String

Properties
AcquisitionPointId
스파스 트랙에 배치된 각 메시지에 사용되는 획득 지점 ID 요소의 값입니다. sparseTrackType이
“none”이 아닌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dioOnlyTimecodeControl
오디오 전용 Microsoft Smooth 출력을 passthrough로 설정하면 조각 절대 시간이 현재 타임코드로 설정
됩니다. 이 옵션은 오디오 기본 스트림에 타임코드를 쓰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ertificateMode
verifyAuthenticity로 설정된 경우 HTTPS 인증서 체인을 신뢰하는 인증 기관(CA)에 확인합니다. 이로 인
해 자체 서명된 인증서에 대한 HTTPS 출력은 실패하게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ionRetryInterval
연결이 끊어질 경우 IIS 서버에 대한 연결을 재시도하기 전의 대기 시간(초)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콘
텐츠가 캐싱되며 연결이 복구되면 캐시가 IIS 서버에 전달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
IIS 서버에 대한 Smooth Streaming 게시 지점입니다. MediaLive는 IIS에 대한 "푸시" 인코더 역할을 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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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utputLocationRef (p. 474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Id
IIS 서버로 전송되는 Microsoft Smooth 채널 ID입니다. eventIdMode가 useConfigured로 설정된 경우에
만 ID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IdMode
채널 ID를 IIS 서버로 전송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채널 ID가 전송되지 않으며 게시 지점 변경 없이 동
일한 채널을 사용할 경우 클라이언트에 이전 실행에서 캐싱된 비디오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옵션: "useConfigured" - eventId에 입력한 값을 사용합니다. - "useTimestamp" - 현재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채널 ID를 생성하고 전송합니다. - "noEventId" - 채널 ID를 IIS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StopBehavior
sendEOS로 설정된 경우 채널을 중지할 때 IIS 서버로 EOS 신호를 전송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ecacheDuration
스트리밍 출력의 파일 캐시 크기(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agmentLength
생성할 mp4 조각의 길이(초)입니다. 조각 길이는 GOP 크기 및 프레임 수와 호환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LossAction
입력 손실에 대한 출력 그룹 동작을 제어하는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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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Retries
재시도 횟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tartDelay
출력 실패, 단일 세그먼트에서 numRetries의 소진 또는 filecacheDuration 초과 때문에 재시작을 하기 전
의 대기 시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gmentationMode
useInputSegmentation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구성된 세그먼트 크기가 항상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ndDelayMs
두 번째 파이프라인에서 출력을 지연할 시간(밀리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arseTrackType
scte35로 설정하면 수신 SCTE-35 메시지를 사용하여 이 Microsoft Smooth 출력 그룹에 스파스 트랙을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ManifestBehavior
send로 설정된 경우 스트림 매니페스트를 전송해 모든 스트림이 시작될 때까지 게시 지점이 시작되지
않게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stampOffset
채널에 대한 타임스탬프 오프셋입니다. timestampOffsetMode가 useConfiguredOffset으로 설정된 경우
에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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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stampOffsetMode
사용할 타임스탬프 날짜 오프셋 유형입니다. - useEventStartDate: 채널이 시작된 날짜를 오프셋으로 사
용합니다. - useConfiguredOffset: 명시적으로 구성된 날짜를 오프셋으로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MsSmoothOutputSettings
Microsoft Smooth 출력의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265PackagingType" : String,
"NameModifier" : String

YAML
H265PackagingType: String
NameModifier: String

Properties
H265PackagingType
이 출력이 H.265 비디오 설명을 참조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MP4 세그먼트를 HEV1로 패키징할지
HVC1로 패키징할지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Modifier
대상 파일 이름의 끝에 연결되는 문자열입니다. 동일한 유형의 다중 출력에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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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MultiplexGroupSettings
멀티플렉스 출력 그룹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Group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YAML

AWS::MediaLive::Channel MultiplexOutputSettings
멀티플렉스 출력의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 : OutputLocationRef (p. 4745)

YAML
Destination:
OutputLocationRef (p. 4745)

Properties
Destination
대상이 멀티플렉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utputLocationRef (p. 474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MultiplexProgramChannelDestinationSettings
멀티플렉스 출력의 대상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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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체의 상위는 OutputDestination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ultiplexId" : String,
"ProgramName" : String

YAML
MultiplexId: String
ProgramName: String

Properties
MultiplexId
인코더가 출력을 제공하는 멀티플렉스의 ID입니다. 멀티플렉스에 대한 개별 입력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
니다. MediaLive가 두 MediaLive 파이프라인과 두 멀티플렉스 인스턴스 간 연결을 처리합니다. 멀티플
렉스는 채널과 동일한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gramName
인코더가 출력을 제공하는 멀티플렉스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NetworkInputSettings
업스트림 시스템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Input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lsInputSettings" : HlsInputSettings (p. 4694),
"ServerValidati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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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HlsInputSettings:
HlsInputSettings (p. 4694)
ServerValidation: String

Properties
HlsInputSettings
업스트림 시스템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lsInputSettings (p. 469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erValidation
HTTPS 서버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checkCryptographyOnly으로 설정할 경우, 인증서의 암호화 기법은
확인하지만 서버의 이름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일부 하위 도메인(특히 버킷 이름에 점을 사용하는 S3 버
킷)은 해당하는 인증서의 와일드카드 패턴을 엄격하게 일치시키지 않으며, 그럴 경우 채널 오류가 발생
합니다. HTTPS를 사용하지 않는 프로토콜에서는 이 설정이 무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NielsenConfiguration
Nielsen 워터마크를 구성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Encode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stributorId" : String,
"NielsenPcmToId3Tagging" : String

YAML
DistributorId: String
NielsenPcmToId3Tagging: String

Properties
DistributorId
Nielsen에서 조직에 할당한 배포자 ID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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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ielsenPcmToId3Tagging
Nielsen PCM에서 ID3 태깅 활성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Output
출력 설정입니다.
이 엔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Group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dioDescriptionNames" : [ String, ... ],
"CaptionDescriptionNames" : [ String, ... ],
"OutputName" : String,
"OutputSettings" : OutputSettings (p. 4746),
"VideoDescriptionName" : String

YAML
AudioDescriptionNames:
- String
CaptionDescriptionNames:
- String
OutputName: String
OutputSettings:
OutputSettings (p. 4746)
VideoDescriptionName: String

Properties
AudioDescriptionNames
이 출력에 대한 오디오 소스로 사용되는 오디오 설명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ptionDescriptionNames
이 출력에 대한 캡션 소스로 사용되는 캡션 설명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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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Name
출력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Settings
출력 유형별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utputSettings (p. 47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deoDescriptionName
이 출력의 소스로 사용되는 VideoDescription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OutputDestination
출력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이 개체는 채널의 최상위 레벨에 위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 : String,
"MediaPackageSettings" : [ MediaPackageOutputDestinationSettings (p. 4723), ... ],
"MultiplexSettings" : MultiplexProgramChannelDestinationSettings (p. 4736),
"Settings" : [ OutputDestinationSettings (p. 4741), ... ]

YAML
Id: String
MediaPackageSettings:
- MediaPackageOutputDestinationSettings (p. 4723)
Multiplex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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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xProgramChannelDestinationSettings (p. 4736)
Settings:
- OutputDestinationSettings (p. 4741)

Properties
Id
이 대상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diaPackageSettings
MediaPackage 출력에 대한 대상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diaPackageOutputDestinationSettings (p. 472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ultiplexSettings
멀티플렉스 출력의 대상 설정(두 인코더에 하나의 대상)
Required: 아니요
Type: MultiplexProgramChannelDestinationSettings (p. 47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ttings
출력에 대한 대상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utputDestinationSettings (p. 474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OutputDestinationSettings
이 출력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OutputDestination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PasswordParam" : String,
"Stream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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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String,
"Username" : String

YAML
PasswordParam: String
StreamName: String
Url: String
Username: String

Properties
PasswordParam
다운스트림 시스템에 액세스하기 위한 암호가 들어 있는 암호 파라미터입니다. 이 암호 파라미터는 다운
스트림 시스템이 자격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Name
콘텐츠의 스트림 이름입니다. RTMP 출력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l
대상의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
다운스트림 시스템에 연결할 사용자 이름입니다. 다운스트림 시스템이 자격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OutputGroup
단일 출력 그룹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EncoderSetting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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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OutputGroupSettings" : OutputGroupSettings (p. 4743),
"Outputs" : [ Output (p. 4739), ... ]

YAML
Name: String
OutputGroupSettings:
OutputGroupSettings (p. 4743)
Outputs:
- Output (p. 4739)

Properties
Name
선택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출력 그룹 이름입니다. 글자, 숫자 및 밑줄 문자만 허용됩니다.
최대 길이는 32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GroupSettings
출력 그룹에 연결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utputGroupSettings (p. 474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s
출력 그룹의 출력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출력 (p. 473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OutputGroupSettings
출력 그룹의 구성입니다.
이 엔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Group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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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rchiveGroupSettings" : ArchiveGroupSettings (p. 4601),
"FrameCaptureGroupSettings" : FrameCaptureGroupSettings (p. 4657),
"HlsGroupSettings" : HlsGroupSettings (p. 4685),
"MediaPackageGroupSettings" : MediaPackageGroupSettings (p. 4723),
"MsSmoothGroupSettings" : MsSmoothGroupSettings (p. 4731),
"MultiplexGroupSettings" : MultiplexGroupSettings (p. 4736),
"RtmpGroupSettings" : RtmpGroupSettings (p. 4751),
"UdpGroupSettings" : UdpGroupSettings (p. 4763)

YAML
ArchiveGroupSettings:
ArchiveGroupSettings (p. 4601)
FrameCaptureGroupSettings:
FrameCaptureGroupSettings (p. 4657)
HlsGroupSettings:
HlsGroupSettings (p. 4685)
MediaPackageGroupSettings:
MediaPackageGroupSettings (p. 4723)
MsSmoothGroupSettings:
MsSmoothGroupSettings (p. 4731)
MultiplexGroupSettings:
MultiplexGroupSettings (p. 4736)
RtmpGroupSettings:
RtmpGroupSettings (p. 4751)
UdpGroupSettings:
UdpGroupSettings (p. 4763)

Properties
ArchiveGroupSettings
아카이브 출력 그룹의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GroupSettings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rchiveGroupSettings (p. 46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ameCaptureGroupSettings
프레임 캡처 출력 그룹의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rameCaptureGroupSettings (p. 465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lsGroupSettings
HLS 출력 그룹의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lsGroupSettings (p. 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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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diaPackageGroupSettings
MediaPackage 출력 그룹의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diaPackageGroupSettings (p. 47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sSmoothGroupSettings
Microsoft Smooth 출력 그룹의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sSmoothGroupSettings (p. 473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ultiplexGroupSetting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MultiplexGroupSettings (p. 47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tmpGroupSettings
RTMP 출력 그룹의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tmpGroupSettings (p. 475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dpGroupSettings
UDP 출력 그룹의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UdpGroupSettings (p. 47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OutputLocationRef
채널에 정의된 OutputDestination ID에 대한 참조입니다.
이 엔터티는 ArchiveGroupSettings, FrameCaptureGroupSettings, HlsGroupSettings,
MediaPackageGroupSettings, MSSmoothGroupSettings, RtmpOutputSettings 및 UdpOutputSettings에 사
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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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DestinationRefId" : String

YAML
DestinationRefId: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RefId
이 대상에 대한 참조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OutputSettings
출력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chiveOutputSettings" : ArchiveOutputSettings (p. 4602),
"FrameCaptureOutputSettings" : FrameCaptureOutputSettings (p. 4658),
"HlsOutputSettings" : HlsOutputSettings (p. 4696),
"MediaPackageOutputSettings" : MediaPackageOutputSettings (p. 4724),
"MsSmoothOutputSettings" : MsSmoothOutputSettings (p. 4735),
"MultiplexOutputSettings" : MultiplexOutputSettings (p. 4736),
"RtmpOutputSettings" : RtmpOutputSettings (p. 4752),
"UdpOutputSettings" : UdpOutputSettings (p. 4764)

YAML
ArchiveOutputSettings:
ArchiveOutputSettings (p. 4602)
FrameCaptureOutputSettings:
FrameCaptureOutputSettings (p. 4658)
HlsOutputSettings:
HlsOutputSettings (p. 4696)
MediaPackageOutputSettings:
MediaPackageOutputSettings (p. 4724)
MsSmoothOutputSettings:
MsSmoothOutputSettings (p. 4735)
MultiplexOutput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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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xOutputSettings (p. 4736)
RtmpOutputSettings:
RtmpOutputSettings (p. 4752)
UdpOutputSettings:
UdpOutputSettings (p. 4764)

Properties
ArchiveOutputSettings
아카이브 출력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rchiveOutputSettings (p. 46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ameCaptureOutputSettings
프레임 캡처 출력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GroupSettings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rameCaptureOutputSettings (p. 465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lsOutputSettings
HLS 출력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GroupSettings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lsOutputSettings (p. 46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diaPackageOutputSettings
MediaPackage 출력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GroupSettings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diaPackageOutputSettings (p. 47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sSmoothOutputSettings
Microsoft Smooth 출력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sSmoothOutputSettings (p. 47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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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xOutputSetting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MultiplexOutputSettings (p. 47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tmpOutputSettings
RTMP 출력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GroupSettings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tmpOutputSettings (p. 475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dpOutputSettings
UDP 출력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GroupSettings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UdpOutputSettings (p. 47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PassThroughSettings
오디오를 출력으로 전달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AudioCodec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YAML

AWS::MediaLive::Channel RawSettings
출력 그룹의 WAV 오디오에 대한 컨테이너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ArchiveContaine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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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YAML

AWS::MediaLive::Channel Rec601Settings
Rec601 설정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H264ColorSpaceSettings 및 H265ColorSpace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YAML

AWS::MediaLive::Channel Rec709Settings
Rec709 설정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H264ColorSpaceSettings 및 H265ColorSpace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YAML

AWS::MediaLive::Channel RemixSettings
출력의 오디오 리믹싱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AudioDescription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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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hannelMappings" : [ AudioChannelMapping (p. 4604), ... ],
"ChannelsIn" : Integer,
"ChannelsOut" : Integer

YAML
ChannelMappings:
- AudioChannelMapping (p. 4604)
ChannelsIn: Integer
ChannelsOut: Integer

Properties
ChannelMappings
적절한 게인 조정이 포함된 출력 채널에 대한 입력 채널의 매핑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dioChannelMapping (p. 460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hannelsIn
사용할 입력 채널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hannelsOut
생성할 출력 채널 수입니다. 유효한 값: 1, 2, 4, 6, 8.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RtmpCaptionInfo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RTMPCaptionInfo 캡션 인코딩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CaptionDestination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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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AWS::MediaLive::Channel RtmpGroupSettings
RTMP 출력 그룹의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Group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Markers" : [ String, ... ],
"AuthenticationScheme" : String,
"CacheFullBehavior" : String,
"CacheLength" : Integer,
"CaptionData" : String,
"InputLossAction" : String,
"RestartDelay" : Integer

YAML
AdMarkers:
- String
AuthenticationScheme: String
CacheFullBehavior: String
CacheLength: Integer
CaptionData: String
InputLossAction: String
RestartDelay: Integer

Properties
AdMarkers
이 출력 그룹에 대한 광고 마커 유형을 선택합니다. MediaLive는 각 SCTE-35 메시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생성하고 해당 마커 유형에 맞게 형식을 지정한 다음 데이터 스트림에 삽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henticationScheme
CDN과 연결할 때 사용할 인증 체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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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heFullBehavior
콘텐츠 캐시가 가득 찰 경우의 동작을 제어합니다. 원격 오리진 서버가 RTMP 연결을 중지하고 콘텐츠
를 충분히 빠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미디어 캐시가 채워집니다. 캐시가 cacheLength에 지정된 기간에
도달하면, 캐시는 새 콘텐츠 수신을 중단합니다. disconnectImmediately로 설정된 경우 RTMP 출력은 강
제로 연결을 중단합니다. 미디어 캐시를 지우고 restartDelay(초) 후에 다시 연결합니다. WaitForServer
로 설정된 경우 RTMP 출력이 최대 5분간 대기한 다음 오리진 서버가 다시 데이터를 수신하게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cheLength
버퍼 크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캐시 길이(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ptionData
onCaptionInfo 출력으로 전달되는 데이터 유형을 제어합니다. all로 설정하면 608 및 708이 전달하는
DTVCC 데이터가 전달됩니다. field1AndField2608로 설정된 경우 DTVCC 데이터는 제거되지만, 두 필
드에서 오는 608 데이터는 모두 전송됩니다. field1608로 설정된 경우 필드 1 비디오에서 608에 전달되
는 데이터만 전송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LossAction
입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이 RTMP 그룹의 동작을 제어합니다. emitOutput: 입력이 돌아올 때까지 슬
레이트를 방출합니다. pauseOutput: 입력이 돌아올 때까지 데이터 전송을 중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RTMP 연결이 닫히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tartDelay
스트리밍 출력이 실패할 경우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초)입니다. 값이 0이면 다시 시작되
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RtmpOutputSettings
단일 RTMP 출력에 대한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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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Mode" : String,
"ConnectionRetryInterval" : Integer,
"Destination" : OutputLocationRef (p. 4745),
"NumRetries" : Integer

YAML
CertificateMode: String
ConnectionRetryInterval: Integer
Destination:
OutputLocationRef (p. 4745)
NumRetries: Integer

Properties
CertificateMode
verifyAuthenticity로 설정된 경우 TLS 인증서 체인을 신뢰하는 인증 기관(CA)에 확인합니다. 이로 인해
자체 서명된 인증서에 대한 RTMPS 출력은 실패하게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ionRetryInterval
연결이 끊어질 경우 플래시 미디어 서버에 대한 연결을 재시도하기 전의 대기 시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
스트림 이름(예: rtmp://host/appname)을 제외한 RTMP 엔드포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utputLocationRef (p. 474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Retries
재시도 횟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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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Scte20PlusEmbedded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SCTE-20 및 임베디드 캡션에 대한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CaptionDestination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YAML

AWS::MediaLive::Channel Scte20SourceSettings
입력에서 추출할 SCTE-20 캡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CaptionSelecto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vert608To708" : String,
"Source608ChannelNumber" : Integer

YAML
Convert608To708: String
Source608ChannelNumber: Integer

Properties
Convert608To708
upconvert일 경우 608 데이터가 708 래퍼의 "608 호환성 바이트" 필드를 통해 전달되는 동시에 708로도
변환됩니다. 소스 콘텐츠에 있는 708 데이터는 모두 삭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608ChannelNumber
캡션을 추출할 비디오 트랙의 608/708 채널 번호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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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Scte27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SCTE-27 캡션에 대한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CaptionDestination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YAML

AWS::MediaLive::Channel Scte27SourceSettings
입력에서 추출할 SCTE-27 캡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CaptionSelecto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id" : Integer

YAML
Pid: Integer

Properties
Pid
PID 필드는 캡션 선택기 languageCode 필드와 함께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PID 및 언어를 지정: 해당
PID에서 캡션을 추출합니다. 언어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PID를 지정하고 언어를 생략: 지정된 PID를
추출합니다. PID를 생략하고 언어를 지정: PID와 상관없이 지정된 언어를 추출합니다. PID를 생략하고
언어를 생략: 전달되는 소스가 DVB-Sub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모든 언어가 전달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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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Scte35SpliceInsert
SCTE-35 스플라이스 삽입 처리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Avail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AvailOffset" : Integer,
"NoRegionalBlackoutFlag" : String,
"WebDeliveryAllowedFlag" : String

YAML
AdAvailOffset: Integer
NoRegionalBlackoutFlag: String
WebDeliveryAllowedFlag: String

Properties
AdAvailOffset
이 옵션이 지정된 경우 이 오프셋(밀리초 단위)이 입력의 광고 가능 PTS 시간에 추가됩니다. 임베디드
SCTE 104/35 메시지에만 적용됩니다. OOB 메시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RegionalBlackoutFlag
ignore로 설정된 경우 noRegionalBlackoutFlag를 0으로 설정한 세그먼트 설명자는 더 이상 블랙아웃이
나 광고 가능 슬레이트를 트리거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bDeliveryAllowedFlag
ignore로 설정된 경우 webDeliveryAllowedFlag를 0으로 설정한 세그먼트 설명자는 더 이상 블랙아웃이
나 광고 가능 슬레이트를 트리거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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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MediaLive::Channel Scte35TimeSignalApos
SCTE-35 시간 신호 APOS 모드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Avail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AvailOffset" : Integer,
"NoRegionalBlackoutFlag" : String,
"WebDeliveryAllowedFlag" : String

YAML
AdAvailOffset: Integer
NoRegionalBlackoutFlag: String
WebDeliveryAllowedFlag: String

Properties
AdAvailOffset
이 옵션이 지정된 경우 이 오프셋(밀리초 단위)이 입력의 광고 가능 PTS 시간에 추가됩니다. 임베디드
SCTE 104/35 메시지에만 적용됩니다. OOB 메시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RegionalBlackoutFlag
ignore로 설정된 경우 noRegionalBlackoutFlag를 0으로 설정한 세그먼트 설명자는 더 이상 블랙아웃이
나 광고 가능 슬레이트를 트리거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bDeliveryAllowedFlag
ignore로 설정된 경우 webDeliveryAllowedFlag를 0으로 설정한 세그먼트 설명자는 더 이상 블랙아웃이
나 광고 가능 슬레이트를 트리거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SmpteTt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SMPTE-TT 캡션에 대한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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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CaptionDestination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YAML

AWS::MediaLive::Channel StandardHlsSettings
표준 출력(오디오 전용 출력 아닌 출력)인 HLS 출력의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Hls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dioRenditionSets" : String,
"M3u8Settings" : M3u8Settings (p. 4719)

YAML
AudioRenditionSets: String
M3u8Settings:
M3u8Settings (p. 4719)

Properties
AudioRenditionSets
비디오 출력 스트림에 사용되는 모든 오디오 그룹을 나열합니다. 비디오에 연결된 모든 오디오 GROUPID를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3u8Settings
M3U8 컨테이너의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3u8Settings (p. 471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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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MediaLive::Channel StaticKeySettings
정적 키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KeyProvide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ProviderServer" : InputLocation (p. 4703),
"StaticKeyValue" : String

YAML
KeyProviderServer:
InputLocation (p. 4703)
StaticKeyValue: String

Properties
KeyProviderServer
콘텐츠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라이선스 서버의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Location (p. 47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icKeyValue
32자의 16진수 문자열로 된 정적 키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TeletextDestinationSettings
텔레텍스트 캡션 출력 인코딩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CaptionDestination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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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WS::MediaLive::Channel TeletextSourceSettings
입력에서 추출할 텔레텍스트 캡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CaptionSelecto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utputRectangle" : CaptionRectangle (p. 4630),
"PageNumber" : String

YAML
OutputRectangle:
CaptionRectangle (p. 4630)
PageNumber: String

Properties
OutputRectangle
이 텔레텍스트 소스 캡션을 사용하여 만들 출력 캡션의 캡션 사각형을 구성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ptionRectangle (p. 46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geNumber
캡션을 추출할 데이터 스트림에서 텔레텍스트 페이지 번호를 지정합니다. 범위는 0x100(256)에서
0x8FF(2303)까지입니다. 패스스루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0x" 접두사 없는 16진수 문자열로 지정되어
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TemporalFilterSettings
비디오에 적용할 임시 필터의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H264FilterSettings, H265FilterSettings 및 Mpeg2Filte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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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PostFilterSharpening" : String,
"Strength" : String

YAML
PostFilterSharpening: String
Strength: String

Properties
PostFilterSharpening
이 필터를 활성화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스 콘텐츠에 잡음이 많은 경우(과도한 디지털 아티팩
트가 포함되어 있음) 필터가 소스를 정리합니다. - 소스 콘텐츠가 이미 깨끗한 경우 필터는 특히 속도 제
어 모드가 QVBR일 때 비트레이트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ngth
필터 강도를 선택합니다. 강도는 1 또는 2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가 높을수록 좋은 정보를 제거
할 수 있으므로 이미지가 지나치게 부드러워집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TimecodeConfig
출력의 타임코드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Encode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ource" : String,
"SyncThreshold" : Integer

YAML
Sourc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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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Threshold: Integer

Properties
Source
채널 출력에 연결할 타임코드의 소스를 식별합니다. Embedded(embedded): 출력 타임코드를
소스의 타임코드로 초기화합니다. 소스에서 임베디드 타임코드가 감지되지 않는 경우 "Start at
0"(zerobased)가 시스템에 대신 사용됩니다. System Clock(systemclock): UTC 시간을 사용합니다.
Start at 0(zerobased): 채널의 첫 번째 프레임 시간이 00:00:00:00이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yncThreshold
출력 타임코드가 입력 타임코드로 재동기화되는 프레임 임계값입니다. 이 임계값보다 불일치 수준이 낮
으면 출력 타임코드의 불필요한 불연속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타임코드가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Ttml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TTML 캡션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CaptionDestination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yleControl" : String

YAML
StyleControl: String

Properties
StyleControl
passthrough로 설정된 경우 TTML 같은 입력 소스(TTML, SMPTE-TT, CFF-TT)의 스타일 및 위치 정보
를 CFF-TT 출력 또는 TTML 출력으로 전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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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UdpContainerSettings
UDP 출력의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UdpOutput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2tsSettings" : M2tsSettings (p. 4709)

YAML
M2tsSettings:
M2tsSettings (p. 4709)

Properties
M2tsSettings
이 UDP 출력에 대한 M2TS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2tsSettings (p. 47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UdpGroupSettings
UDP 출력 그룹의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Group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putLossAction" : String,
"TimedMetadataId3Frame" : String,
"TimedMetadataId3Period" : Integer

YAML
InputLossAction: String
TimedMetadataId3Fr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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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dMetadataId3Period: Integer

Properties
InputLossAction
입력 비디오가 손실되고 더 이상 백업 입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최후 수단 동작을 지정합니다.
dropTs를 선택하면 전체 전송 스트림의 방출이 중지됩니다. dropProgram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을 전송
스트림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TS 비트레이트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프로그램은 null 패킷으로 대체
됨). 또는 emitProgram을 선택하면 전송 스트림은 반복 프레임, 검은색 프레임이나 빈 입력 비디오를 대
체하는 슬레이트 프레임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계속 생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dMetadataId3Frame
타임코드가 있는 ID3 프레임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dMetadataId3Period
시간 지정된 메타데이터 간격(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UdpOutputSettings
단일 UDP 출력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Output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fferMsec" : Integer,
"ContainerSettings" : UdpContainerSettings (p. 4763),
"Destination" : OutputLocationRef (p. 4745),
"FecOutputSettings" : FecOutputSettings (p. 4655)

YAML
BufferMsec: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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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Settings:
UdpContainerSettings (p. 4763)
Destination:
OutputLocationRef (p. 4745)
FecOutputSettings:
FecOutputSettings (p. 4655)

Properties
BufferMsec
UDP 출력 버퍼링(밀리초)입니다. 값이 클수록 트랜스코더를 통한 지연 시간이 늘어나지만, 동시에 지속
적인 낮은 지터 UDP/RTP 출력을 유지해 트랜스코더를 지원하면서도 클록 복구, 입력 전환, 입력 중단,
사진 순서 변경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tainerSettings
UDP 출력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UdpContainerSettings (p. 47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
RTP 또는 UDP 패킷의 대상 주소 및 포트 번호입니다. 유니캐스트 또는 멀티캐스트 RTP 또는 UDP(예:
rtp://239.10.10.10:5001 또는 udp://10.100.100.100:5002)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utputLocationRef (p. 474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ecOutputSettings
UDP 출력에서 정방향 오류 수정을 활성화하고 조정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ecOutputSettings (p. 46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VideoBlackFailoverSettings
지정된 기간 동안 콘텐츠가 검은색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MediaLive가 장애 조치를 수행합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FailoverCondition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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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BlackDetectThreshold" : Double,
"VideoBlackThresholdMsec" : Integer

YAML
BlackDetectThreshold: Double
VideoBlackThresholdMsec: Integer

Properties
BlackDetectThreshold
MediaAlive가 픽셀을 '검은색'으로 간주하는 임계값의 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값입니다. 입력이 검
은색으로 간주되려면 프레임의 모든 픽셀이 이 이 임계값 미만이어야 합니다. 임계값은 백색의 백분율
(10진수로 표시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0.1은 10% 흰색(또는 90% 검은 색)을 의미합니다. 공식이 모
든 색상 농도에 대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10비트 색상 농도에서 이 필드를 0.1로
설정하는 경우(1023*0.1=102.3) 픽셀 값이 102 이하일 때 '검은색'입니다. 8비트 색상 심도에서 이 필드
를 1로 설정하면(255*0.1=25.5) 픽셀 값이 25 이하일 때 '검은색'입니다. 범위는 0.0에서 1.0 사이이며 소
수 자릿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deoBlackThresholdMsec
자동 입력 장애 조치가 발생하기 전에 활성 입력이 검은색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시간(밀리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VideoCodecSettings
출력의 비디오 코덱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티티의 상위 항목은 VideoDescription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rameCaptureSettings" : FrameCaptureSettings (p. 4660),
"H264Settings" : H264Settings (p. 4663),
"H265Settings" : H265Settings (p. 4674),
"Mpeg2Settings" : Mpeg2Settings (p. 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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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FrameCaptureSettings:
FrameCaptureSettings (p. 4660)
H264Settings:
H264Settings (p. 4663)
H265Settings:
H265Settings (p. 4674)
Mpeg2Settings:
Mpeg2Settings (p. 4727)

Properties
FrameCaptureSettings
프레임 캡처 출력의 비디오 코덱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rameCaptureSettings (p. 46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264Settings
출력의 H.264 코덱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264Settings (p. 46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265Settings
H265 코덱으로 인코딩된 비디오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265Settings (p. 467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peg2Settings
MPEG-2 코덱으로 인코딩된 비디오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peg2Settings (p. 47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VideoDescription
단일 출력 비디오에 대한 인코딩 정보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Encode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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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odecSettings" : VideoCodecSettings (p. 4766),
"Height" : Integer,
"Name" : String,
"RespondToAfd" : String,
"ScalingBehavior" : String,
"Sharpness" : Integer,
"Width" : Integer

YAML
CodecSettings:
VideoCodecSettings (p. 4766)
Height: Integer
Name: String
RespondToAfd: String
ScalingBehavior: String
Sharpness: Integer
Width: Integer

Properties
CodecSettings
비디오 코덱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deoCodecSettings (p. 476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ight
출력 비디오 높이(픽셀)입니다. 짝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코덱의 경우 소스의 높이와 너비(해상도)를
사용하기 위해 이 필드와 너비를 비워 둘 수 있습니다. 이 필드를 비워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프레임
캡처 코덱의 경우 높이와 너비가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이 VideoDescription의 이름입니다. 출력은 이 이름을 사용하여 이 설명을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설명 이
름은 이 채널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pondToAfd
입력 스트림의 AFD 값에 응답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RESPOND를 선택하면 AFD 값, 입력 표시 종횡
비 및 출력 표시 종횡비에 따라 입력 비디오가 잘리고 값이 출력에 포함됩니다(FRAMECAPTURE 코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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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PASSTHROUGH(FRAMECAPTURE 코덱에는 적용되지 않음)를 선택하면 AFD 값이 무시되고
값이 출력에 포함되므로 입력 비디오가 잘리지 않습니다. NONE을 선택하면 AFD 값이 무시되고 값이
출력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력 비디오가 잘리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alingBehavior
STRETCHTOOUTPUT을 선택하면 비디오가 지정된 출력 해상도(높이 및 너비)에 맞게 늘어나도록 출력
위치가 구성됩니다. 이 옵션은 위치 값을 무시합니다. DEFAULT를 선택하면 지정된 출력 해상도를 제공
하기 위해 비디오 둘레에 검은색 상자(필러 박스 또는 레터 박스)가 삽입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arpness
조정에 사용되는 앤티앨리어싱 필터의 강도를 변경합니다. 0이 가장 부드러운 설정이고, 100이 가장 선
명한 설정입니다. 대부분의 콘텐츠에는 50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idth
출력 비디오 너비(픽셀)입니다. 짝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코덱의 경우 소스의 높이와 너비(해상도)를
사용하기 위해 이 필드와 높이를 비워 둘 수 있습니다. 이 필드를 비워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프레임
캡처 코덱의 경우 높이와 너비가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VideoSelector
입력에서 추출할 비디오에 대한 정보입니다. 입력은 한 비디어 선택기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Input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olorSpace" : String,
"ColorSpaceSettings" : VideoSelectorColorSpaceSettings (p. 4770),
"ColorSpaceUsage" : String,
"SelectorSettings" : VideoSelectorSettings (p. 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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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ColorSpace: String
ColorSpaceSettings:
VideoSelectorColorSpaceSettings (p. 4770)
ColorSpaceUsage: String
SelectorSettings:
VideoSelectorSettings (p. 4772)

Properties
ColorSpace
입력의 색상 공간을 지정합니다. 이 설정은 colorSpaceConversion과 함께 작동하여 MediaLive가 변환
을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lorSpaceSettings
수신 비디오의 색상 공간 설정을 구성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deoSelectorColorSpaceSettings (p. 477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lorSpaceUsage
colorSpace가 Follow 이외의 값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필드는 colorSpace 필드 값이 사용되는 방식
을 제어합니다. Fallback은 입력이 색상 공간 데이터를 포함할 경우 해당 데이터가 사용되지만 입력이 색
상 공간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colorSpace 값이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입력에서 색상 공간 데
이터가 누락될 경우가 있지만 포함되는 색상 공간 데이터는 정확하다면 Fallback을 선택합니다. Force는
항상 colorSpace에 지정된 값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입력이 항상 색상 공간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거
나 색상 공간 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 Force를 선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lectorSettings
콘텐츠에서 선택할 비디오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deoSelectorSettings (p. 477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VideoSelectorColorSpaceSettings
수신 비디오의 색상 공간 설정을 구성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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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체의 상위는 VideoSelector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dr10Settings" : Hdr10Settings (p. 4680)

YAML
Hdr10Settings:
Hdr10Settings (p. 4680)

Properties
Hdr10Settings
수신 비디오의 색상 공간 설정을 구성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dr10Settings (p. 468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VideoSelectorPid
비디오 소스에서 특정 PID를 선택합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VideoSelecto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id" : Integer

YAML
Pid: Integer

Properties
Pid
비디오 소스에서 특정 PID를 선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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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VideoSelectorProgramId
프로그램 ID를 기준으로 비디오를 추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VideoSelector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ogramId" : Integer

YAML
ProgramId: Integer

Properties
ProgramId
멀티 프로그램 전송 스트림 내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MediaLive가 기본적으로 전송 스트림에서 첫 번째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VideoSelectorSettings
입력에서 추출할 비디오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개체의 상위는 VideoSelector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ideoSelectorPid" : VideoSelectorPid (p. 4771),
"VideoSelectorProgramId" : VideoSelectorProgramId (p. 4772)

YAML
VideoSelector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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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SelectorPid (p. 4771)
VideoSelectorProgramId:
VideoSelectorProgramId (p. 4772)

Properties
VideoSelectorPid
PID를 기준으로 비디오를 추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deoSelectorPid (p. 477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deoSelectorProgramId
프로그램 ID를 기준으로 비디오를 추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ideoSelectorProgramId (p. 477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VpcOutputSettings
채널에서 VPC 모드를 활성화하도록 설정하여 모든 출력의 엔드포인트가 VPC에 있게 합니다.
이 개체는 채널의 최상위 레벨에 위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ublicAddressAllocationIds" : [ String, ... ],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Ids" : [ String, ... ]

YAML
PublicAddressAllocationIds:
- String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Ids:
- String

Properties
PublicAddressAllocationIds
출력 VPC에서 생성될 ENI와 연결할 퍼블릭 주소 할당 ID 목록입니다. SINGLE_PIPELINE에 대해 하나
를 지정하고 STANDARD 채널에 대해 두 개를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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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Ids
출력 VP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EC2 VPC 보안 그룹 ID 최대 5개의 목록입니다. 아무 ID도 지
정하지 않을 경우 VPC 기본 보안 그룹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s
동일한 VPC의 VPC 서브넷 ID 목록입니다. STANDARD 채널인 경우, 서브넷 ID는 두 개의 고유한 가용
영역(AZ)에 매핑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WavSettings
출력의 WAV 오디오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AudioCodec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itDepth" : Double,
"CodingMode" : String,
"SampleRate" : Double

YAML
BitDepth: Double
CodingMode: String
SampleRate: Double

Properties
BitDepth
샘플당 비트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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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dingMode
WAV 오디오의 오디오 코딩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 따라 오디오의 채널 수가 결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mpleRate
샘플 레이트(Hz)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Channel WebvttDestinationSettings
출력의 웹 VTT 캡션에 대한 구성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CaptionDestinationSettings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YAML

AWS::MediaLive::Input
AWS::MediaLive::Input 리소스는 입력을 생성하는 MediaLive 리소스 유형입니다.
MediaLive 입력에는 MediaLive 채널이 트랜스코딩할 소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스트림 시스템에 연결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MediaLive::Input",
"Proper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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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tinations" : [ InputDestinationRequest (p. 4778), ... ],
"InputDevices" : [ InputDeviceSettings (p. 4779), ... ],
"InputSecurityGroups" : [ String, ... ],
"MediaConnectFlows" : [ MediaConnectFlowRequest (p. 4782), ... ],
"Name" : String,
"RoleArn" : String,
"Sources" : [ InputSourceRequest (p. 4780), ... ],
"Tags" : Json,
"Type" : String,
"Vpc" : InputVpcRequest (p. 4781)

YAML
Type: AWS::MediaLive::Input
Properties:
Destinations:
- InputDestinationRequest (p. 4778)
InputDevices:
- InputDeviceSettings (p. 4779)
InputSecurityGroups:
- String
MediaConnectFlows:
- MediaConnectFlowRequest (p. 4782)
Name: String
RoleArn: String
Sources:
- InputSourceRequest (p. 4780)
Tags: Json
Type: String
Vpc:
InputVpcRequest (p. 4781)

Properties
Destinations
입력이 푸시 유형의 입력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DestinationRequest (p. 477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Devices
입력이 Elemental Link 입력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DeviceSettings (p. 477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SecurityGroups
입력이 푸시 유형인 경우 입력에 연결할 입력 보안 그룹(ID로 참조)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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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diaConnectFlows
입력이 MediaConnect 입력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diaConnectFlowRequest (p. 478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입력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MediaConnect 입력 또는 Amazon VPC 입력을 생성할 때 MediaLive가 수임할 IAM 역할입니다. 다른 유
형의 입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역할은 해당 ARN으로 식별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s
입력이 풀 유형의 입력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SourceRequest (p. 478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입력에 사용되는 태그의 모음입니다. 각 태그는 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이 입력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c
입력이 소스가 Amazon VPC에 있는 푸시 입력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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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InputVpcRequest (p. 478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입력의 MediaLive ID입니다.
예: { "Ref": "myInput"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MediaLive 입력의 ARN입니다. 예: arn:aws:medialive:uswest-1:111122223333:medialive:input:1234567. MediaLive는 입력을 생성할 때 이 ARN을 생성합니다.
Destinations
푸시 입력의 경우 입력의 대상입니다. 대상은 업스트림 시스템이 이 입력의 콘텐츠를 푸시하는
MediaLive의 위치 URL입니다. MediaLive는 입력을 생성할 때 이러한 주소를 생성합니다
Sources
풀 입력의 경우 입력의 소스입니다. 소스는 MediaLive가 이 입력의 콘텐츠를 가져오는 업스트림 시스템
의 위치 URL입니다. 생성 요청에 이러한 URL을 포함시켰습니다.

AWS::MediaLive::Input InputDestinationRequest
입력이 푸시 유형의 입력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Input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reamName" : String

YAML
Stream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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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StreamName
MediaLive에서 RTMP 소스 콘텐츠를 푸시할 위치의 스트림 이름(애플리케이션 이름/애플리케이션 인스
턴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Input InputDeviceRequest
이 엔터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무시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 : String

YAML
Id: String

Properties
Id
이 속성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무시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Input InputDeviceSettings
입력이 Elemental Link 입력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Input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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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Id: String

Properties
Id
디바이스의 고유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Input InputSourceRequest
입력이 풀 유형의 입력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Input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sswordParam" : String,
"Url" : String,
"Username" : String

YAML
PasswordParam: String
Url: String
Username: String

Properties
PasswordParam
업스트림 시스템에 액세스하기 위한 암호가 들어 있는 암호 파라미터입니다. 이 암호 파라미터는 업스트
림 시스템이 자격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l
풀 입력의 경우, MediaLive가 소스 콘텐츠를 가져오는 UR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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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
업스트림 시스템에 연결할 사용자 이름입니다. 이 사용자 이름은 업스트림 시스템이 자격 증명을 요구하
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Input InputVpcRequest
입력이 소스가 Amazon VPC에 있는 푸시 입력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Input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Ids" : [ String, ... ]

YAML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Ids:
- String

Properties
SecurityGroupIds
입력 VP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VPC 보안 그룹 ID 최대 5개의 목록입니다. 보안 그룹에는 서
브넷 ID가 필요합니다. 아무 ID도 지정하지 않을 경우 MediaLive가 VPC 기본 보안 그룹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s
동일한 VPC의 VPC 서브넷 ID 2개의 목록입니다. 서브넷 ID를 2개의 고유한 가용 영역과 연결해야 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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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Input MediaConnectFlowRequest
입력이 MediaConnect 입력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Input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lowArn" : String

YAML
FlowArn: String

Properties
FlowArn
이 MediaConnect 입력의 소스인 1개 또는 2개MediaConnect 흐름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Live::InputSecurityGroup
AWS::MediaLive::InputSecurityGroup은 입력 보안 그룹을 생성하는 MediaLive 리소스 유형입니다.
MediaLive 입력 보안 그룹은 MediaLive 입력과 연결됩니다. 입력 보안 그룹은 외부 IP 주소가 콘텐츠를 연결
된 MediaLive 입력으로 푸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하는 IP 주소의 “허용 목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MediaLive::InputSecurityGroup",
"Properties" : {
"Tags" : Json,
"WhitelistRules" : [ InputWhitelistRuleCidr (p. 478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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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MediaLive::InputSecurityGroup
Properties:
Tags: Json
WhitelistRules:
- InputWhitelistRuleCidr (p. 4783)

Properties
Tags
이 입력 보안 그룹에 사용되는 태그의 모음입니다. 각 태그는 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hitelistRules
입력 보안 그룹에 "허용되는" 주소로 포함할 IPv4 CIDR 주소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putWhitelistRuleCidr (p. 478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입력 보안 그룹의 이름.
예: { "Ref": "myInputSecurityGroup"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MediaLive 입력 보안 그룹의 ARN입니다. 예: arn:aws:medialive:uswest-1:111122223333:medialive:inputSecurityGroup:1234567

AWS::MediaLive::InputSecurityGroup InputWhitelistRuleCidr
이 입력 보안 그룹에 포함할 IPv4 CIDR 범위입니다.
이 엔터티의 상위 항목은 InputSecurityGrou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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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idr" : String

YAML
Cidr: String

Properties
Cidr
이 입력 보안 그룹에 포함할 IPv4 CIDR 범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Elemental MediaPackag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MediaPackage::Asset (p. 4784)
• AWS::MediaPackage::Channel (p. 4787)
• AWS::MediaPackage::OriginEndpoint (p. 4789)
•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p. 4811)
• AWS::MediaPackage::PackagingGroup (p. 4826)

AWS::MediaPackage::Asset
VOD 콘텐츠를 수집할 자산을 생성합니다.
자산이 생성되면 자산은 콘텐츠 수집을 시작하고 연결된 패키징 구성에 대한 재생 URL을 생성합니다. 수집
이 완료되면 다운스트림 디바이스는 적절한 URL을 사용하여 AWS Elemental MediaPackage로부터 VOD 콘
텐츠를 요청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MediaPackage::Asset",
"Proper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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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 String,
"PackagingGroupId" : String,
"ResourceId" : String,
"SourceArn" : String,
"SourceRoleArn" : String,
"Tags" : [ Tag, ... ]

YAML
Type: AWS::MediaPackage::Asset
Properties:
Id: String
PackagingGroupId: String
ResourceId: String
SourceArn: String
SourceRoleAr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Id
자산에 할당하는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ckagingGroupId
이 자산과 연결된 패키징 그룹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Id
이 자산이 키 공급자 서비스에서 구성될 때 지정되는 자산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Arn
Amazon S3에 있는 소스 콘텐츠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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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RoleArn
소스 콘텐츠가 저장된 Amazon S3 버킷에 대한 액세스를 AWS Elemental MediaPackage에 제공하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유효한 형식: arn:aws:iam::{accountID}:role/{nam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자산에 할당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Fn::GetAtt
Arn
자산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자산에 대한 모든 요청의 응답에서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CreatedAt
수집을 위해 자산이 처음 제출된 시간입니다.
EgressEndpoint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AWS::MediaPackage::Asset EgressEndpoint
자산의 패키징 구성에 사용되는 재생 엔드포인트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ckagingConfigurationId" : String,
"Url" : String

YAML
PackagingConfigurationId: String
Url: String

API 버전 2010-05-15
478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MediaPackage

Properties
PackagingConfigurationId
이 자산에 적용되는 패키징 구성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l
이 엔드포인트에서 콘텐츠를 요청하는 데 사용되는 URL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Channel
콘텐츠를 수신할 채널을 생성합니다.
채널이 생성된 후 채널은 정적 입력 URL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URL은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업그레이드와
관계없이 채널의 수명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URL을 사용하여 업스트림 인코더의 출력을
구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MediaPackage::Channel",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EgressAccessLogs" : LogConfiguration (p. 4789),
"Id" : String,
"IngressAccessLogs" : LogConfiguration (p. 4789),
"Tags" : [ Tag, ... ]
}

YAML
Type: AWS::MediaPackage::Channel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EgressAccessLogs:
LogConfiguration (p. 4789)
Id: String
IngressAccessLogs:
LogConfiguration (p. 4789)
Tags:
-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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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scription
향후 식별을 위해 채널에 추가할 설명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gressAccessLogs
송신 액세스 로그를 구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gConfiguration (p. 478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
채널에 할당하는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gressAccessLogs
수신 액세스 로그를 구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gConfiguration (p. 478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채널에 할당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Fn::GetAtt
Arn
AWS 레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채널의 고유한 시스템 생성 리소스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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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MediaPackage::Channel LogConfiguration
채널에 대한 액세스 로그 구성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ogGroupName" : String

YAML
LogGroupName: String

Properties
LogGroupName
사용자 지정 Amazon CloudWatch 로그 그룹 이름을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OriginEndpoint
AWS Elemental MediaPackage 채널에 엔드포인트 생성
엔드포인트는 채널의 단일 전송 지점을 나타내며 패키징 프로토콜, DRM 및 암호화 통합 등과 같은 다양한
구성 요소를 통해 콘텐츠 출력 처리를 정의합니다.
엔드포인트가 생성되면 엔드포인트는 고정 퍼블릭 URL을 제공합니다. 이 URL은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업그레이드와 관계없이 엔드포인트의 수명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URL을 다운스트림 CDN(예:
Amazon CloudFront) 또는 재생 디바이스와 통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MediaPackage::OriginEndpoint",
"Properties" : {
"Authorization" : Authorization (p. 4793),
"ChannelId" : String,
"CmafPackage" : CmafPackage (p. 4794),
"DashPackage" : DashPackage (p. 4796),
"Description" : String,
"HlsPackage" : HlsPackage (p. 4804),
"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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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ifestName" : String,
"MssPackage" : MssPackage (p. 4808),
"Origination" : String,
"StartoverWindowSeconds" : Integer,
"Tags" : [ Tag, ... ],
"TimeDelaySeconds" : Integer,
"Whitelist" : [ String, ... ]

YAML
Type: AWS::MediaPackage::OriginEndpoint
Properties:
Authorization:
Authorization (p. 4793)
ChannelId: String
CmafPackage:
CmafPackage (p. 4794)
DashPackage:
DashPackage (p. 4796)
Description: String
HlsPackage:
HlsPackage (p. 4804)
Id: String
ManifestName: String
MssPackage:
MssPackage (p. 4808)
Origination: String
StartoverWindowSeconds: Integer
Tags:
- Tag
TimeDelaySeconds: Integer
Whitelist:
- String

Properties
Authorization
CDN 권한 부여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thorization (p. 47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hannelId
이 엔드포인트와 연결된 채널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mafPackage
CMAF(Common Media Application Format) 패키징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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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mafPackage (p. 479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shPackage
DASH 패키징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shPackage (p. 47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향후 식별을 위해 엔드포인트에 추가할 설명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lsPackage
Apple HLS 패키징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lsPackage (p. 480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
매니페스트 ID는 필수이며 OriginEndpoint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엔드포인트를 생성한 후에는 ID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nifestName
이 엔드포인트에 대한 고유 경로를 만들기 위해 엔드포인트 URL의 끝에 추가되는 짧은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ssPackage
Microsoft Smooth Streaming 패키징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ssPackage (p. 480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igination
이 엔드포인트에서 비디오 오리지네이션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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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W - 요청하는 디바이스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이 엔드포인트를 활성화합니다.
• DENY - 이 엔드포인트가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리지네이션을 거부하면 live-to-VOD
자산을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집 및 오리지네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ve-to-VOD 요구 사
항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rtoverWindowSeconds
스타트오버 재생을 위해 유지할 콘텐츠의 최대 지속 시간(초)입니다. 이 엔드포인트에 대해 스타트오버
재생이 비활성화되었음을 나타내려면 이 속성을 생략하거나 0을 입력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엔드포인트에 할당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DelaySeconds
라이브 콘텐츠 재생에 적용할 최소 지연 시간(초)입니다. 이 엔드포인트에 대해 지연 시간이 적용되지 않
음을 나타내려면 이 속성을 생략하거나 0을 입력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hitelist
이 엔드포인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IP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Fn::GetAtt
Arn
AWS 레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엔드포인트의 고유한 시스템 생성 리소스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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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키 공급자의 키 검색 API 엔드포인트의 URL입니다. https://로 시작해야 합니다.

AWS::MediaPackage::OriginEndpoint Authorization
엔드포인트에서 CDN 권한 부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dnIdentifierSecret" : String,
"SecretsRoleArn" : String

YAML
CdnIdentifierSecret: String
SecretsRoleArn: String

Properties
CdnIdentifierSecret
CDN(Content Distribution Network)이 엔드포인트 액세스를 위한 권한 부여에 사용하는 AWS Secrets
Manager 내 비밀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sRoleArn
MediaPackage에서 AWS Secrets Manager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OriginEndpoint CmafEncryption
DRM 솔루션으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암호화 정보를 보관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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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antInitializationVector" : String,
"KeyRotationIntervalSeconds" : Integer,
"SpekeKeyProvider" : SpekeKeyProvider (p. 4809)

YAML
ConstantInitializationVector: String
KeyRotationIntervalSeconds: Integer
SpekeKeyProvider:
SpekeKeyProvider (p. 4809)

Properties
ConstantInitializationVector
블록 암호화를 위한 키와 함께 사용되는, 32자 문자열로 표현되는 선택적 128비트 16바이트 16진수 값
입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MediaPackage는 상수 초기화 벡터(IV)를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RotationIntervalSeconds
AWS Elemental MediaPackage가 새 키로 교체하기 전의 시간(초)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체 간격은 60초
로 설정됩니다. 키 교체를 비활성화하려면 0으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ekeKeyProvider
SPEKE 키 공급자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예
Type: SpekeKeyProvider (p. 48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OriginEndpoint CmafPackage
CMAF(Common Media Application Format) 패키징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ncryption" : CmafEncryption (p. 4793),
"HlsManifests" : [ HlsManifest (p. 4801), ... ],
"SegmentDurationSeconds"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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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Prefix" : String,
"StreamSelection" : StreamSelection (p. 4810)

YAML
Encryption:
CmafEncryption (p. 4793)
HlsManifests:
- HlsManifest (p. 4801)
SegmentDurationSeconds: Integer
SegmentPrefix: String
StreamSelection:
StreamSelection (p. 4810)

Properties
Encryption
콘텐츠 암호화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mafEncryption (p. 47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lsManifests
이 엔드포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HLS 매니페스트 구성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lsManifest (p. 480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gmentDurationSeconds
각 세그먼트의 지속 시간(초)입니다. 실제 세그먼트는 소스 세그먼트 지속 시간의 가장 가까운 배수로 반
올림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gmentPrefix
각 세그먼트의 이름 앞에 추가되는 선택적 사용자 지정 문자열입니다. 지정되지 않은 경우 세그먼트 접
두사는 기본적으로 ChannelId로 설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Selection
비디오 비트레이트에 따라 엔드포인트의 출력에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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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treamSelection (p. 48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OriginEndpoint DashEncryption
DRM 솔루션으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암호화 정보를 보관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RotationIntervalSeconds" : Integer,
"SpekeKeyProvider" : SpekeKeyProvider (p. 4809)

YAML
KeyRotationIntervalSeconds: Integer
SpekeKeyProvider:
SpekeKeyProvider (p. 4809)

Properties
KeyRotationIntervalSeconds
AWS Elemental MediaPackage가 새 키로 교체하기 전의 시간(초)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체 간격은 60초
로 설정됩니다. 키 교체를 비활성화하려면 0으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ekeKeyProvider
SPEKE 키 공급자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예
Type: SpekeKeyProvider (p. 48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OriginEndpoint DashPackage
DASH 패키징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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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sOnDeliveryRestrictions" : String,
"AdTriggers" : [ String, ... ],
"Encryption" : DashEncryption (p. 4796),
"ManifestLayout" : String,
"ManifestWindowSeconds" : Integer,
"MinBufferTimeSeconds" : Integer,
"MinUpdatePeriodSeconds" : Integer,
"PeriodTriggers" : [ String, ... ],
"Profile" : String,
"SegmentDurationSeconds" : Integer,
"SegmentTemplateFormat" : String,
"StreamSelection" : StreamSelection (p. 4810),
"SuggestedPresentationDelaySeconds" : Integer,
"UtcTiming" : String,
"UtcTimingUri" : String

YAML
AdsOnDeliveryRestrictions: String
AdTriggers:
- String
Encryption:
DashEncryption (p. 4796)
ManifestLayout: String
ManifestWindowSeconds: Integer
MinBufferTimeSeconds: Integer
MinUpdatePeriodSeconds: Integer
PeriodTriggers:
- String
Profile: String
SegmentDurationSeconds: Integer
SegmentTemplateFormat: String
StreamSelection:
StreamSelection (p. 4810)
SuggestedPresentationDelaySeconds: Integer
UtcTiming: String
UtcTimingUri: String

Properties
AdsOnDeliveryRestrictions
MediaPackage가 출력 매니페스트에 광고 마커를 삽입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SCTE-35 세그먼
트화 설명자의 플래그입니다. MediaPackage의 SCTE-35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Elemental
MediaPackage의 SCTE-35 메시지 옵션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dTriggers
MediaPackage가 출력 매니페스트에서 광고 마커로 처리하는 SCTE-35 메시지 유형을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
• BREAK
• DISTRIBUTOR_ADVERTISEMENT
• DISTRIBUTOR_OVERLAY_PLACEMENT_OPPORTUNITY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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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IBUTOR_PLACEMENT_OPPORTUNITY를 선택하십시오.
• PROVIDER_ADVERTISEMENT를 선택하십시오.
• PROVIDER_OVERLAY_PLACEMENT_OPPORTUNITY를 선택하십시오.
• PROVIDER_PLACEMENT_OPPORTUNITY를 선택하십시오.
• SPLICE_INSERT를 선택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ion
콘텐츠 암호화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shEncryption (p. 47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nifestLayout
매니페스트에서 일부 태그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옵션:
• FULL - SegmentTemplate 및 ContentProtection 같은 요소가 각 Representation 요소에 포
함됩니다.
• COMPACT - 중복 요소가 결합되어 AdaptationSet 수준에서 표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nifestWindowSeconds
각 매니페스트에 포함된 시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BufferTimeSeconds
플레이어가 버퍼에서 사용 가능하게 유지해야 하는 최소 콘텐츠 양(초 단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UpdatePeriodSeconds
매니페스트 업데이트를 요청하기 전에 플레이어가 대기할 최소 시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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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iodTriggers
MediaPackage에서 단일 기간 또는 여러 기간 DASH 매니페스트를 생성할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기간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Elemental MediaPackage의 다중 기간 DASH를 참조하세요.
유효한 값:
• ADS - MediaPackage에서 여러 기간 DASH 매니페스트를 생성합니다. 기간은 입력 매니페스트에 있
는 SCTE-35 광고 마커를 기준으로 생성됩니다.
• No value - MediaPackage에서 단일 기간 DASH 매니페스트를 생성합니다. 이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file
출력에 대한 DASH 프로파일(예: HbbTV)입니다.
유효한 값:
• NONE - 출력에 DASH 프로파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HBBTV_1_5 - 출력이 HbbTV 규격에 맞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gmentDurationSeconds
각 조각의 지속 시간(초)입니다. 실제 조각은 소스 조각 지속 시간의 가장 가까운 배수로 반올림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gmentTemplateFormat
매니페스트에 있는 SegmentTemplate 태그의 media URL에 사용되는 변수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또
한 세그먼트 타임라인 정보가 SegmentTimeline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SegmentTemplate에 포함되
는지를 지정합니다.
• NUMBER_WITH_TIMELINE - $Number$ 변수가 media URL에 사용됩니다. 이 변수의 값은 세그먼트
의 일련 번호입니다. 각 SegmentTemplate에 전체 SegmentTimeline 객체가 표시됩니다.
• NUMBER_WITH_DURATION - $Number$ 변수가 media URL에 사용되고 duration 속성이 세그먼트
템플릿에 추가됩니다. SegmentTimeline 객체가 표시에서 제거됩니다.
• TIME_WITH_TIMELINE - $Time$ 변수가 media URL에 사용됩니다. 이 변수의 값은 세그먼트가 시
작되는 타임스탬프입니다. 각 SegmentTemplate에 전체 SegmentTimeline 객체가 표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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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Selection
비디오 비트레이트에 따라 엔드포인트의 출력에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eamSelection (p. 48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ggestedPresentationDelaySeconds
플레이어가 매니페스트 끝의 라이브 포인트에서부터 있어야 할 시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tcTiming
DASH 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MPD)에 포함된 UTC 타이밍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tcTimingUri
utcTiming이 HTTP-ISO 또는 HTTP-HEAD로 설정된 경우 UTC 타이밍 필드의 값 속성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OriginEndpoint HlsEncryption
DRM 솔루션으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암호화 정보를 보관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stantInitializationVector" : String,
"EncryptionMethod" : String,
"KeyRotationIntervalSeconds" : Integer,
"RepeatExtXKey" : Boolean,
"SpekeKeyProvider" : SpekeKeyProvider (p. 4809)

YAML
ConstantInitializationVector: String
EncryptionMetho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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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RotationIntervalSeconds: Integer
RepeatExtXKey: Boolean
SpekeKeyProvider:
SpekeKeyProvider (p. 4809)

Properties
ConstantInitializationVector
블록을 암호화하기 위해 키와 함께 사용되는 32자 문자열로 표현되는 128비트 16바이트 16진수 값입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ionMethod
HLS 암호화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RotationIntervalSeconds
AWS Elemental MediaPackage가 새 키로 교체하기 전의 시간(초)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체 간격은 60초
로 설정됩니다. 키 교체를 비활성화하려면 0으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eatExtXKey
모든 미디어 세그먼트에 대해 EXT-X-KEY 지시문을 반복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DRM 서버에 대
한 클라이언트 요청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ekeKeyProvider
SPEKE 키 공급자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예
Type: SpekeKeyProvider (p. 48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OriginEndpoint HlsManifest
CMAF 엔드포인트의 HLS(HTTP Live Streaming) 매니페스트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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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Markers" : String,
"AdsOnDeliveryRestrictions" : String,
"AdTriggers" : [ String, ... ],
"Id" : String,
"IncludeIframeOnlyStream" : Boolean,
"ManifestName" : String,
"PlaylistType" : String,
"PlaylistWindowSeconds" : Integer,
"ProgramDateTimeIntervalSeconds" : Integer,
"Url" : String

YAML
AdMarkers: String
AdsOnDeliveryRestrictions: String
AdTriggers:
- String
Id: String
IncludeIframeOnlyStream: Boolean
ManifestName: String
PlaylistType: String
PlaylistWindowSeconds: Integer
ProgramDateTimeIntervalSeconds: Integer
Url: String

Properties
AdMarkers
패키징된 엔드포인트에 광고 마커가 포함되는 방법을 제어합니다. 유효한 값은 none, passthrough 또
는 scte35_enhanced입니다.
• NONE - 모든 SCTE-35 광고 마커를 출력에서 제거합니다.
• PASSTHROUGH - 입력 매니페스트에서 직접 가져온 SCTE-35 광고 마커(주석)의 출력에 사본을 만듭
니다.
• SCTE35_ENHANCED - 입력 매니페스트의 SCTE-35 메시지를 기반으로 출력에 광고 마커와 블랙아웃
태그를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dsOnDeliveryRestrictions
MediaPackage가 출력 매니페스트에 광고 마커를 삽입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SCTE-35 세그먼
트화 설명자의 플래그입니다. MediaPackage의 SCTE-35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Elemental
MediaPackage의 SCTE-35 메시지 옵션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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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dTriggers
MediaPackage가 출력 매니페스트에서 광고 마커로 처리하는 SCTE-35 메시지 유형을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
• BREAK
• DISTRIBUTOR_ADVERTISEMENT
• DISTRIBUTOR_OVERLAY_PLACEMENT_OPPORTUNITY
• DISTRIBUTOR_PLACEMENT_OPPORTUNITY
• PROVIDER_ADVERTISEMENT
• PROVIDER_OVERLAY_PLACEMENT_OPPORTUNITY
• PROVIDER_PLACEMENT_OPPORTUNITY
• SPLICE_INSERT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
매니페스트 ID는 필수이며 OriginEndpoint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엔드포인트를 생성한 후에는 ID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IframeOnlyStream
단일 비디오 트랙만 있는 스트림 세트에 적용됩니다. true인 경우 스트림 세트에 다른 트랙과 함께 추가
I-프레임 전용 스트림이 포함됩니다. false인 경우 이 추가 스트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nifestName
이 엔드포인트에 대한 고유 경로를 만들기 위해 엔드포인트 URL의 끝에 추가되는 짧은 문자열입니다.
HLSManifest 객체의 manifestName은 originEndpoint 객체에 제공한 manifestName을 재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laylistType
event 또는 vod로 지정하면 해당 EXT-X-PLAYLIST-TYPE 항목이 미디어 재생 목록에 포함됩니다. 재
생 목록이 live-to-VOD 콘텐츠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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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laylistWindowSeconds
각 상위 매니페스트에 포함된 시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gramDateTimeIntervalSeconds
지정한 간격으로 출력 매니페스트에 EXT-X-PROGRAM-DATE-TIME 태그를 삽입합니다. 또한 콘텐츠
가 수집될 때부터 5초마다 ID3Timed 메타데이터 메시지가 생성됩니다.
이 파라미터와 관계없이 ID3Timed 메타데이터가 HLS 입력에 있으면 HLS 출력으로 전달됩니다.
이 속성을 생략하거나 0을 입력하여 EXT-X-PROGRAM-DATE-TIME 태그가 매니페스트에 포함되지 않
음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l
이 엔드포인트에서 이 매니페스트를 요청하는 데 사용되는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OriginEndpoint HlsPackage
Apple HLS 패키징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Markers" : String,
"AdsOnDeliveryRestrictions" : String,
"AdTriggers" : [ String, ... ],
"Encryption" : HlsEncryption (p. 4800),
"IncludeIframeOnlyStream" : Boolean,
"PlaylistType" : String,
"PlaylistWindowSeconds" : Integer,
"ProgramDateTimeIntervalSeconds" : Integer,
"SegmentDurationSeconds" : Integer,
"StreamSelection" : StreamSelection (p. 4810),
"UseAudioRenditionGroup" : Boolean

API 버전 2010-05-15
480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MediaPackage

YAML
AdMarkers: String
AdsOnDeliveryRestrictions: String
AdTriggers:
- String
Encryption:
HlsEncryption (p. 4800)
IncludeIframeOnlyStream: Boolean
PlaylistType: String
PlaylistWindowSeconds: Integer
ProgramDateTimeIntervalSeconds: Integer
SegmentDurationSeconds: Integer
StreamSelection:
StreamSelection (p. 4810)
UseAudioRenditionGroup: Boolean

Properties
AdMarkers
패키징된 엔드포인트에 광고 마커가 포함되는 방법을 제어합니다. 유효한 값은 none, passthrough 또
는 scte35_enhanced입니다.
• NONE - 모든 SCTE-35 광고 마커를 출력에서 제거합니다.
• PASSTHROUGH - 입력 매니페스트에서 직접 가져온 SCTE-35 광고 마커(주석)의 출력에 사본을 만듭
니다.
• SCTE35_ENHANCED - 입력 매니페스트의 SCTE-35 메시지를 기반으로 출력에 광고 마커와 블랙아웃
태그를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dsOnDeliveryRestrictions
MediaPackage가 출력 매니페스트에 광고 마커를 삽입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SCTE-35 세그먼
트화 설명자의 플래그입니다. MediaPackage의 SCTE-35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Elemental
MediaPackage의 SCTE-35 메시지 옵션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dTriggers
MediaPackage가 출력 매니페스트에서 광고 마커로 처리하는 SCTE-35 메시지 유형을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
• BREAK
• DISTRIBUTOR_ADVERTISEMENT
• DISTRIBUTOR_OVERLAY_PLACEMENT_OPPORTUNITY
• DISTRIBUTOR_PLACEMENT_OPPORTUNITY
• PROVIDER_ADVERTISEMENT
• PROVIDER_OVERLAY_PLACEMENT_OPPORTUNITY
• PROVIDER_PLACEMENT_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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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LICE_INSERT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ion
콘텐츠 암호화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lsEncryption (p. 48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IframeOnlyStream
단일 비디오 트랙이 있는 스트림 세트에만 적용됩니다. true인 경우 스트림 세트에 다른 트랙과 함께 추
가 I-프레임 전용 스트림이 포함됩니다. false인 경우 이 추가 스트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laylistType
event 또는 vod로 지정하면 해당 EXT-X-PLAYLIST-TYPE 항목이 미디어 재생 목록에 포함됩니다. 재
생 목록이 live-to-VOD 콘텐츠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laylistWindowSeconds
각 상위 매니페스트에 포함된 시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gramDateTimeIntervalSeconds
지정한 간격으로 출력 매니페스트에 EXT-X-PROGRAM-DATE-TIME 태그를 삽입합니다. 또한 콘텐츠가
수집될 때부터 5초마다 ID3Timed 메타데이터 메시지가 생성됩니다.
이 파라미터와 관계없이 ID3Timed 메타데이터가 HLS 입력에 있으면 HLS 출력으로 전달됩니다.
이 속성을 생략하거나 0을 입력하여 EXT-X-PROGRAM-DATE-TIME 태그가 매니페스트에 포함되지 않
음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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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DurationSeconds
각 조각의 지속 시간(초)입니다. 실제 조각은 소스 조각 지속 시간의 가장 가까운 배수로 반올림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Selection
비디오 비트레이트에 따라 엔드포인트의 출력에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eamSelection (p. 48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AudioRenditionGroup
true인 경우 AWS Elemental MediaPackage는 보존 그룹의 모든 오디오 트랙을 번들로 묶습니다. 스트
림의 다른 모든 트랙은 그룹의 모든 오디오 변환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OriginEndpoint MssEncryption
DRM 솔루션으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암호화 정보를 보관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pekeKeyProvider" : SpekeKeyProvider (p. 4809)

YAML
SpekeKeyProvider:
SpekeKeyProvider (p. 4809)

Properties
SpekeKeyProvider
SPEKE 키 공급자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예
Type: SpekeKeyProvider (p. 48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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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MediaPackage::OriginEndpoint MssPackage
Microsoft Smooth Streaming 패키징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cryption" : MssEncryption (p. 4807),
"ManifestWindowSeconds" : Integer,
"SegmentDurationSeconds" : Integer,
"StreamSelection" : StreamSelection (p. 4810)

YAML
Encryption:
MssEncryption (p. 4807)
ManifestWindowSeconds: Integer
SegmentDurationSeconds: Integer
StreamSelection:
StreamSelection (p. 4810)

Properties
Encryption
콘텐츠 암호화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ssEncryption (p. 480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nifestWindowSeconds
각 매니페스트에 포함된 시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gmentDurationSeconds
각 조각의 지속 시간(초)입니다. 실제 조각은 소스 조각 지속 시간의 가장 가까운 배수로 반올림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Selection
비디오 비트레이트에 따라 엔드포인트의 출력에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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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treamSelection (p. 48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OriginEndpoint SpekeKeyProvider
DRM에 대한 키 공급자 설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Arn" : String,
"ResourceId" : String,
"RoleArn" : String,
"SystemIds" : [ String, ... ],
"Url" : String

YAML
CertificateArn: String
ResourceId: String
RoleArn: String
SystemIds:
- String
Url: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Arn
이 엔드포인트에 콘텐츠 키 암호화를 추가하기 위해 AWS Certificate Manager로 가져온 인증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 기능이 작동하려면 DRM 키 공급자가 콘텐츠 키 암호화를 지원해
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Id
이 엔드포인트가 키 공급자 서비스에서 구성될 때 지정되는 엔드포인트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키 공급자 API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기 위해 키 공급자가 부여한 IAM 역할의 ARN입니다. 이 역
할에는 AWS Elemental MediaPackage가 역할을 수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뢰 정책이 있어야 하
며, 특정 키 검색 URL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유효한 형식:
arn:aws:iam::{accountID}:ro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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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ystemIds
CPIX 사양에 정의된 대로 사용할 DRM 시스템의 고유 식별자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l
키 공급자의 키 검색 API 엔드포인트의 URL입니다. https://로 시작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OriginEndpoint StreamSelection
비디오 비트레이트에 따라 엔드포인트의 출력에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VideoBitsPerSecond" : Integer,
"MinVideoBitsPerSecond" : Integer,
"StreamOrder" : String

YAML
MaxVideoBitsPerSecond: Integer
MinVideoBitsPerSecond: Integer
StreamOrder: String

Properties
MaxVideoBitsPerSecond
이 엔드포인트가 제공하는 비트레이트의 상한입니다. 비디오 트랙이 이 임계값을 초과하면 AWS
Elemental MediaPackage가 출력에서 이를 제외됩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초당
2147483647비트로 설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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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VideoBitsPerSecond
이 엔드포인트가 제공하는 비트레이트의 하한입니다. 비디오 트랙이 이 임계값 미만이면 AWS
Elemental MediaPackage가 출력에서 이를 제외합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초당 0비
트로 설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Order
다른 비디오 비트레이트가 플레이어에 표시되는 순서입니다.
유효한 값: ORIGINAL, VIDEO_BITRATE_ASCENDING, VIDEO_BITRATE_DESCENDING.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패키징 그룹에 패키징 구성을 생성합니다.
패키징 구성은 자산의 단일 전송 지점을 나타냅니다. 송신 콘텐츠의 형식 및 설정을 결정합니다. 구성당 패키
지 형식을 하나만 지정합니다(예: HlsPackage).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Properties" : {
"CmafPackage" : CmafPackage (p. 4813),
"DashPackage" : DashPackage (p. 4816),
"HlsPackage" : HlsPackage (p. 4821),
"Id" : String,
"MssPackage" : MssPackage (p. 4823),
"PackagingGroupId"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Properties:
CmafPackage:
CmafPackage (p. 4813)
DashPackage:
DashPackage (p. 4816)
HlsPackage:
HlsPackage (p. 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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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tring
MssPackage:
MssPackage (p. 4823)
PackagingGroupId: String
Tags:
- Tag

Properties
CmafPackage
CMAF 패키징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mafPackage (p. 48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shPackage
DASH-ISO 패키징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shPackage (p. 48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lsPackage
Apple HLS 패키징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lsPackage (p. 482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
패키징 구성에 할당하는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ssPackage
Microsoft Smooth Streaming 패키징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ssPackage (p. 48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ckagingGroupId
이 패키징 구성과 연결된 패키징 그룹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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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패키징 구성에 할당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Fn::GetAtt
Arn
패키징 구성을 위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패키징 구성에 대한 모든 요청의 응답에서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CmafEncryption
DRM 솔루션으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암호화 정보를 보관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pekeKeyProvider" : SpekeKeyProvider (p. 4824)

YAML
SpekeKeyProvider:
SpekeKeyProvider (p. 4824)

Properties
SpekeKeyProvider
SPEKE 키 공급자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예
Type: SpekeKeyProvider (p. 48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CmafPackage
CMAF(Common Media Application Format) 패키징을 사용하는 패키징 구성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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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cryption" : CmafEncryption (p. 4813),
"HlsManifests" : [ HlsManifest (p. 4819), ... ],
"IncludeEncoderConfigurationInSegments" : Boolean,
"SegmentDurationSeconds" : Integer

YAML
Encryption:
CmafEncryption (p. 4813)
HlsManifests:
- HlsManifest (p. 4819)
IncludeEncoderConfigurationInSegments: Boolean
SegmentDurationSeconds: Integer

Properties
Encryption
콘텐츠 암호화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mafEncryption (p. 48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lsManifests
이 엔드포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HLS 매니페스트 구성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HlsManifest (p. 481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EncoderConfigurationInSegments
includeEncoderConfigurationInSegments가 true로 설정된 경우 MediaPackage는 인코더의 Sequence
Parameter Set(SPS), Picture Parameter Set(PPS) 및 Video Parameter Set(VPS) 메타데이터를 초기 조
각이 아니라 모든 비디오 세그먼트에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콘텐츠 재생 중에 자산에 대해 서로 다른
SPS/PPS/VPS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gmentDurationSeconds
각 세그먼트의 지속 시간(초)입니다. 실제 세그먼트는 소스 조각 지속 시간의 가장 가까운 배수로 반올림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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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DashEncryption
DRM 솔루션으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암호화 정보를 보관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pekeKeyProvider" : SpekeKeyProvider (p. 4824)

YAML
SpekeKeyProvider:
SpekeKeyProvider (p. 4824)

Properties
SpekeKeyProvider
SPEKE 키 공급자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예
Type: SpekeKeyProvider (p. 48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DashManifest
DASH 매니페스트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nifestLayout" : String,
"ManifestName" : String,
"MinBufferTimeSeconds" : Integer,
"Profile" : String,
"StreamSelection" : StreamSelection (p. 4825)

YAML
ManifestLayout: String
ManifestName: String
MinBufferTimeSeconds: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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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String
StreamSelection:
StreamSelection (p. 4825)

Properties
ManifestLayout
MPD(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에서 일부 태그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FULL로 설정하면
SegmentTemplate 및 ContentProtection 같은 요소가 각 Representation 요소에 포함됩니다.
COMPACT로 설정하면 중복 요소가 결합되어 AdaptationSet 수준에서 표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nifestName
이 패키징 구성에 대한 고유 경로를 만들기 위해 엔드포인트 URL의 끝에 추가되는 짧은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BufferTimeSeconds
플레이어가 버퍼에서 사용 가능하게 유지해야 하는 최소 콘텐츠 양(초 단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file
DASH 프로파일 유형입니다. HBBTV_1_5로 설정하면 콘텐츠가 HbbTV 1.5 규격에 맞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Selection
비디오 비트레이트에 따라 엔드포인트의 출력에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eamSelection (p. 48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DashPackage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패키징을 사용하는 패키징 구성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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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DashManifests" : [ DashManifest (p. 4815), ... ],
"Encryption" : DashEncryption (p. 4815),
"IncludeEncoderConfigurationInSegments" : Boolean,
"PeriodTriggers" : [ String, ... ],
"SegmentDurationSeconds" : Integer,
"SegmentTemplateFormat" : String

YAML
DashManifests:
- DashManifest (p. 4815)
Encryption:
DashEncryption (p. 4815)
IncludeEncoderConfigurationInSegments: Boolean
PeriodTriggers:
- String
SegmentDurationSeconds: Integer
SegmentTemplateFormat: String

Properties
DashManifests
이 엔드포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DASH 매니페스트 구성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DashManifest (p. 481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ion
콘텐츠 암호화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shEncryption (p. 481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EncoderConfigurationInSegments
includeEncoderConfigurationInSegments가 true로 설정된 경우 MediaPackage는 인코더의 Sequence
Parameter Set(SPS), Picture Parameter Set(PPS) 및 Video Parameter Set(VPS) 메타데이터를 초기 조
각이 아니라 모든 비디오 세그먼트에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콘텐츠 재생 중에 자산에 대해 서로 다른
SPS/PPS/VPS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iodTriggers
MediaPackage에서 단일 기간 또는 여러 기간 DASH 매니페스트를 생성할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기간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Elemental MediaPackage의 다중 기간 DASH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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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값:
• ADS - MediaPackage에서 여러 기간 DASH 매니페스트를 생성합니다. 기간은 입력 매니페스트에 있
는 SCTE-35 광고 마커를 기준으로 생성됩니다.
• No value - MediaPackage에서 단일 기간 DASH 매니페스트를 생성합니다. 이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gmentDurationSeconds
각 조각의 지속 시간(초)입니다. 실제 조각은 소스 세그먼트 지속 시간의 가장 가까운 배수로 반올림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gmentTemplateFormat
MPD(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에 포함된 SegmentTemplate 유형을 결정합니다.
NUMBER_WITH_TIMELINE으로 설정하면 $Number$ 미디어 URL과 함께 전체 타임라인이 각
SegmentTemplate에 표시됩니다. TIME_WITH_TIMELINE으로 설정하면 $Time$ 미디어 URL과 함
께 전체 타임라인이 각 SegmentTemplate에 표시됩니다. NUMBER_WITH_DURATION으로 설정하면
$Number$ 미디어 URL과 함께 지속 시간만 각 SegmentTemplate에 표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HlsEncryption
DRM 솔루션으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암호화 정보를 보관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stantInitializationVector" : String,
"EncryptionMethod" : String,
"SpekeKeyProvider" : SpekeKeyProvider (p. 4824)

YAML
ConstantInitializationVector: String
EncryptionMethod: String
SpekeKeyProvider:
SpekeKeyProvider (p. 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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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onstantInitializationVector
128비트, 16바이트의 16진수를 32자의 문자열로 나타낸 값이며, 블록 암호화 키와 함께 사용됩니다. 상
수 초기화 벡터(IV)를 지정하지 않으면 MediaPackage가 주기적으로 IV를 교체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ionMethod
HLS 암호화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ekeKeyProvider
SPEKE 키 공급자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예
Type: SpekeKeyProvider (p. 48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HlsManifest
HLS 매니페스트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Markers" : String,
"IncludeIframeOnlyStream" : Boolean,
"ManifestName" : String,
"ProgramDateTimeIntervalSeconds" : Integer,
"RepeatExtXKey" : Boolean,
"StreamSelection" : StreamSelection (p. 4825)

YAML
AdMarkers: String
IncludeIframeOnlyStream: Boolean
ManifestName: String
ProgramDateTimeIntervalSeconds: Integer
RepeatExtXKey: Boolean
StreamSelection:
StreamSelection (p. 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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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dMarkers
이 설정은 패키징된 콘텐츠의 광고 마커를 제어합니다. NONE은 출력에서 SCTE-35 광고 마커
를 제거합니다. PASSTHROUGH는 소스 콘텐츠의 SCTE-35 광고 마커를 출력으로 복사합니다.
SCTE35_ENHANCED는 소스 콘텐츠의 SCTE-35 메시지를 기반으로 출력에 광고 마커 및 블랙아웃 태그
를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IframeOnlyStream
단일 비디오 트랙만 있는 스트림 세트에 적용됩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스트림 세트에 다른 트랙과
함께 추가 I-프레임 전용 스트림이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nifestName
이 패키징 구성에 대한 고유 경로를 만들기 위해 엔드포인트 URL의 끝에 추가되는 짧은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gramDateTimeIntervalSeconds
지정한 간격으로 출력 매니페스트에 EXT-X-PROGRAM-DATE-TIME 태그를 삽입합니다. 또한 콘텐츠가
수집될 때부터 5초마다 ID3Timed 메타데이터 메시지가 생성됩니다.
이 파라미터와 관계없이 ID3Timed 메타데이터가 HLS 입력에 있으면 HLS 출력으로 전달됩니다.
이 속성을 생략하거나 0을 입력하여 EXT-X-PROGRAM-DATE-TIME 태그가 매니페스트에 포함되지 않
음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eatExtXKey
모든 미디어 세그먼트에 대해 EXT-X-KEY 지시문을 반복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DRM 서버에 대한
클라이언트 요청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Selection
이 패키징 구성의 출력에 대한 비디오 비트레이트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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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StreamSelection (p. 48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HlsPackage
HLS(HTTP Live Streaming) 패키징을 사용하는 패키징 구성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cryption" : HlsEncryption (p. 4818),
"HlsManifests" : [ HlsManifest (p. 4819), ... ],
"SegmentDurationSeconds" : Integer,
"UseAudioRenditionGroup" : Boolean

YAML
Encryption:
HlsEncryption (p. 4818)
HlsManifests:
- HlsManifest (p. 4819)
SegmentDurationSeconds: Integer
UseAudioRenditionGroup: Boolean

Properties
Encryption
콘텐츠 암호화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lsEncryption (p. 481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lsManifests
이 엔드포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HLS 매니페스트 구성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HlsManifest (p. 481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gmentDurationSeconds
각 조각의 지속 시간(초)입니다. 실제 조각은 소스 조각 지속 시간의 가장 가까운 배수로 반올림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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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AudioRenditionGroup
true인 경우 AWS Elemental MediaPackage는 보존 그룹의 모든 오디오 트랙을 번들로 묶습니다. 스트
림의 다른 모든 트랙은 그룹의 모든 오디오 변환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MssEncryption
DRM 솔루션으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암호화 정보를 보관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pekeKeyProvider" : SpekeKeyProvider (p. 4824)

YAML
SpekeKeyProvider:
SpekeKeyProvider (p. 4824)

Properties
SpekeKeyProvider
SPEKE 키 공급자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예
Type: SpekeKeyProvider (p. 48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MssManifest
Microsoft Smooth 매니페스트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nifestName" : String,
"StreamSelection" : StreamSelection (p. 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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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ManifestName: String
StreamSelection:
StreamSelection (p. 4825)

Properties
ManifestName
이 패키징 구성에 대한 고유 경로를 만들기 위해 엔드포인트 URL의 끝에 추가되는 짧은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Selection
이 패키징 구성의 출력에 대한 비디오 비트레이트 제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eamSelection (p. 48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MssPackage
Microsoft Smooth Streaming(MSS) 패키징을 사용하는 패키징 구성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cryption" : MssEncryption (p. 4822),
"MssManifests" : [ MssManifest (p. 4822), ... ],
"SegmentDurationSeconds" : Integer

YAML
Encryption:
MssEncryption (p. 4822)
MssManifests:
- MssManifest (p. 4822)
SegmentDurationSeconds: Integer

Properties
Encryption
콘텐츠 암호화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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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MssEncryption (p. 482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ssManifests
이 엔드포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Microsoft Smooth 매니페스트 구성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MssManifest (p. 482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gmentDurationSeconds
각 조각의 지속 시간(초)입니다. 실제 조각은 소스 조각 지속 시간의 가장 가까운 배수로 반올림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SpekeKeyProvider
암호화 키를 제공하는 외부 SPEKE(Secure Packager and Encoder Key Exchange)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
한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oleArn" : String,
"SystemIds" : [ String, ... ],
"Url" : String

YAML
RoleArn: String
SystemIds:
- String
Url: String

Properties
RoleArn
키 공급자 API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기 위해 키 공급자가 부여한 IAM 역할의 ARN입니다. 유효한
형식: arn:aws:iam::{accountID}:role/{nam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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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Ids
CPIX 사양에 정의된 대로 사용할 DRM 시스템의 고유 식별자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l
키 공급자의 키 검색 API 엔드포인트의 URL입니다. https://로 시작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StreamSelection
비디오 비트레이트에 따라 엔드포인트의 출력에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VideoBitsPerSecond" : Integer,
"MinVideoBitsPerSecond" : Integer,
"StreamOrder" : String

YAML
MaxVideoBitsPerSecond: Integer
MinVideoBitsPerSecond: Integer
StreamOrder: String

Properties
MaxVideoBitsPerSecond
이 엔드포인트가 제공하는 비트레이트의 상한입니다. 비디오 트랙이 이 임계값을 초과하면 AWS
Elemental MediaPackage가 출력에서 이를 제외됩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초당
2147483647비트로 설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VideoBitsPerSecond
이 엔드포인트가 제공하는 비트레이트의 하한입니다. 비디오 트랙이 이 임계값 미만이면 AWS
Elemental MediaPackage가 출력에서 이를 제외합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초당 0비
트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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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Order
다른 비디오 비트레이트가 플레이어에 표시되는 순서입니다.
유효한 값: ORIGINAL, VIDEO_BITRATE_ASCENDING, VIDEO_BITRATE_DESCENDING.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PackagingGroup
패키징 그룹을 생성합니다.
패키징 그룹에는 하나 이상의 패키징 구성이 있습니다. 자산을 작성할 때 자산과 연결된 패키징 그룹을 지정
합니다. 자산에는 그룹 내의 각 패키징 구성에 사용되는 재생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MediaPackage::PackagingGroup",
"Properties" : {
"Authorization" : Authorization (p. 4827),
"EgressAccessLogs" : LogConfiguration (p. 4828),
"Id"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MediaPackage::PackagingGroup
Properties:
Authorization:
Authorization (p. 4827)
EgressAccessLogs:
LogConfiguration (p. 4828)
Id: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uthorization
CDN 권한 부여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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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uthorization (p. 48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gressAccessLogs
송신 액세스 로깅에 대한 구성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gConfiguration (p. 48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
패키징 그룹에 할당하는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패키징 그룹에 할당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Fn::GetAtt
Arn
패키징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패키징 그룹에 대한 모든 요청의 응답에서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DomainName
PackagingGroup에 있는 자산의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AWS::MediaPackage::PackagingGroup Authorization
CDN 권한 부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dnIdentifierSecret" : String,
"SecretsRoleAr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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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CdnIdentifierSecret: String
SecretsRoleArn: String

Properties
CdnIdentifierSecret
CDN 권한 부여에 사용되는 AWS Secrets Manager 내 비밀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sRoleArn
MediaPackage에서 AWS Secrets Manager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Package::PackagingGroup LogConfiguration
송신 로그에 대한 사용자 지정 Amazon CloudWatch 로그 그룹 이름을 설정합니다. 로그 그룹 이름을 지정하
지 않으면 기본 이름 /aws/MediaPackage/EgressAccessLogs가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ogGroupName" : String

YAML
LogGroupName: String

Properties
LogGroupName
송신 로그에 대한 사용자 지정 Amazon CloudWatch 로그 그룹 이름을 설정합니다. 로그 그룹 이름을 지
정하지 않으면 기본 이름 /aws/MediaPackage/EgressAccessLogs가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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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Elemental MediaStor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MediaStore::Container (p. 4829)

AWS::MediaStore::Container
AWS::MediaStore::Container 리소스는 객체를 포함할 스토리지 컨테이너를 지정합니다. 컨테이너는
Amazon S3의 버킷과 비슷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 템플릿은 컨테이너 생성, 액세스 로깅 설정, 기본 컨
테이너 정책 업데이트, CORS(교차 원본 리소스 공유) 정책 추가, 객체 수명 주기 정책 추가 등의 5가지 API
작업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MediaStore::Container",
"Properties" : {
"AccessLoggingEnabled" : Boolean,
"ContainerName" : String,
"CorsPolicy" : [ CorsRule (p. 4831), ... ],
"LifecyclePolicy" : String,
"MetricPolicy" : MetricPolicy (p. 4833),
"Policy"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MediaStore::Container
Properties:
AccessLoggingEnabled: Boolean
ContainerName: String
CorsPolicy:
- CorsRule (p. 4831)
LifecyclePolicy: String
MetricPolicy:
MetricPolicy (p. 4833)
Policy: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ccessLoggingEnabled
컨테이너에서의 액세스 로깅 상태입니다. 이 값은 기본적으로 false이며 AWS Elemental MediaStore
가 Amazon CloudWatch Logs에 액세스 로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컨테이너에서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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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깅을 활성화하면 MediaStore는 이 값을 true로 변경합니다. 이는 서비스가 해당 컨테이너에 저장된
객체의 액세스 로그를 CloudWatch Logs에 전송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tainerName
컨테이너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1~255자여야 합니다. 컨테이너 이름은 특정 리전 내에서 AWS 계정에
고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리전에서 movies라는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이
름을 가진 기존 컨테이너가 없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rsPolicy
교차 원본 요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에서 교차 원본 리소스 공유(CORS)
구성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의 XMLHttpRequest 기능을 사용하여 오리진이 http://
www.example.com인 요청이 AWS Elemental MediaStore 컨테이너(my.example.container.com)에 액세
스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컨테이너에서 CORS를 활성화하려면 CORS 정책을 컨테이너에 연결합니다. CORS 정책에서는 컴퓨터
에서 실행할 수 있는 HTTP 방법 및 오리진을 식별하는 규칙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최대 398,000
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CORS 그룹당 최대 100개의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규칙이 적
용되는 경우 서비스는 먼저 나열된 적용 가능한 규칙을 사용합니다.
COR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Elemental MediaStore의 교차 원본 리소스 공유(CORS)를 참조하십
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CorsRule (p. 483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fecyclePolicy
컨테이너에 객체 수명 주기 정책을 씁니다. 컨테이너에 이미 객체 수명 주기 정책이 있을 경우 서비스가
기존 정책을 새 정책으로 교체합니다. 변경이 적용되려면 최대 20분이 걸립니다.
객체 수명 주기 정책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객체 수명 주기 정책의 구성 요소를 참조하
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Policy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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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MetricPolicy (p. 483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y
지정된 컨테이너가 컨테이너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및 클라이언트를 제한하도록 액세스 정
책을 생성합니다. 액세스 정책에 포함되는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REST API의 이러한 릴리스의 경우 컨테이너에 대해 하나의 정책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PutContainerPolicy를 두 번 입력하면 두 번째 명령은 기존 정책을 수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컨테이너의 이름입니다.
예: { "Ref": "myContainer"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ndpoint
컨테이너의 DNS 엔드포인트입니다. 데이터 플레인에 요청 전송 시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특정 컨테이
너를 식별합니다. 컨테이너가 형성되면 서비스가 이 값을 할당합니다. 할당된 값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AWS::MediaStore::Container CorsRule
CORS 정책의 규칙입니다. CORS 그룹당 최대 100개의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규칙이 적용
되는 경우 서비스는 먼저 나열된 적용 가능한 규칙을 사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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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llowedHeaders" : [ String, ... ],
"AllowedMethods" : [ String, ... ],
"AllowedOrigins" : [ String, ... ],
"ExposeHeaders" : [ String, ... ],
"MaxAgeSeconds" : Integer

YAML
AllowedHeaders:
- String
AllowedMethods:
- String
AllowedOrigins:
- String
ExposeHeaders:
- String
MaxAgeSeconds: Integer

Properties
AllowedHeaders
Access-Control-Request-Headers 헤더를 통해 preflight OPTIONS 요청에 허용되는 헤더를 지정
합니다. Access-Control-Request-Headers에 지정된 각 헤더 이름에는 규칙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요청된 헤더만 다시 전송됩니다.
이 요소는 와일드 문자(*) 한 개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lowedMethods
규칙에 지정된 오리진에서 실행할 수 있는 HTTP 메서드를 식별합니다.
각 CORS 규칙에는 하나 이상의 AllowedMethods 및 하나의 AllowedOrigins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Maximum: 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llowedOrigins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예: JavaScript XMLHttpRequest 객체)으로부터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하
나 이상의 응답 헤더입니다.
각 CORS 규칙에는 하나 이상의 AllowedOrigins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열 값은 하나의 와일드
카드 문자(*)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예: http://*.example.com). 또한 모든 오리진에 대한 cross-origin 액세
스를 허용할 와일드카드 문자는 하나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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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poseHeaders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예: JavaScript XMLHttpRequest 객체)으로부터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하
나 이상의 응답 헤더입니다.
이 요소는 각 규칙의 선택 사항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AgeSeconds
브라우저에서 지정된 리소스에 대한 preflight 리소스를 캐시하는 시간(초)입니다.
CORS 규칙에는 하나의 MaxAgeSeconds 요소만 있을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Store::Container MetricPolicy
컨테이너와 연결된 지표 정책입니다. 지표 정책을 통해 AWS Elemental MediaStore가 Amazon CloudWatch
에 지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서 MediaStore가 컨테이너 수준 지표를 보내도록 할지 여부를 지정해
야 합니다. MediaStore에서 객체 수준 지표를 전송하도록 하려는 객체 그룹을 정의하는 규칙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사례에 대한 지표 정책을 구성하는 방법의 예를 보려면 지표 정책 예제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ainerLevelMetrics" : String,
"MetricPolicyRules" : [ MetricPolicyRule (p. 4834), ... ]

YAML
ContainerLevelMetrics: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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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icPolicyRules:
- MetricPolicyRule (p. 4834)

Properties
ContainerLevelMetrics
컨테이너 수준에서 지표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PolicyRules
객체 수준에서 지표를 활성화하는 규칙 배열이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선택 사항이지만,
포함하도록 선택할 경우 하나 이상의 규칙도 포함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5개의 규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책당 최대 300개의 규칙을 허용하도록 할당량 증가 요청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tricPolicyRule (p. 4834) 목록
Maximum: 3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ediaStore::Container MetricPolicyRule
객체 수준에서 지표를 활성화하는 설정입니다. 각 규칙에는 객체 그룹과 객체 그룹 이름이 포함됩니다. 정책
에 MetricPolicyRules 파라미터가 포함된 경우 하나 이상의 규칙을 포함해야 합니다. 각 지표 정책에는 기본
적으로 최대 5개의 규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책당 최대 300개의 규칙을 허용하도록 할당량 증가 요청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bjectGroup" : String,
"ObjectGroupName" : String

YAML
ObjectGroup: String
ObjectGroupName: String

Properties
ObjectGroup
그룹에 포함할 객체를 정의하는 경로 또는 파일 이름입니다.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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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900
Pattern: /?(?:[A-Za-z0-9_=:\.\-\~\*]+/){0,10}(?:[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bjectGroupName
객체 그룹을 참조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MQ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AmazonMQ::Broker (p. 4835)
• AWS::AmazonMQ::구성 (p. 4853)
• AWS::AmazonMQ::ConfigurationAssociation (p. 4857)

AWS::AmazonMQ::Broker
브로커는 Amazon MQ에서 실행하는 메시지 브로커 환경입니다. 이 인스턴스는 Amazon MQ의 기본 빌딩 블
록입니다.
AWS::AmazonMQ::Broker 리소스를 사용하면 Amazon MQ for ActiveMQ 및 Amazon MQ for RabbitMQ
브로커를 생성하고 구성 변경 사항을 추가하거나 지정된 ActiveMQ 브로커에 대한 사용자를 수정하고 브로
커에 대한 정보를 반환하며 지정된 브로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MQ 개발자 안내
서의 Amazon MQ 작동 방식을 참조하세요.
• ec2:CreateNetworkInterface
Amazon MQ가 계정 대신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ENI)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권한이 필요합
니다.
• ec2:CreateNetworkInterfacePermission
ENI를 브로커 인스턴스에 연결하려면 이 권한이 필요합니다.
• ec2:DeleteNetworkInterface
• ec2:DeleteNetworkInterfacePermission
• ec2:DetachNetworkInterface
• ec2:DescribeInternetGate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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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2:DescribeNetworkInterfaces
• ec2:DescribeNetworkInterfacePermissions
• ec2:DescribeRouteTables
• ec2:DescribeSecurityGroups
• ec2:DescribeSubnets
• ec2:DescribeVpcs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AmazonMQ::Broker",
"Properties" : {
"AuthenticationStrategy" : String,
"AutoMinorVersionUpgrade" : Boolean,
"BrokerName" : String,
"Configuration" : ConfigurationId (p. 4846),
"DeploymentMode" : String,
"EncryptionOptions" : EncryptionOptions (p. 4846),
"EngineType" : String,
"EngineVersion" : String,
"HostInstanceType" : String,
"LdapServerMetadata" : LdapServerMetadata (p. 4847),
"Logs" : LogList (p. 4850),
"MaintenanceWindowStartTime" : MaintenanceWindow (p. 4850),
"PubliclyAccessible" : Boolean,
"SecurityGroups" : [ String, ... ],
"StorageType" : String,
"SubnetIds" : [ String, ... ],
"Tags" : [ TagsEntry (p. 4851), ... ],
"Users" : [ User (p. 4852), ... ]
}

YAML
Type: AWS::AmazonMQ::Broker
Properties:
AuthenticationStrategy: String
AutoMinorVersionUpgrade: Boolean
BrokerName: String
Configuration:
ConfigurationId (p. 4846)
DeploymentMode: String
EncryptionOptions:
EncryptionOptions (p. 4846)
EngineType: String
EngineVersion: String
HostInstanceType: String
LdapServerMetadata:
LdapServerMetadata (p. 4847)
Logs:
LogList (p. 4850)
MaintenanceWindowStartTime:
MaintenanceWindow (p. 4850)
PubliclyAccessible: Boolean
Security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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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StorageType: String
SubnetIds:
- String
Tags:
- TagsEntry (p. 4851)
Users:
- User (p. 4852)

Properties
AuthenticationStrategy
선택. 브로커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인증 전략입니다. 기본값은 SIMPL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utoMinorVersionUpgrade
Amazon MQ에서 새 브로커 엔진 버전이 릴리스되고 지원될 때 브로커를 새 마이너 버전으로 업그레이
드하는 자동 업그레이드를 사용합니다. 자동 업그레이드는 브로커의 예약 유지 관리 기간 동안 혹은 수
동 브로커 재부팅 후에 수행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rokerName
브로커의 이름입니다. 이 값은 1~50자의 문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AWS account에서 고유한 값이어야 합
니다. 숫자, 대시, 밑줄, 공백, 괄호, 와일드카드 문자, 특수 문자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figuration
구성에 대한 정보 목록입니다. RabbitMQ 브로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figurationId (p. 4846)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DeploymentMode
브로커의 배포 모드입니다. 사용 가능한 값:
• SINGLE_INSTANCE
• ACTIVE_STANDBY_MULTI_AZ
• CLUSTER_MULTI_AZ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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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cryptionOptions
브로커에 대한 암호화 옵션입니다. RabbitMQ 브로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cryptionOptions (p. 484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gineType
브로커 엔진의 유형입니다. 현재 Amazon MQ는 ACTIVEMQ 및 RABBITMQ를 지원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gineVersion
브로커 엔진의 버전입니다. 지원되는 엔진 버전의 목록은 Amazon MQ 개발자 안내서에서 엔진을 참조
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InstanceType
브로커의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LdapServerMetadata
선택. 브로커에 대한 연결을 인증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는 LDAP 서버의 메타데이터입니다.
RabbitMQ 브로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dapServerMetadata (p. 48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s
브로커에 Amazon CloudWatch 로깅을 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gList (p. 48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intenanceWindowStartTime
Amazon MQ가 보류 중인 업데이트 또는 패치를 브로커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UTC 기준 예약 시간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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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MaintenanceWindow (p. 48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ubliclyAccessible
VPC 외부 애플리케이션의 연결로 브로커의 서브넷을 호스팅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urityGroups
브로커 연결을 승인하는 규칙 목록입니다(최소 1, 최대 125).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orageType
브로커의 스토리지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s
다른 가용 영역에서 브로커가 사용 가능한 서브넷 및 IP 범위를 정의하는 그룹의 목록입니다. 서브넷을
2개 이상 지정하는 경우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Amazon MQ는 동일한 가용 영역에 여러
서브넷이 있는 브로커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SINGLE_INSTANCE 배포에는 하
나의 서브넷(예: 기본 서브넷)이 필요합니다. ACTIVE_STANDBY_MULTI_AZ 배포(ACTIVEMQ)에는 2
개의 서브넷이 필요합니다. CLUSTER_MULTI_AZ 배포(RABBITMQ)를 퍼블릭 액세스 가능성으로 배포
하는 경우 서브넷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퍼블릭 액세스 가능성이 없는 배포에는 1개 이상의 서브넷이
필요합니다.

Important
RabbitMQ 브로커에 대해 공유 VPC의 서브넷을 지정하는 경우 AWS account이 소유한 VPC
에 속하는 서브넷을 지정해야 합니다. Amazon MQ에서는 AWS account의 소유가 아닌 VPC에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 어레이. 자세한 내용은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사용 설명서에서 비용 할당 태그 사
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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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agsEntry (p. 485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s
대기열 및 주제에 액세스할 수 있는 ActiveMQ 사용자(사람 또는 애플리케이션) 목록입니다. RabbitMQ
브로커의 경우 브로커가 처음 프로비저닝될 때 한 명의 관리 사용자만 허용되고 생성됩니다. 모든 후속
RabbitMQ 사용자는 RabbitMQ 웹 콘솔을 통하거나 RabbitMQ 관리 API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이 값
에는 영숫자, 대시, 마침표, 밑줄 및 물결 기호(- . _ ~)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2~100자여야 합니
다.
Required: 예
Type: User (p. 485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Amazon MQ 브로커 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예:
b-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mqpEndpoints
문자열 목록으로서 각 브로커 인스턴스의 AMQP 엔드포인트입니다.
amqp+ssl://b-4aada85d-a80c-4be0-9d30-e344a01b921e-1.mq.eu-centralamazonaws.com:5671
Arn
Amazon MQ 브로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rn:aws:mq:useast-2:123456789012:broker:MyBroker:b-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ConfigurationId
Amazon MQ가 구성에 대해 생성하는 고유한 ID입니다.
c-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ConfigurationRevision
구성의 개정 번호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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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dresses
문자열 목록으로서 각 브로커 인스턴스의 IP 주소입니다. RabbitMQ 브로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98.51.100.2', '203.0.113.9']
MqttEndpoints
문자열 목록으로서 각 브로커 인스턴스의 MQTT 엔드포인트입니다.
mqtt+ssl://b-4aada85d-a80c-4be0-9d30-e344a01b921e-1.mq.eu-centralamazonaws.com:8883
OpenWireEndpoints
문자열 목록으로서 각 브로커 인스턴스의 OpenWire 엔드포인트입니다.
ssl://b-4aada85d-a80c-4be0-9d30-e344a01b921e-1.mq.eu-centralamazonaws.com:61617
StompEndpoints
문자열 목록으로서 각 브로커 인스턴스의 STOMP 엔드포인트입니다.
stomp+ssl://b-4aada85d-a80c-4be0-9d30-e344a01b921e-1.mq.eu-centralamazonaws.com:61614
WssEndpoints
문자열 목록으로서 각 브로커 인스턴스의 WSS 엔드포인트입니다.
wss://b-4aada85d-a80c-4be0-9d30-e344a01b921e-1.mq.eu-centralamazonaws.com:61619

예제
기본 Amazon MQ 브로커
다음 예에서는 기본 Amazon MQ 브로커를 생성합니다. RabbitMQ 예제에서는 한 명의 관리 사용자로 브로
커를 생성하고 ActiveMQ 예제에서는 그룹에 속한 한 명의 사용자로 브로커를 생성합니다.

JSON
{

"Description": "Create a basic Amazon MQ for ActiveMQ broker",
"Resources": {
"BasicBroker": {
"Type": "AWS::AmazonMQ::Broker",
"Properties": {
"AutoMinorVersionUpgrade": "false",
"BrokerName": "MyBasicActiveBroker",
"DeploymentMode": "SINGLE_INSTANCE",
"EngineType": "ActiveMQ",
"EngineVersion": "5.15.0",
"HostInstanceType": "mq.t2.micro",
"PubliclyAccessible": "true",
"Users": [
{
"ConsoleAccess": "true",
"Groups": [
"MyGroup"
],
"Password" : "AmazonMqPassword",

API 버전 2010-05-15
484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MQ

}

}

}

}

]

}

"Username" : "AmazonMqUsername"

JSON
{
"Description": "Create a basic Amazon MQ for RabbitMQ broker",
"Resources": {
"BasicBroker": {
"Type": "AWS::AmazonMQ::Broker",
"Properties": {
"AutoMinorVersionUpgrade": "false",
"BrokerName": "MyBasicRabbitBroker",
"DeploymentMode": "SINGLE_INSTANCE",
"EngineType": "RabbitMQ",
"EngineVersion": "3.8.6",
"HostInstanceType": "mq.t3.micro",
"PubliclyAccessible": "true",
"Users": [
{
"Password" : "AmazonMqPassword",
"Username" : "AmazonMqUsername"
}
]
}
}
}
}

YAML
--Description: "Create a basic Amazon MQ for ActiveMQ broker"
Resources:
BasicBroker:
Type: "AWS::AmazonMQ::Broker"
Properties:
AutoMinorVersionUpgrade: "false"
BrokerName: MyBasicActiveBroker
DeploymentMode: SINGLE_INSTANCE
EngineType: ActiveMQ
EngineVersion: "5.15.0"
HostInstanceType: mq.t2.micro
PubliclyAccessible: "true"
Users:
ConsoleAccess: "true"
Groups:
- MyGroup
Password: AmazonMqPassword
Username: AmazonMqUsername

YAML
--Description: "Create a basic Amazon MQ for RabbitMQ broker"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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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Broker:
Type: "AWS::AmazonMQ::Broker"
Properties:
AutoMinorVersionUpgrade: "false"
BrokerName: MyBasicRabbitBroker
DeploymentMode: SINGLE_INSTANCE
EngineType: RabbitMQ
EngineVersion: "3.8.6"
HostInstanceType: mq.t3.micro
PubliclyAccessible: "true"
Users:
Password: AmazonMqPassword
Username: AmazonMqUsername

복합 Amazon MQ 브로커
다음 예에서는 복합 Amazon MQ 브로커를 생성합니다. ActiveMQ 예제에서는 그룹에 속하지 않은 두 사용자
와 그룹에 속한 한 사용자로 브로커를 생성합니다. RabbitMQ 예제에서는 관리 사용자 한 명을 생성합니다.
이 관리 사용자는 RabbitMQ 웹 콘솔 또는 관리 API를 통해 다른 사용자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JSON
{

"Description": "Create a complex, single-instance Amazon MQ for ActiveMQ broker",
"Resources": {
"ComplexBroker": {
"Type": "AWS::AmazonMQ::Broker",
"Properties": {
"AutoMinorVersionUpgrade": "false",
"BrokerName": "MyComplexActiveBroker",
"Configuration": {
"Id": { "Ref": "Configuration1" },
"Revision" : { "Fn::GetAtt": ["Configuration1", "Revision"] }
},
"DeploymentMode": "SINGLE_INSTANCE",
"EngineType": "ActiveMQ",
"EngineVersion": "5.15.0",
"HostInstanceType": "mq.t2.micro",
"Logs": {
"General": true,
"Audit": false
},
"MaintenanceWindowStartTime": {
"DayOfWeek": "Monday",
"TimeOfDay": "22:45",
"TimeZone": "America/Los_Angeles"
},
"PubliclyAccessible": "true",
"SecurityGroups": [
"sg-a1b234cd",
"sg-e5f678gh"
],
"SubnetIds": [
"subnet-12a3b45c",
"subnet-67d8e90f"
],
"Users": [{
"ConsoleAccess": "true",
"Password" : "AmazonMqPassword",
"Username" : "AmazonMqUsername"
}, {
"Password" : "AmazonMqPassword2",
"Username" : "AmazonMqUsernam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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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Groups": [
"MyGroup1",
"MyGroup2"
],
"Password" : "AmazonMqPassword3",
"Username" : "AmazonMqUsername3"
}]

JSON
{

"Description": "Create a complex, single-instance Amazon MQ RabbitMQ broker without
public accessibility",
"Resources": {
"ComplexBroker": {
"Type": "AWS::AmazonMQ::Broker",
"Properties": {
"AutoMinorVersionUpgrade": "true",
"BrokerName": "MyComplexRabbitBroker",
"DeploymentMode": "SINGLE_INSTANCE",
"EngineType": "RabbitMQ",
"EngineVersion": "3.8.6",
"HostInstanceType": "mq.t3.micro",
"Logs": {
"General": true
},
"MaintenanceWindowStartTime": {
"DayOfWeek": "Monday",
"TimeOfDay": "22:45",
"TimeZone": "America/Los_Angeles"
},
"PubliclyAccessible": "false",
"SecurityGroups": [
"sg-1a234b5cd6efgh7i8"
],
"SubnetIds": [
"subnet-123456b7891abcd1f"
],
"Users": [
{
"Password" : "AmazonMqPassword",
"Username" : "AmazonMqUsername"
}
]
}
}
}

}

YAML
Description: Create a complex, single-instance Amazon MQ for ActiveMQ broker
Resources:
ComplexBroker:
Type: 'AWS::AmazonMQ::Broker'
Properties:
AutoMinorVersionUpgrade: 'false'
BrokerName: MyComplexActive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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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Id: !Ref Configuration1
Revision: !GetAtt
- Configuration1
- Revision
DeploymentMode: SINGLE_INSTANCE
EngineType: ActiveMQ
EngineVersion: 5.15.0
HostInstanceType: mq.t2.micro
Logs:
General: true
Audit: false
MaintenanceWindowStartTime:
DayOfWeek: Monday
TimeOfDay: '22:45'
TimeZone: America/Los_Angeles
PubliclyAccessible: 'true'
SecurityGroups:
- sg-a1b234cd
- sg-e5f678gh
SubnetIds:
- subnet-12a3b45c
- subnet-67d8e90f
Users:
- ConsoleAccess: 'true'
Password: AmazonMqPassword
Username: AmazonMqUsername
- Password: AmazonMqPassword2
Username: AmazonMqUsername2
- Groups:
- MyGroup1
- MyGroup2
Password: AmazonMqPassword3
Username: AmazonMqUsername3

YAML
Description: Create a single-instance Amazon MQ for RabbitMQ broker without public
accessibility
Resources:
ComplexBroker:
Type: 'AWS::AmazonMQ::Broker'
Properties:
AutoMinorVersionUpgrade: false
BrokerName: MyComplexRabbitBroker
DeploymentMode: SINGLE_INSTANCE
EngineType: RabbitMQ
EngineVersion: 3.8.6
HostInstanceType: mq.t3.micro
Logs:
General: true
MaintenanceWindowStartTime:
DayOfWeek: Monday
TimeOfDay: '22:45'
TimeZone: America/Los_Angeles
PubliclyAccessible: false
SecurityGroups:
- 'sg-1a234b5cd6efgh7i8'
SubnetIds:
- 'subnet-123456b7891abcd1f'
Users:
- Password: AmazonMqPassword
Username: AmazonMqUs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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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mazonMQ::브로커 ConfigurationId
구성에 대한 정보 목록입니다.

Important
RabbitMQ 브로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 : String,
"Revision" : Integer

YAML
Id: String
Revision: Integer

Properties
Id
Amazon MQ가 구성에 대해 생성하는 고유한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vision
구성의 개정 번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mazonMQ::Broker EncryptionOptions
브로커에 대한 암호화 옵션입니다.

Important
RabbitMQ 브로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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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sKeyId" : String,
"UseAwsOwnedKey" : Boolean

YAML
KmsKeyId: String
UseAwsOwnedKey: Boolean

Properties
KmsKeyId
AWS AWS KMS(KMS)에 사용할 고객 마스터 키(CMK)입니다. 이 키를 사용하여 유휴 데이터를 암호화
합니다. 제공하지 않을 경우 Amazon MQ가 기본 CMK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AwsOwnedKey
AWS KMS(KMS)를 사용하여 AWS 소유 CMK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RabbitMQ 브로커의 경우와
같이 값이 제공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true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mazonMQ::Broker LdapServerMetadata
선택 사항입니다. 브로커에 대한 연결을 인증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는 LDAP 서버의 메타데이터입
니다.

Important
RabbitMQ 브로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osts" : [ String, ... ],
"RoleBase" : String,
"RoleName" : String,
"RoleSearchMatching" : String,
"RoleSearchSubtree" : Boolean,
"ServiceAccountPassword" : String,
"ServiceAccountUsername" : String,
"UserBase" : String,
"UserRoleName" : String,
"UserSearchMatching" : String,
"UserSearchSubtree" :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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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Hosts:
- String
RoleBase: String
RoleName: String
RoleSearchMatching: String
RoleSearchSubtree: Boolean
ServiceAccountPassword: String
ServiceAccountUsername: String
UserBase: String
UserRoleName: String
UserSearchMatching: String
UserSearchSubtree: Boolean

Properties
Hosts
LDAP 서버의 위치를 지정합니다(예: AWS Directory Service for Microsoft Active Directory). 장애 조치
서버(옵션)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Base
역할 또는 그룹을 검색할 디렉터리 정보 트리(DIT)에 있는 노드의 고유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ou=group, ou=corp, dc=corp, dc=example, dc=com와 같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Name
값이 해당 역할의 이름인 역할 항목의 그룹 이름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 그룹 항목의 일반 이름에 대한
cn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성공하면 멤버로 속해 있는 각 역할 항목에 대한 cn 속성 값이 사용자
에게 할당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SearchMatching
roleBase 내에서 역할을 찾는 데 사용되는 LDAP 검색 필터입니다. userSearchMatching과 일치하는 사
용자의 고유 이름은 검색 필터의 {0} 자리 표시자로 대체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이름이 {1} 자리
표시자로 대체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janedoe에 대해 이 옵션을 (member=uid={1})로 설정하면
검색 필터는 문자열 대체 이후에 (member=uid=janedoe)가 됩니다. RoleBases에서 선택한 하위 트
리 아래에서 uid=janedoe와 동일한 멤버 속성을 가진 모든 역할 항목과 일치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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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SearchSubtree
역할에 대한 디렉터리 검색 범위입니다. true로 설정하면 범위는 전체 하위 트리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AccountPassword
서비스 계정 암호입니다. 서비스 계정은 연결을 시작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이 있는 LDAP 서버의 계정
입니다. 예를 들면 cn=admin,dc=corp, dc=example, dc=com과 같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AccountUsername
서비스 계정 사용자 이름입니다. 서비스 계정은 연결을 시작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이 있는 LDAP 서버
의 계정입니다. 예를 들면 cn=admin, ou=corp, dc=corp, dc=example, dc=com과 같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Base
디렉터리 정보 트리(DIT) 의 특정 하위 트리를 선택하여 사용자 항목을 검색합니다. 하위 트리는 하
위 트리의 기본 노드를 지정하는 DN에 의해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 옵션을 ou=Users,ou=corp,
dc=corp, dc=example, dc=com으로 설정하면 사용자 항목 검색이 ou=Users,ou=corp, dc=corp,
dc=example, dc=com 아래의 하위 트리로 제한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RoleName
사용자의 그룹 구성원에 대한 사용자의 디렉토리 항목에 있는 LDAP 속성의 이름입니다. 경우에 따라 사
용자 역할은 사용자의 디렉터리 항목에 있는 특성 값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이 UserRoleName 옵션
을 사용하면 이 속성의 이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SearchMatching
userBase 내에서 사용자를 찾는 데 사용되는 LDAP 검색 필터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이름이 검
색 필터의 {0} 자리 표시자로 대체됩니다. 예를 들어, 이 옵션을 (uid={0})로 설정하고 수신된 사용자
이름이 janedoe인 경우, 검색 필터는 문자열 대체 이후에 (uid=janedoe)가 됩니다. uid=janedoe,
ou=Users, ou=corp, dc=corp, dc=example, dc=com와 같은 항목과 일치하게 됩니다.
Required: 예
API 버전 2010-05-15
484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MQ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SearchSubtree
사용자의 디렉터리 검색 범위입니다. true로 설정하면 범위는 전체 하위 트리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mazonMQ::Broker LogList
지정한 브로커에 대해 활성화할 로그에 대한 정보 목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dit" : Boolean,
"General" : Boolean

YAML
Audit: Boolean
General: Boolean

Properties
Audit
감사 로깅을 활성화합니다. JMX 또는 ActiveMQ 웹 콘솔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관리 작업이 로깅됩니
다. RabbitMQ 브로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eneral
일반 로깅을 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mazonMQ::Broker MaintenanceWindow
브로커에 대기 중인 업데이트 또는 패치를 적용할 WeeklyStartTime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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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yOfWeek" : String,
"TimeOfDay" : String,
"TimeZone" : String

YAML
DayOfWeek: String
TimeOfDay: String
TimeZone: String

Properties
DayOfWeek
요일.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fDay
24시간 형식의 시간.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Zone
국가/도시 또는 UTC 오프셋 형식의 시간대(기본 UTC).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mazonMQ::Broker TagsEntry
이 브로커와 연결할 키-값 페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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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키-값 페어의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키-값 페어의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mazonMQ::Broker User
대기열 및 주제에 액세스할 수 있는 브로커 사용자(사람 또는 애플리케이션) 목록입니다. RabbitMQ 브로커
의 경우 브로커가 처음 프로비저닝될 때 한 명의 관리 사용자만 허용되고 생성됩니다. 모든 후속 브로커 사용
자는 RabbitMQ 웹 콘솔을 통해 또는 RabbitMQ 관리 API를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이 값에는 영숫자, 대시,
마침표, 밑줄 및 물결 기호(- . _ ~)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2~100자여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soleAccess" : Boolean,
"Groups" : [ String, ... ],
"Password" : String,
"Username" : String

YAML
ConsoleAccess: Boolean
Groups:
- String
Password: String
User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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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onsoleAccess
ActiveMQ 사용자가 ActiveMQ 웹 콘솔에 액세스하도록 합니다. RabbitMQ 브로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roups
ActiveMQ 사용자가 속한 그룹의 목록입니다(최대 20). 이 값에는 영숫자, 대시, 마침표, 밑줄 및 물결 기
호(- . _ ~)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2~100자여야 합니다. RabbitMQ 브로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ssword
사용자의 암호입니다. 이 값은 최소 12자 길이여야 하며, 최소 4개의 고유 문자가 있어야 합니다. 쉼표,
쌍점 또는 등호(,:=)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
브로커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이 값에는 영숫자, 대시, 마침표, 밑줄 및 물결 기호(- . _ ~)만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2~100자여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mazonMQ::구성
지정된 구성 이름에 대한 새 구성을 생성합니다. Amazon MQ는 기본 구성(엔진 유형 및 버전)을 사용합니다.

Note
RabbitMQ 브로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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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AmazonMQ::Configuration",
"Properties" : {
"AuthenticationStrategy" : String,
"Data" : String,
"Description" : String,
"EngineType" : String,
"EngineVersion" : String,
"Name" : String,
"Tags" : [ TagsEntry (p. 4857), ... ]
}

YAML
Type: AWS::AmazonMQ::Configuration
Properties:
AuthenticationStrategy: String
Data: String
Description: String
EngineType: String
EngineVersion: String
Name: String
Tags:
- TagsEntry (p. 4857)

Properties
AuthenticationStrategy
선택. 구성에 연결된 인증 전략입니다. 기본값은 SIMPL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ata
base64 인코딩된 XML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gineType
브로커 엔진의 유형입니다. 참고: 현재 Amazon MQ는 브로커 구성 생성 및 편집에 ACTIVEMQ만 지원합
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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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gineVersion
브로커 엔진의 버전입니다. 지원되는 엔진 버전의 목록은 https://docs.aws.amazon.com/amazon-mq/
latest/developer-guide/broker-engine.html 섹션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구성의 이름입니다. 이 값에는 영숫자, 대시, 마침표, 밑줄 및 물결 기호(- . _ ~)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1~150자여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구성 생성 시 태그를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sEntry (p. 485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Amazon MQ 구성 ID를 반환합니
다. 예:
c-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Amazon MQ 구성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rn:aws:mq:useast-2:123456789012:configuration:MyConfigurationDevelopment:c-1234a5b6-78cd-901e-2fgh
Id
Amazon MQ 구성의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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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Revision
구성의 개정 번호입니다.
1

예제
Amazon MQ 구성
JSON
{

"Description": "Create an Amazon MQ for ActiveMQ configuration",
"Configuration1": {
"Type": "AWS::AmazonMQ::Configuration",
"Properties": {
"Data": {
"Fn::Base64":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
\"yes\"?>\n<broker xmlns=\"http://activemq.apache.org/schema/core\" start=
\"false\">\n <destinationPolicy>\n
<policyMap>\n
<policyEntries>\n
<policyEntry topic=\">\">\n
<pendingMessageLimitStrategy>\n
<constantPendingMessageLimitStrategy limit=\"3000\"/>\n
</
pendingMessageLimitStrategy>\n
</policyEntry>\n
</policyEntries>\n
policyMap>\n </destinationPolicy>\n <plugins>\n </plugins>\n</broker>\n"
},
"EngineType": "ACTIVEMQ",
"EngineVersion": "5.15.0",
"Name": "my-configuration-1"
}
}
}

YAML
--Description: "Create an Amazon MQ for ActiveMQ configuration"
Resources:
Configuration:
Type: "AWS::AmazonMQ::Configuration"
Properties:
Data:
? "Fn::Base64"
: |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broker xmlns="http://activemq.apache.org/schema/core" start="false">
<destinationPolicy>
<policyMap>
<policyEntries>
<policyEntry topic=">">
<pendingMessageLimitStrategy>
<constantPendingMessageLimitStrategy limit="3000"/>
</pendingMessageLimitStrategy>
</policyEntry>
</policyEntries>
</policyMap>
</destinationPolicy>
<plugins>
</plugins>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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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Type: ACTIVEMQ
EngineVersion: "5.15.0"
Name: my-configuration-1

AWS::AmazonMQ::Configuration TagsEntry
이 구성과 연결할 키-값 페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키-값 페어의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키-값 페어의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mazonMQ::ConfigurationAssociation
AWS CloudFormation AWS::AmazonMQ::ConfigurationAssoci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브로커를 사
용한 구성을 연결하거나 지정된 ConfigurationAssociation 관련 정보를 반환합니다. 브로커당 하나만을 사용
하고, 구성을 브로커에 연결한 경우 브로커 리소스의 구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Note
RabbitMQ 브로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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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AmazonMQ::ConfigurationAssociation",
"Properties" : {
"Broker" : String,
"Configuration" : ConfigurationId (p. 4859)
}

YAML
Type: AWS::AmazonMQ::ConfigurationAssociation
Properties:
Broker: String
Configuration:
ConfigurationId (p. 4859)

Properties
Broker
구성에 연결하는 브로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figuration
브로커에 연결하는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ConfigurationId (p. 485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Amazon MQ
configurationassociation ID를 반환합니다. 예:
c-1234a5b6-78cd-901e-2fgh-3i45j6k178l9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ConfigurationAssociation
다음 예제에서는 Amazon MQ for ActiveMQ ConfigurationAssociation을 생성합니다.

JSON
"ConfigurationAssociatio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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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AmazonMQ::ConfigurationAssociation",
"Properties": {
"Broker": {
"Ref": "Broker1"
},
"Configuration": {
"Id": {
"Ref": "Configuration1"
},
"Revision": {
"Fn::GetAtt": [
"Configuration1",
"Revision"
]
}
}
}

}

YAML
ConfigurationAssociation1:
Type: AWS::AmazonMQ::ConfigurationAssociation
Properties:
Broker: {Ref: Broker1}
Configuration:
Id: {Ref: Configuration1}
Revision: {'Fn::GetAtt': [Configuration1, Revision]}

AWS::AmazonMQ::ConfigurationAssociation ConfigurationId
ConfigurationId 속성 유형은 구성의 구성 Id와 개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 : String,
"Revision" : Integer

YAML
Id: String
Revision: Integer

Properties
Id
Amazon MQ가 구성에 대해 생성하는 고유한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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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구성의 개정 번호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Managed Streaming for Apache Kafka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MSK::Cluster (p. 4860)

AWS::MSK::Cluster
AWS::MSK::Cluster 리소스는 Amazon MSK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MSK 개발
자 안내서의 Amazon MSK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MSK::Cluster",
"Properties" : {
"BrokerNodeGroupInfo" : BrokerNodeGroupInfo (p. 4894),
"ClientAuthentication" : ClientAuthentication (p. 4895),
"ClusterName" : String,
"ConfigurationInfo" : ConfigurationInfo (p. 4897),
"EncryptionInfo" : EncryptionInfo (p. 4898),
"EnhancedMonitoring" : String,
"KafkaVersion" : String,
"LoggingInfo" : LoggingInfo (p. 4902),
"NumberOfBrokerNodes" : Integer,
"OpenMonitoring" : OpenMonitoring (p. 4903),
"Tags" : Json
}

YAML
Type: AWS::MSK::Cluster
Properties:
BrokerNodeGroupInfo:
BrokerNodeGroupInfo (p. 4894)
ClientAuthentication:
ClientAuthentication (p. 4895)
ClusterName: String
ConfigurationInfo:
ConfigurationInfo (p. 4897)
Encryption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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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ryptionInfo (p. 4898)
EnhancedMonitoring: String
KafkaVersion: String
LoggingInfo:
LoggingInfo (p. 4902)
NumberOfBrokerNodes: Integer
OpenMonitoring:
OpenMonitoring (p. 4903)
Tags: Json

Properties
BrokerNodeGroupInfo
클러스터에서 브로커에 사용될 설정입니다.
Required: 예
Type: BrokerNodeGroupInfo (p. 489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Authentication
클라이언트 인증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ientAuthentication (p. 489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lusterName
클러스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figurationInfo
클러스터에 사용할 Amazon MSK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figurationInfo (p. 489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ionInfo
모든 암호화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cryptionInfo (p. 489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hancedMonitoring
MSK 클러스터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을 지정합니다. 가능한 값은 DEFAULT, PER_BROKER 및
PER_TOPIC_PER_BROKE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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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afkaVersion
Apache Kafka의 버전입니다. Amazon MSK를 사용하면 Apache Kafka 버전 1.1.1 및 2.2.1을 사용하는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ingInfo
브로커 로그를 다른 대상 유형으로 전송하도록 MSK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브로커 로그와
관련된 구성 세부 사항에 대한 컨테이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ggingInfo (p. 49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berOfBrokerNodes
Amazon MSK 클러스터에서 원하는 브로커 노드의 수입니다. 업데이트를 제출하여 클러스터에서 브로
커 노드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penMonitoring
개방형 모니터링에 대한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penMonitoring (p. 49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리소스에 적용할 키-값 페어의 맵입니다. 키와 값은 모두 문자열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Amazon MSK 클러스터 ARN입니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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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MyTestCluster
Amazon MSK 클러스터 MyTestCluster의 경우 Ref는 클러스터의 ARN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각 템플릿의 YAML 및 JSON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어느 언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속성의 값만 지정하는 MSK 클러스터 생성
YAML
Description: MSK Cluster with required properties.
Resources:
TestCluster:
Type: 'AWS::MSK::Cluster'
Properties:
ClusterName: ClusterWithRequiredProperties
KafkaVersion: 2.2.1
NumberOfBrokerNodes: 3
BrokerNodeGroupInfo:
InstanceType: kafka.m5.large
ClientSubnets:
- ReplaceWithSubnetId1
- ReplaceWithSubnetId2
- ReplaceWithSubnetId3

{

}

"Description": "MSK Cluster with required properties.",
"Resources": {
"TestCluster": {
"Type": "AWS::MSK::Cluster",
"Properties": {
"ClusterName": "ClusterWithRequiredProperties",
"KafkaVersion": "2.2.1",
"NumberOfBrokerNodes": 3,
"BrokerNodeGroupInfo": {
"InstanceType": "kafka.m5.large",
"ClientSubnets": [
"ReplaceWithSubnetId1",
"ReplaceWithSubnetId2",
"ReplaceWithSubnetId3"
]
}
}
}
}

명시적으로 모든 속성을 설정하는 MSK 클러스터 생성
YAML
Description: MSK Cluster with all properties
Resources:
TestCluster:
Type: 'AWS::MSK::Cluster'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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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Name: ClusterWithAllProperties
KafkaVersion: 2.2.1
NumberOfBrokerNodes: 3
EnhancedMonitoring: PER_BROKER
EncryptionInfo:
EncryptionAtRest:
DataVolumeKMSKeyId: ReplaceWithKmsKeyArn
EncryptionInTransit:
ClientBroker: TLS
InCluster: true
OpenMonitoring:
Prometheus:
JmxExporter:
EnabledInBroker: "true"
NodeExporter:
EnabledInBroker: "true"
ConfigurationInfo:
Arn: ReplaceWithConfigurationArn
Revision: 1
ClientAuthentication:
Tls:
CertificateAuthorityArnList:
- ReplaceWithCAArn
Tags:
Environment: Test
Owner: QATeam
BrokerNodeGroupInfo:
BrokerAZDistribution: DEFAULT
InstanceType: kafka.m5.large
SecurityGroups:
- ReplaceWithSecurityGroupId
StorageInfo:
EBSStorageInfo:
VolumeSize: 100
ClientSubnets:
- ReplaceWithSubnetId1
- ReplaceWithSubnetId2
- ReplaceWithSubnetId3

{

"Description": "MSK Cluster with all properties",
"Resources": {
"TestCluster": {
"Type": "AWS::MSK::Cluster",
"Properties": {
"ClusterName": "ClusterWithAllProperties",
"KafkaVersion": "2.2.1",
"NumberOfBrokerNodes": 3,
"EnhancedMonitoring": "PER_BROKER",
"EncryptionInfo": {
"EncryptionAtRest": {
"DataVolumeKMSKeyId": "ReplaceWithKmsKeyArn"
},
"EncryptionInTransit": {
"ClientBroker": "TLS",
"InCluster": true
}
},
"OpenMonitoring": {
"Prometheus": {
"JmxExporter": {
"EnabledInBroker": "true"
}
"NodeExpor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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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nabledInBroker": "true"

}
},
"ConfigurationInfo": {
"Arn": "ReplaceWithConfigurationArn",
"Revision": 1
},
"ClientAuthentication": {
"Tls": {
"CertificateAuthorityArnList": [
"ReplaceWithCAArn"
]
}
},
"Tags": {
"Environment": "Test",
"Owner" : "QATeam"
},
"BrokerNodeGroupInfo": {
"BrokerAZDistribution": "DEFAULT",
"InstanceType": "kafka.m5.large",
"SecurityGroups": [
"ReplaceWithSecurityGroupId"
],
"StorageInfo": {
"EBSStorageInfo": {
"VolumeSize": 100
}
},
"ClientSubnets": [
"ReplaceWithSubnetId1",
"ReplaceWithSubnetId2",
"ReplaceWithSubnetId3"
]
}

Amazon MSK 시작하기
이 예제 템플릿에서는 처음 시작하기 좋은 단순한 아키텍처의 MSK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KeyName:
Description: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instance
Type: 'AWS::EC2::KeyPair::KeyName'
ConstraintDescription: Can contain only ASCII characters.
SSHLocation:
Description: The IP address range that can be used to SSH to the EC2 instances
Type: String
MinLength: '9'
MaxLength: '18'
Default: 0.0.0.0/0
AllowedPattern: '(\d{1,3})\.(\d{1,3})\.(\d{1,3})\.(\d{1,3})/(\d{1,2})'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IP CIDR range of the form x.x.x.x/x
Mappings:
SubnetConfig:
V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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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R: 10.0.0.0/16
PublicOne:
CIDR: 10.0.0.0/24
PrivateOne:
CIDR: 10.0.1.0/24
PrivateTwo:
CIDR: 10.0.2.0/24
PrivateThree:
CIDR: 10.0.3.0/24
RegionAMI:
us-east-1:
HVM64: ami-0c6b1d09930fac512
us-west-2:
HVM64: ami-0cb72367e98845d43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CidrBlock: !FindInMap
- SubnetConfig
- VPC
- CIDR
Tags:
- Key: Name
Value: MMVPC
Public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AvailabilityZone: !Select
- 0
- !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VPC
CidrBlock: !FindInMap
- SubnetConfig
- PublicOne
- CIDR
MapPublicIpOnLaunch: true
Tags:
- Key: Name
Value: MMPublicSubnet
Private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AvailabilityZone: !Select
- 0
- !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VPC
CidrBlock: !FindInMap
- SubnetConfig
- PrivateOne
- CIDR
Tags:
- Key: Name
Value: MMPrivateSubnetOne
Private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AvailabilityZone: !Select
- 1
- !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V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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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rBlock: !FindInMap
- SubnetConfig
- PrivateTwo
- CIDR
Tags:
- Key: Name
Value: MMPrivateSubnetTwo
PrivateSubnetThre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AvailabilityZone: !Select
- 2
- !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VPC
CidrBlock: !FindInMap
- SubnetConfig
- PrivateThree
- CIDR
Tags:
- Key: Name
Value: MMPrivateSubnetThree
InternetGateway:
Type: 'AWS::EC2::InternetGateway'
GatewayAttachement:
Type: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VpcId: !Ref VPC
InternetGatewayId: !Ref InternetGateway
PublicRouteTable:
Type: 'AWS::EC2::RouteTable'
Properties:
VpcId: !Ref VPC
PublicRoute:
Type: 'AWS::EC2::Route'
DependsOn: GatewayAttachement
Properties:
RouteTableId: !Ref PublicRouteTable
DestinationCidrBlock: 0.0.0.0/0
GatewayId: !Ref InternetGateway
PublicSubnetOneRouteTableAssociation:
Type: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SubnetId: !Ref PublicSubnetOne
RouteTableId: !Ref PublicRouteTable
PrivateRouteTable:
Type: 'AWS::EC2::RouteTable'
Properties:
VpcId: !Ref VPC
PrivateSubnetOneRouteTableAssociation:
Type: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RouteTableId: !Ref PrivateRouteTable
SubnetId: !Ref PrivateSubnetOne
PrivateSubnetTwoRouteTableAssociation:
Type: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RouteTableId: !Ref PrivateRouteTable
SubnetId: !Ref PrivateSubnetTwo
PrivateSubnetThreeRouteTableAssociation:
Type: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RouteTableId: !Ref PrivateRouteTable
SubnetId: !Ref PrivateSubnetThree
KafkaClientInstance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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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GroupDescription: Enable SSH access via port 22
VpcId: !Ref VPC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Ref SSHLocation
MSK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Enable SSH access via port 22
VpcId: !Ref VPC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2181
ToPort: 2181
SourceSecurityGroupId: !GetAtt
- KafkaClientInstanceSecurityGroup
- GroupId
- IpProtocol: tcp
FromPort: 9094
ToPort: 9094
SourceSecurityGroupId: !GetAtt
- KafkaClientInstanceSecurityGroup
- GroupId
- IpProtocol: tcp
FromPort: 9092
ToPort: 9092
SourceSecurityGroupId: !GetAtt
- KafkaClientInstanceSecurityGroup
- GroupId
KafkaClient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nstanceType: m5.large
KeyName: !Ref KeyName
IamInstanceProfile: !Ref EC2InstanceProfile
AvailabilityZone: !Select
- 0
- !GetAZs
Ref: 'AWS::Region'
SubnetId: !Ref PublicSubnetOne
SecurityGroupIds:
- !GetAtt
- KafkaClientInstanceSecurityGroup
- GroupId
ImageId: !FindInMap
- RegionAMI
- !Ref 'AWS::Region'
- HVM64
Tags:
- Key: Name
Value: KafkaClientInstance
UserData: !Base64 >
#!/bin/bash
yum update -y
yum install python3.7 -y
yum install java-1.8.0-openjdk-devel -y
yum erase awscli -y
cd /home/ec2-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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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o "export PATH=.local/bin:$PATH" >> .bash_profile
mkdir kafka
mkdir mm
cd kafka
wget https://archive.apache.org/dist/kafka/2.2.1/kafka_2.12-2.2.1.tgz
tar -xzf kafka_2.12-2.2.1.tgz
cd /home/ec2-user
wget https://bootstrap.pypa.io/get-pip.py
su -c "python3.7 get-pip.py --user" -s /bin/sh ec2-user
su -c "/home/ec2-user/.local/bin/pip3 install boto3 --user" -s /bin/sh
ec2-user
su -c "/home/ec2-user/.local/bin/pip3 install awscli --user" -s /bin/sh
ec2-user
chown -R ec2-user ./kafka
chgrp -R ec2-user ./kafka
chown -R ec2-user ./mm
chgrp -R ec2-user ./mm
EC2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ec2.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AmazonMSKFullAccess'
- 'arn:aws:iam::aws:policy/AWSCloudFormationReadOnlyAccess'
EC2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InstanceProfileName: EC2MSKCFProfile
Roles:
- !Ref EC2Role
MSKCluster:
Type: 'AWS::MSK::Cluster'
Properties:
BrokerNodeGroupInfo:
ClientSubnets:
- !Ref PrivateSubnetOne
- !Ref PrivateSubnetTwo
- !Ref PrivateSubnetThree
InstanceType: kafka.m5.large
SecurityGroups:
- !GetAtt
- MSKSecurityGroup
- Gro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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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Info:
EBSStorageInfo:
VolumeSize: 2000
ClusterName: MSKCluster
EncryptionInfo:
EncryptionInTransit:
ClientBroker: TLS
InCluster: true
EnhancedMonitoring: PER_TOPIC_PER_BROKER
KafkaVersion: 2.2.1
NumberOfBrokerNodes: 3
Outputs:
VPCId:
Description: The ID of the VPC created
Value: !Ref VPC
PublicSubnetOne:
Description: The name of the public subnet created
Value: !Ref PublicSubnetOne
PrivateSubnetOne:
Description: The ID of private subnet one created
Value: !Ref PrivateSubnetOne
PrivateSubnetTwo:
Description: The ID of private subnet two created
Value: !Ref PrivateSubnetTwo
PrivateSubnetThree:
Description: The ID of private subnet three created
Value: !Ref PrivateSubnetThree
MSKSecurityGroupID:
Description: The ID of the security group created for the MSK clusters
Value: !GetAtt
- MSKSecurityGroup
- GroupId
KafkaClientEC2InstancePublicDNS:
Description: The Public DNS for the MirrorMaker EC2 instance
Value: !GetAtt
- KafkaClientEC2Instance
- PublicDnsName
MSKClusterArn:
Description: The Arn for the MSKMMCluster1 MSK cluster
Value: !Ref MSKCluster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KeyName": {
"Description":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instance",
"Type": "AWS::EC2::KeyPair::KeyName",
"ConstraintDescription": "Can contain only ASCII characters."
},
"SSHLocation": {
"Description": "The IP address range that can be used to SSH to the EC2
instances",
"Type": "String",
"MinLength": "9",
"MaxLength": "18",
"Default": "0.0.0.0/0",
"AllowedPattern": "(\\d{1,3})\\.(\\d{1,3})\\.(\\d{1,3})\\.(\\d{1,3})/(\
\d{1,2})",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IP CIDR range of the form x.x.x.x/x"
}
},
"Mappings": {
"SubnetConf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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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 {
"CIDR": "10.0.0.0/16"
},
"PublicOne": {
"CIDR": "10.0.0.0/24"
},
"PrivateOne": {
"CIDR": "10.0.1.0/24"
},
"PrivateTwo": {
"CIDR": "10.0.2.0/24"
},
"PrivateThree": {
"CIDR": "10.0.3.0/24"
}

},
"RegionAMI": {
"us-east-1":
"HVM64":
},
"us-west-2":
"HVM64":
}
}

{
"ami-0c6b1d09930fac512"
{
"ami-0cb72367e98845d43"

},
"Resources": {
"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CidrBlock": {
"Fn::FindInMap": [
"SubnetConfig",
"VPC",
"CIDR"
]
},
"Tags": [
{
"Key": "Name",
"Value": "MMVPC"
}
]
}
},
"PublicSubnetOne":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AvailabilityZone": {
"Fn::Select": [
0,
{
"Fn::GetAZs": {
"Ref": "AWS::Region"
}
}
]
},
"VpcId": {
"Ref": "VPC"
},
"CidrBlock": {
"Fn::FindInMap": [
"SubnetConfig",
"Publi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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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DR"

},
"MapPublicIpOnLaunch": true,
"Tags": [
{
"Key": "Name",
"Value": "MMPublicSubnet"
}
]

}
},
"PrivateSubnetOne":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AvailabilityZone": {
"Fn::Select": [
0,
{
"Fn::GetAZs": {
"Ref": "AWS::Region"
}
}
]
},
"VpcId": {
"Ref": "VPC"
},
"CidrBlock": {
"Fn::FindInMap": [
"SubnetConfig",
"PrivateOne",
"CIDR"
]
},
"Tags": [
{
"Key": "Name",
"Value": "MMPrivateSubnetOne"
}
]
}
},
"PrivateSubnetTwo":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AvailabilityZone": {
"Fn::Select": [
1,
{
"Fn::GetAZs": {
"Ref": "AWS::Region"
}
}
]
},
"VpcId": {
"Ref": "VPC"
},
"CidrBlock": {
"Fn::FindInMap": [
"SubnetConfig",
"PrivateTwo",
"CID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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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
"Key": "Name",
"Value": "MMPrivateSubnetTwo"
}
]

}
},
"PrivateSubnetThree":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AvailabilityZone": {
"Fn::Select": [
2,
{
"Fn::GetAZs": {
"Ref": "AWS::Region"
}
}
]
},
"VpcId": {
"Ref": "VPC"
},
"CidrBlock": {
"Fn::FindInMap": [
"SubnetConfig",
"PrivateThree",
"CIDR"
]
},
"Tags": [
{
"Key": "Name",
"Value": "MMPrivateSubnetThree"
}
]
}
},
"InternetGateway": {
"Type": "AWS::EC2::InternetGateway"
},
"GatewayAttachement": {
"Type":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
"VpcId": {
"Ref": "VPC"
},
"InternetGatewayId": {
"Ref": "InternetGateway"
}
}
},
"PublicRouteTable": {
"Type": "AWS::EC2::RouteTable",
"Properties": {
"VpcId": {
"Ref": "VPC"
}
}
},
"PublicRoute": {
"Type": "AWS::EC2::Route",
"DependsOn": "GatewayAttachement",
"Properties": {
"RouteTable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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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PublicRouteTable"
},
"DestinationCidrBlock": "0.0.0.0/0",
"GatewayId": {
"Ref": "InternetGateway"
}

}
},
"PublicSubnetOneRouteTableAssociation": {
"Type":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
"SubnetId": {
"Ref": "PublicSubnetOne"
},
"RouteTableId": {
"Ref": "PublicRouteTable"
}
}
},
"PrivateRouteTable": {
"Type": "AWS::EC2::RouteTable",
"Properties": {
"VpcId": {
"Ref": "VPC"
}
}
},
"PrivateSubnetOneRouteTableAssociation": {
"Type":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
"RouteTableId": {
"Ref": "PrivateRouteTable"
},
"SubnetId": {
"Ref": "PrivateSubnetOne"
}
}
},
"PrivateSubnetTwoRouteTableAssociation": {
"Type":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
"RouteTableId": {
"Ref": "PrivateRouteTable"
},
"SubnetId": {
"Ref": "PrivateSubnetTwo"
}
}
},
"PrivateSubnetThreeRouteTableAssociation": {
"Type":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
"RouteTableId": {
"Ref": "PrivateRouteTable"
},
"SubnetId": {
"Ref": "PrivateSubnetThree"
}
}
},
"KafkaClientInstance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Enable SSH access via port 22",
"VpcId": {
"Ref": "V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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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
"Ref": "SSHLocation"
}
}
]

}
},
"MSK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Enable SSH access via port 22",
"VpcId": {
"Ref": "VPC"
},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tcp",
"FromPort": 2181,
"ToPort": 2181,
"SourceSecurityGroupId": {
"Fn::GetAtt": [
"KafkaClientInstanceSecurityGroup",
"GroupId"
]
}
},
{
"IpProtocol": "tcp",
"FromPort": 9094,
"ToPort": 9094,
"SourceSecurityGroupId": {
"Fn::GetAtt": [
"KafkaClientInstanceSecurityGroup",
"GroupId"
]
}
},
{
"IpProtocol": "tcp",
"FromPort": 9092,
"ToPort": 9092,
"SourceSecurityGroupId": {
"Fn::GetAtt": [
"KafkaClientInstanceSecurityGroup",
"GroupId"
]
}
}
]
}
},
"KafkaClientEC2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
"InstanceType": "m5.large",
"KeyName": {
"Ref": "KeyName"
},
"IamInstanceProfile": {
"Ref": "EC2Instance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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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ilabilityZone": {
"Fn::Select": [
0,
{
"Fn::GetAZs": {
"Ref": "AWS::Region"
}
}
]
},
"SubnetId": {
"Ref": "PublicSubnetOne"
},
"SecurityGroupIds": [
{
"Fn::GetAtt": [
"KafkaClientInstanceSecurityGroup",
"GroupId"
]
}
],
"ImageId": {
"Fn::FindInMap": [
"RegionAMI",
{
"Ref": "AWS::Region"
},
"HVM64"
]
},
"Tags": [
{
"Key": "Name",
"Value": "KafkaClientInstance"
}
],
"UserData": {
"Fn::Base64": "#!/bin/bash\nyum update -y \nyum install python3.7
-y\nyum install java-1.8.0-openjdk-devel -y\nyum erase awscli -y\ncd /home/ec2-user
\necho \"export PATH=.local/bin:$PATH\" >> .bash_profile\nmkdir kafka\nmkdir mm\ncd
kafka\nwget https://archive.apache.org/dist/kafka/2.2.1/kafka_2.12-2.2.1.tgz\ntar -xzf
kafka_2.12-2.2.1.tgz\ncd /home/ec2-user\nwget https://bootstrap.pypa.io/get-pip.py\nsu
-c \"python3.7 get-pip.py --user\" -s /bin/sh ec2-user\nsu -c \"/home/ec2-user/.local/
bin/pip3 install boto3 --user\" -s /bin/sh ec2-user\nsu -c \"/home/ec2-user/.local/bin/
pip3 install awscli --user\" -s /bin/sh ec2-user\nchown -R ec2-user ./kafka\nchgrp -R ec2user ./kafka\nchown -R ec2-user ./mm\nchgrp -R ec2-user ./mm\n"
}
}
},
"EC2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ec2.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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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AmazonMSKFullAccess",
"arn:aws:iam::aws:policy/AWSCloudFormationReadOnlyAccess"
]

}
},
"EC2InstanceProfile": {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InstanceProfileName": "EC2MSKCFProfile",
"Roles": [
{
"Ref": "EC2Role"
}
]
}
},
"MSKCluster": {
"Type": "AWS::MSK::Cluster",
"Properties": {
"BrokerNodeGroupInfo": {
"ClientSubnets": [
{
"Ref": "PrivateSubnetOne"
},
{
"Ref": "PrivateSubnetTwo"
},
{
"Ref": "PrivateSubnetThree"
}
],
"InstanceType": "kafka.m5.large",
"SecurityGroups": [
{
"Fn::GetAtt": [
"MSKSecurityGroup",
"GroupId"
]
}
],
"StorageInfo": {
"EBSStorageInfo": {
"VolumeSize": 2000
}
}
},
"ClusterName": "MSKCluster",
"EncryptionInfo": {
"EncryptionInTransit": {
"ClientBroker": "TLS",
"InCluster": true
}
},
"EnhancedMonitoring": "PER_TOPIC_PER_BROKER",
"KafkaVersion": "2.2.1",
"NumberOfBrokerNodes": 3
}
}

},
"Outputs": {
"VPCId": {
"Description": "The ID of the VPC created",
"Value": {
"Ref": "V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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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PublicSubnetOne": {
"Description": "The name of the public subnet created",
"Value": {
"Ref": "PublicSubnetOne"
}
},
"PrivateSubnetOne": {
"Description": "The ID of private subnet one created",
"Value": {
"Ref": "PrivateSubnetOne"
}
},
"PrivateSubnetTwo": {
"Description": "The ID of private subnet two created",
"Value": {
"Ref": "PrivateSubnetTwo"
}
},
"PrivateSubnetThree": {
"Description": "The ID of private subnet three created",
"Value": {
"Ref": "PrivateSubnetThree"
}
},
"MSKSecurityGroupID": {
"Description": "The ID of the security group created for the MSK clusters",
"Value": {
"Fn::GetAtt": [
"MSKSecurityGroup",
"GroupId"
]
}
},
"KafkaClientEC2InstancePublicDNS": {
"Description": "The Public DNS for the MirrorMaker EC2 instance",
"Value": {
"Fn::GetAtt": [
"KafkaClientEC2Instance",
"PublicDnsName"
]
}
},
"MSKClusterArn": {
"Description": "The Arn for the MSKMMCluster1 MSK cluster",
"Value": {
"Ref": "MSKCluster"
}
}

Apache MirrorMaker에서 사용할 2개의 MSK 클러스터 생성
이 YAML에서는 MirrorMaker용 MSK 클러스터 2개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예제에 필요한
Amazon VPC, 서브넷, 보안 그룹 및 IAM 역할도 설정합니다. 또한 Apache Kafka, Java 및 Amazon CLI가 포
함된 EC2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이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MirrorMaker를 비롯한 Apache Kafka 도구
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MirrorMaker 구성 파일을 수동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KeyName:

API 버전 2010-05-15
487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MSK
Description: The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instance.
Type: 'AWS::EC2::KeyPair::KeyName'
ConstraintDescription: Can contain only ASCII characters.
SSHLocation:
Description: The IP address range that can be used to SSH to the EC2 instances.
Type: String
MinLength: '9'
MaxLength: '18'
Default: 0.0.0.0/0
AllowedPattern: '(\d{1,3})\.(\d{1,3})\.(\d{1,3})\.(\d{1,3})/(\d{1,2})'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IP CIDR range of the form x.x.x.x/x
Mappings:
SubnetConfig:
VPC:
CIDR: 10.0.0.0/16
PublicOne:
CIDR: 10.0.0.0/24
PrivateOne:
CIDR: 10.0.1.0/24
PrivateTwo:
CIDR: 10.0.2.0/24
PrivateThree:
CIDR: 10.0.3.0/24
RegionAMI:
us-east-1:
HVM64: ami-0c6b1d09930fac512
us-west-2:
HVM64: ami-0cb72367e98845d43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CidrBlock: !FindInMap
- SubnetConfig
- VPC
- CIDR
Tags:
- Key: Name
Value: MMVPC
Public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AvailabilityZone: !Select
- 0
- !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VPC
CidrBlock: !FindInMap
- SubnetConfig
- PublicOne
- CIDR
MapPublicIpOnLaunch: true
Tags:
- Key: Name
Value: MMPublicSubnet
Private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AvailabilityZone: !Select
- 0
- !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VPC
CidrBlock: !FindIn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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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netConfig
- PrivateOne
- CIDR
Tags:
- Key: Name
Value: MMPrivateSubnetOne
Private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AvailabilityZone: !Select
- 1
- !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VPC
CidrBlock: !FindInMap
- SubnetConfig
- PrivateTwo
- CIDR
Tags:
- Key: Name
Value: MMPrivateSubnetTwo
PrivateSubnetThre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AvailabilityZone: !Select
- 2
- !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VPC
CidrBlock: !FindInMap
- SubnetConfig
- PrivateThree
- CIDR
Tags:
- Key: Name
Value: MMPrivateSubnetThree
InternetGateway:
Type: 'AWS::EC2::InternetGateway'
GatewayAttachement:
Type: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VpcId: !Ref VPC
InternetGatewayId: !Ref InternetGateway
PublicRouteTable:
Type: 'AWS::EC2::RouteTable'
Properties:
VpcId: !Ref VPC
PublicRoute:
Type: 'AWS::EC2::Route'
DependsOn: GatewayAttachement
Properties:
RouteTableId: !Ref PublicRouteTable
DestinationCidrBlock: 0.0.0.0/0
GatewayId: !Ref InternetGateway
PublicSubnetOneRouteTableAssociation:
Type: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SubnetId: !Ref PublicSubnetOne
RouteTableId: !Ref PublicRouteTable
PrivateRouteTable:
Type: 'AWS::EC2::RouteTable'
Properties:
VpcId: !Ref VPC
PrivateSubnetOneRouteTableAssociation:
Type: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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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TableId: !Ref PrivateRouteTable
SubnetId: !Ref PrivateSubnetOne
PrivateSubnetTwoRouteTableAssociation:
Type: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RouteTableId: !Ref PrivateRouteTable
SubnetId: !Ref PrivateSubnetTwo
PrivateSubnetThreeRouteTableAssociation:
Type: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RouteTableId: !Ref PrivateRouteTable
SubnetId: !Ref PrivateSubnetThree
MMInstance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Enable SSH access via port 22
VpcId: !Ref VPC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Ref SSHLocation
MSK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Enable SSH access via port 22
VpcId: !Ref VPC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2181
ToPort: 2181
SourceSecurityGroupId: !GetAtt
- MMInstanceSecurityGroup
- GroupId
- IpProtocol: tcp
FromPort: 9094
ToPort: 9094
SourceSecurityGroupId: !GetAtt
- MMInstanceSecurityGroup
- GroupId
- IpProtocol: tcp
FromPort: 9092
ToPort: 9092
SourceSecurityGroupId: !GetAtt
- MMInstanceSecurityGroup
- GroupId
MM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nstanceType: m5.large
KeyName: !Ref KeyName
IamInstanceProfile: !Ref EC2InstanceProfile
AvailabilityZone: !Select
- 0
- !GetAZs
Ref: 'AWS::Region'
SubnetId: !Ref PublicSubnetOne
SecurityGroupIds:
- !GetAtt
- MMInstanceSecurityGroup
- GroupId
ImageId: !FindInMap
- RegionAMI
- !Ref 'AWS::Region'
- HVM64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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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Name
Value: MMInstance
UserData: !Base64 >
#!/bin/bash
yum update -y
yum install python3.7 -y
yum install java-1.8.0-openjdk-devel -y
yum erase awscli -y
cd /home/ec2-user
echo "export PATH=.local/bin:$PATH" >> .bash_profile
mkdir kafka
mkdir mm
cd kafka
wget https://archive.apache.org/dist/kafka/2.2.1/kafka_2.12-2.2.1.tgz
tar -xzf kafka_2.12-2.2.1.tgz
cd /home/ec2-user
wget https://bootstrap.pypa.io/get-pip.py
su -c "python3.7 get-pip.py --user" -s /bin/sh ec2-user
su -c "/home/ec2-user/.local/bin/pip3 install boto3 --user" -s /bin/sh
ec2-user
su -c "/home/ec2-user/.local/bin/pip3 install awscli --user" -s /bin/sh
ec2-user
chown -R ec2-user ./kafka
chgrp -R ec2-user ./kafka
chown -R ec2-user ./mm
chgrp -R ec2-user ./mm
EC2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ec2.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AmazonMSKFullAccess'
- 'arn:aws:iam::aws:policy/AWSCloudFormationReadOnlyAccess'
EC2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InstanceProfileName: EC2MSKCFProfile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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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EC2Role
MSKMMCluster1:
Type: 'AWS::MSK::Cluster'
Properties:
BrokerNodeGroupInfo:
ClientSubnets:
- !Ref PrivateSubnetOne
- !Ref PrivateSubnetTwo
- !Ref PrivateSubnetThree
InstanceType: kafka.m5.large
SecurityGroups:
- !GetAtt
- MSKSecurityGroup
- GroupId
StorageInfo:
EBSStorageInfo:
VolumeSize: 2000
ClusterName: MSKMMCluster1
EncryptionInfo:
EncryptionInTransit:
ClientBroker: TLS
InCluster: true
EnhancedMonitoring: PER_TOPIC_PER_BROKER
KafkaVersion: 2.2.1
NumberOfBrokerNodes: 3
MSKMMCluster2:
Type: 'AWS::MSK::Cluster'
Properties:
BrokerNodeGroupInfo:
ClientSubnets:
- !Ref PrivateSubnetOne
- !Ref PrivateSubnetTwo
- !Ref PrivateSubnetThree
InstanceType: kafka.m5.large
SecurityGroups:
- !GetAtt
- MSKSecurityGroup
- GroupId
StorageInfo:
EBSStorageInfo:
VolumeSize: 2000
ClusterName: MSKMMCluster2
EncryptionInfo:
EncryptionInTransit:
ClientBroker: TLS
InCluster: true
EnhancedMonitoring: PER_TOPIC_PER_BROKER
KafkaVersion: 2.2.1
NumberOfBrokerNodes: 3
Outputs:
VPCId:
Description: The ID of the VPC created
Value: !Ref VPC
PublicSubnetOne:
Description: The name of the public subnet created
Value: !Ref PublicSubnetOne
PrivateSubnetOne:
Description: The ID of private subnet one created
Value: !Ref PrivateSubnetOne
PrivateSubnetTwo:
Description: The ID of private subnet two created
Value: !Ref PrivateSubnetTwo
PrivateSubnetThree:
Description: The ID of private subnet three created
Value: !Ref PrivateSubnetThree
MSKSecurityGro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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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The ID of the security group created for the MSK clusters
Value: !GetAtt
- MSKSecurityGroup
- GroupId
MMEC2InstancePublicDNS:
Description: The Public DNS for the MirrorMaker EC2 instance
Value: !GetAtt
- MMEC2Instance
- PublicDnsName
MSKMMCluster1Arn:
Description: The Arn for the MSKMMCluster1 MSK cluster
Value: !Ref MSKMMCluster1
MSKMMCluster2Arn:
Description: The Arn for the MSKMMCluster2 MSK cluster
Value: !Ref MSKMMCluster2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KeyName": {
"Description": "The name of an existing EC2 KeyPair to enable SSH access to the
instance.",
"Type": "AWS::EC2::KeyPair::KeyName",
"ConstraintDescription": "Can contain only ASCII characters."
},
"SSHLocation": {
"Description": "The IP address range that can be used to SSH to the EC2
instances.",
"Type": "String",
"MinLength": "9",
"MaxLength": "18",
"Default": "0.0.0.0/0",
"AllowedPattern": "(\\d{1,3})\\.(\\d{1,3})\\.(\\d{1,3})\\.(\\d{1,3})/(\
\d{1,2})",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a valid IP CIDR range of the form x.x.x.x/x"
}
},
"Mappings": {
"SubnetConfig": {
"VPC": {
"CIDR": "10.0.0.0/16"
},
"PublicOne": {
"CIDR": "10.0.0.0/24"
},
"PrivateOne": {
"CIDR": "10.0.1.0/24"
},
"PrivateTwo": {
"CIDR": "10.0.2.0/24"
},
"PrivateThree": {
"CIDR": "10.0.3.0/24"
}
},
"RegionAMI": {
"us-east-1": {
"HVM64": "ami-0c6b1d09930fac512"
},
"us-west-2": {
"HVM64": "ami-0cb72367e98845d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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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
"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CidrBlock": {
"Fn::FindInMap": [
"SubnetConfig",
"VPC",
"CIDR"
]
},
"Tags": [
{
"Key": "Name",
"Value": "MMVPC"
}
]
}
},
"PublicSubnetOne":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AvailabilityZone": {
"Fn::Select": [
0,
{
"Fn::GetAZs": {
"Ref": "AWS::Region"
}
}
]
},
"VpcId": {
"Ref": "VPC"
},
"CidrBlock": {
"Fn::FindInMap": [
"SubnetConfig",
"PublicOne",
"CIDR"
]
},
"MapPublicIpOnLaunch": true,
"Tags": [
{
"Key": "Name",
"Value": "MMPublicSubnet"
}
]
}
},
"PrivateSubnetOne":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AvailabilityZone": {
"Fn::Select": [
0,
{
"Fn::GetAZs": {
"Ref": "AWS::Regio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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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Id": {
"Ref": "VPC"
},
"CidrBlock": {
"Fn::FindInMap": [
"SubnetConfig",
"PrivateOne",
"CIDR"
]
},
"Tags": [
{
"Key": "Name",
"Value": "MMPrivateSubnetOne"
}
]

}
},
"PrivateSubnetTwo":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AvailabilityZone": {
"Fn::Select": [
1,
{
"Fn::GetAZs": {
"Ref": "AWS::Region"
}
}
]
},
"VpcId": {
"Ref": "VPC"
},
"CidrBlock": {
"Fn::FindInMap": [
"SubnetConfig",
"PrivateTwo",
"CIDR"
]
},
"Tags": [
{
"Key": "Name",
"Value": "MMPrivateSubnetTwo"
}
]
}
},
"PrivateSubnetThree":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AvailabilityZone": {
"Fn::Select": [
2,
{
"Fn::GetAZs": {
"Ref": "AWS::Region"
}
}
]
},
"VpcId": {
"Ref": "VPC"
},
"CidrBl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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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FindInMap": [
"SubnetConfig",
"PrivateThree",
"CIDR"
]

},
"Tags": [
{
"Key": "Name",
"Value": "MMPrivateSubnetThree"
}
]

}
},
"InternetGateway": {
"Type": "AWS::EC2::InternetGateway"
},
"GatewayAttachement": {
"Type":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
"VpcId": {
"Ref": "VPC"
},
"InternetGatewayId": {
"Ref": "InternetGateway"
}
}
},
"PublicRouteTable": {
"Type": "AWS::EC2::RouteTable",
"Properties": {
"VpcId": {
"Ref": "VPC"
}
}
},
"PublicRoute": {
"Type": "AWS::EC2::Route",
"DependsOn": "GatewayAttachement",
"Properties": {
"RouteTableId": {
"Ref": "PublicRouteTable"
},
"DestinationCidrBlock": "0.0.0.0/0",
"GatewayId": {
"Ref": "InternetGateway"
}
}
},
"PublicSubnetOneRouteTableAssociation": {
"Type":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
"SubnetId": {
"Ref": "PublicSubnetOne"
},
"RouteTableId": {
"Ref": "PublicRouteTable"
}
}
},
"PrivateRouteTable": {
"Type": "AWS::EC2::RouteTable",
"Properties": {
"VpcId": {
"Ref": "V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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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vateSubnetOneRouteTableAssociation": {
"Type":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
"RouteTableId": {
"Ref": "PrivateRouteTable"
},
"SubnetId": {
"Ref": "PrivateSubnetOne"
}
}
},
"PrivateSubnetTwoRouteTableAssociation": {
"Type":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
"RouteTableId": {
"Ref": "PrivateRouteTable"
},
"SubnetId": {
"Ref": "PrivateSubnetTwo"
}
}
},
"PrivateSubnetThreeRouteTableAssociation": {
"Type": "AWS::EC2::SubnetRouteTableAssociation",
"Properties": {
"RouteTableId": {
"Ref": "PrivateRouteTable"
},
"SubnetId": {
"Ref": "PrivateSubnetThree"
}
}
},
"MMInstance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Enable SSH access via port 22",
"VpcId": {
"Ref": "VPC"
},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tcp",
"FromPort": 22,
"ToPort": 22,
"CidrIp": {
"Ref": "SSHLocation"
}
}
]
}
},
"MSK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Enable SSH access via port 22",
"VpcId": {
"Ref": "VPC"
},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tcp",
"FromPort": 2181,
"ToPort": 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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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SourceSecurityGroupId": {
"Fn::GetAtt": [
"MMInstanceSecurityGroup",
"GroupId"
]
}
"IpProtocol": "tcp",
"FromPort": 9094,
"ToPort": 9094,
"SourceSecurityGroupId": {
"Fn::GetAtt": [
"MMInstanceSecurityGroup",
"GroupId"
]
}
"IpProtocol": "tcp",
"FromPort": 9092,
"ToPort": 9092,
"SourceSecurityGroupId": {
"Fn::GetAtt": [
"MMInstanceSecurityGroup",
"GroupId"
]
}

}
},
"MMEC2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
"InstanceType": "m5.large",
"KeyName": {
"Ref": "KeyName"
},
"IamInstanceProfile": {
"Ref": "EC2InstanceProfile"
},
"AvailabilityZone": {
"Fn::Select": [
0,
{
"Fn::GetAZs": {
"Ref": "AWS::Region"
}
}
]
},
"SubnetId": {
"Ref": "PublicSubnetOne"
},
"SecurityGroupIds": [
{
"Fn::GetAtt": [
"MMInstanceSecurityGroup",
"GroupId"
]
}
],
"ImageId": {
"Fn::FindInMap": [
"Region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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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AWS::Region"
},
"HVM64"

]
},
"Tags": [
{
"Key": "Name",
"Value": "MMInstance"
}
],
"UserData": {
"Fn::Base64": "#!/bin/bash\nyum update -y \nyum install python3.7
-y\nyum install java-1.8.0-openjdk-devel -y\nyum erase awscli -y\ncd /home/ec2-user
\necho \"export PATH=.local/bin:$PATH\" >> .bash_profile\nmkdir kafka\nmkdir mm\ncd
kafka\nwget https://archive.apache.org/dist/kafka/2.2.1/kafka_2.12-2.2.1.tgz\ntar -xzf
kafka_2.12-2.2.1.tgz\ncd /home/ec2-user\nwget https://bootstrap.pypa.io/get-pip.py\nsu
-c \"python3.7 get-pip.py --user\" -s /bin/sh ec2-user\nsu -c \"/home/ec2-user/.local/
bin/pip3 install boto3 --user\" -s /bin/sh ec2-user\nsu -c \"/home/ec2-user/.local/bin/
pip3 install awscli --user\" -s /bin/sh ec2-user\nchown -R ec2-user ./kafka\nchgrp -R ec2user ./kafka\nchown -R ec2-user ./mm\nchgrp -R ec2-user ./mm\n"
}
}
},
"EC2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ec2.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AmazonMSKFullAccess",
"arn:aws:iam::aws:policy/AWSCloudFormationReadOnlyAccess"
]
}
},
"EC2InstanceProfile": {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InstanceProfileName": "EC2MSKCFProfile",
"Roles": [
{
"Ref": "EC2Role"
}
]
}
},
"MSKMMCluster1": {
"Type": "AWS::MSK::Cluster",
"Properties": {
"BrokerNodeGroupInfo": {
"ClientSubnets": [
{
"Ref": "PrivateSubne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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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Ref": "PrivateSubnetTwo"
"Ref": "PrivateSubnetThree"

],
"InstanceType": "kafka.m5.large",
"SecurityGroups": [
{
"Fn::GetAtt": [
"MSKSecurityGroup",
"GroupId"
]
}
],
"StorageInfo": {
"EBSStorageInfo": {
"VolumeSize": 2000
}
}

},
"ClusterName": "MSKMMCluster1",
"EncryptionInfo": {
"EncryptionInTransit": {
"ClientBroker": "TLS",
"InCluster": true
}
},
"EnhancedMonitoring": "PER_TOPIC_PER_BROKER",
"KafkaVersion": "2.2.1",
"NumberOfBrokerNodes": 3

}
},
"MSKMMCluster2": {
"Type": "AWS::MSK::Cluster",
"Properties": {
"BrokerNodeGroupInfo": {
"ClientSubnets": [
{
"Ref": "PrivateSubnetOne"
},
{
"Ref": "PrivateSubnetTwo"
},
{
"Ref": "PrivateSubnetThree"
}
],
"InstanceType": "kafka.m5.large",
"SecurityGroups": [
{
"Fn::GetAtt": [
"MSKSecurityGroup",
"GroupId"
]
}
],
"StorageInfo": {
"EBSStorageInfo": {
"VolumeSize": 2000
}
}
},
"ClusterName": "MSKMMClust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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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cryptionInfo": {
"EncryptionInTransit": {
"ClientBroker": "TLS",
"InCluster": true
}
},
"EnhancedMonitoring": "PER_TOPIC_PER_BROKER",
"KafkaVersion": "2.2.1",
"NumberOfBrokerNodes": 3

},
"Outputs": {
"VPCId": {
"Description": "The ID of the VPC created",
"Value": {
"Ref": "VPC"
}
},
"PublicSubnetOne": {
"Description": "The name of the public subnet created",
"Value": {
"Ref": "PublicSubnetOne"
}
},
"PrivateSubnetOne": {
"Description": "The ID of private subnet one created",
"Value": {
"Ref": "PrivateSubnetOne"
}
},
"PrivateSubnetTwo": {
"Description": "The ID of private subnet two created",
"Value": {
"Ref": "PrivateSubnetTwo"
}
},
"PrivateSubnetThree": {
"Description": "The ID of private subnet three created",
"Value": {
"Ref": "PrivateSubnetThree"
}
},
"MSKSecurityGroupID": {
"Description": "The ID of the security group created for the MSK clusters",
"Value": {
"Fn::GetAtt": [
"MSKSecurityGroup",
"GroupId"
]
}
},
"MMEC2InstancePublicDNS": {
"Description": "The Public DNS for the MirrorMaker EC2 instance",
"Value": {
"Fn::GetAtt": [
"MMEC2Instance",
"PublicDnsName"
]
}
},
"MSKMMCluster1Arn": {
"Description": "The Arn for the MSKMMCluster1 MSK cluster",
"Value": {
"Ref": "MSKMMCluste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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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SKMMCluster2Arn": {
"Description": "The Arn for the MSKMMCluster2 MSK cluster",
"Value": {
"Ref": "MSKMMCluster2"
}
}

AWS::MSK::Cluster BrokerLogs
브로커 로그를 다른 대상 유형으로 전송하도록 MSK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은 이러한 대상
의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oudWatchLogs" : CloudWatchLogs (p. 4896),
"Firehose" : Firehose (p. 4900),
"S3" : S3 (p. 4904)

YAML
CloudWatchLogs:
CloudWatchLogs (p. 4896)
Firehose:
Firehose (p. 4900)
S3:
S3 (p. 4904)

Properties
CloudWatchLogs
브로커 로그의 CloudWatch Logs 대상 세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oudWatchLogs (p. 48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rehose
브로커 로그의 대상인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세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irehose (p. 49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
브로커 로그의 Amazon S3 대상 세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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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S3 (p. 490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SK::Cluster BrokerNodeGroupInfo
클러스터에서 브로커에 사용될 설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rokerAZDistribution" : String,
"ClientSubnets" : [ String, ... ],
"InstanceType" : String,
"SecurityGroups" : [ String, ... ],
"StorageInfo" : StorageInfo (p. 4906)

YAML
BrokerAZDistribution: String
ClientSubnets:
- String
InstanceType: String
SecurityGroups:
- String
StorageInfo:
StorageInfo (p. 4906)

Properties
BrokerAZDistribution
이 파라미터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lientSubnets
클라이언트 virtual private cloud(VPC)에서 연결할 서브넷 목록입니다. Amazon은 이러한 서브넷 내에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고 소비합니다.
미국 서부(캘리포니아 북부) 리전을 사용하는 경우 정확히 두 개의 서브넷을 지정합니다. Amazon MSK
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리전의 경우, 두 개 또는 세 개의 서브넷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는 서브넷
은 별개의 가용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Amazon MSK는 사용자가 지정한 서브넷
에 브로커 노드를 고르게 배포합니다.
클라이언트 서브넷은 가용 영역 us-east-1e에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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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MSK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Type
브로커에 사용할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다음 인스턴스 유형이 허용됩니다.
kafka.m5.large, kafka.m5.xlarge, kafka.m5.2xlarge, kafka.m5.4xlarge, kafka.m5.8xlarge,
kafka.m5.12xlarge, kafka.m5.16xlarge, and kafka.m5.24xlarg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s
Amazon MSK 클러스터에 연결하고 통신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기 위해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에 연결할 보안 그룹입니다. 보안 그룹을 지정하지 않으면 Amazon MSK는 VPC와 연결된 기본 보안 그
룹을 사용합니다. 사용자와 공유된 보안 그룹을 지정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보안 그룹에 대한 권한이 있
어야 합니다. 특히, ec2:DescribeSecurityGroups 권한이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orageInfo
MSK 브로커 노드에 연결된 스토리지 볼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orageInfo (p. 490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MSK::Cluster ClientAuthentication
클라이언트 인증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asl" : Sasl (p. 4905),
"Tls" : Tls (p. 4907)

YAML
Sasl:
Sasl (p. 4905)
T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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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Sasl
SASL을 사용한 ClientAuthentication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asl (p. 490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ls
TLS를 사용한 클라이언트 인증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ls (p. 490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MSK::Cluster CloudWatchLogs
브로커 로그의 CloudWatch Logs 대상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LogGroup" : String

YAML
Enabled: Boolean
LogGroup: String

Properties
Enabled
브로커 로그를 지정된 CloudWatch Logs 대상으로 전송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roup
브로커 로그의 대상인 CloudWatch Logs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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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SK::Cluster ConfigurationInfo
브로커에 사용할 Amazon MSK 구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Revision" : Integer

YAML
Arn: String
Revision: Integer

Properties
Arn
사용할 MSK 구성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 arn:aws:kafka:useast-1:123456789012:configuration/example-configuration-name/abcdabcd-1234abcd-1234-abcd123e8e8e-1.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vision
사용할 Amazon MSK 구성의 개정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SK::Cluster EBSStorageInfo
브로커에 연결된 EBS 스토리지 볼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489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MSK

JSON
{
}

"VolumeSize" : Integer

YAML
VolumeSize: Integer

Properties
VolumeSize
각 브로커 노드의 데이터 드라이브에 대한 EBS 볼륨의 크기(GiB)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MSK::Cluster EncryptionAtRest
데이터 볼륨 암호화 세부 사항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VolumeKMSKeyId" : String

YAML
DataVolumeKMSKeyId: String

Properties
DataVolumeKMSKeyId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Amazon KMS 키의 ARN입니다. KMS 키를 지정하지 않으면 MSK가
자동으로 키를 생성하고 사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MSK::Cluster EncryptionInfo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Amazon KMS 키, MSK가 전송 중인 데이터를 암호화하도록 할지
여부 등, 암호화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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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cryptionAtRest" : EncryptionAtRest (p. 4898),
"EncryptionInTransit" : EncryptionInTransit (p. 4899)

YAML
EncryptionAtRest:
EncryptionAtRest (p. 4898)
EncryptionInTransit:
EncryptionInTransit (p. 4899)

Properties
EncryptionAtRest
데이터 볼륨 암호화 세부 사항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cryptionAtRest (p. 489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cryptionInTransit
전송 중 암호화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cryptionInTransit (p. 489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MSK::Cluster EncryptionInTransit
전송 중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ientBroker" : String,
"InCluster" : Boolean

YAML
ClientBroker: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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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ster: Boolean

Properties
ClientBroker
클라이언트와 브로커 사이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암호화 설정을 나타냅니다. 사용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
습니다.
• TLS는 클라이언트-브로커 통신이 TLS에서만 활성화됨을 의미합니다.
• TLS_PLAINTEXT 클라이언트-브로커 통신이 TLS 암호화와 일반 텍스트 데이터 모두에 활성화됨을
의미합니다.
• PLAINTEXT는 클라이언트-브로커 통신이 일반 텍스트에서만 활성화됨을 의미합니다.
기본 값은 TLS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Cluster
true로 설정되면 클러스터의 브로커 노드 간 데이터 통신이 암호화됨을 나타냅니다. false로 설정하면 통
신이 일반 텍스트로 이루어집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MSK::Cluster Firehose
브로커 로그의 대상인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liveryStream" : String,
"Enabled" : Boolean

YAML
DeliveryStream: String
Enabled: Boolean

Properties
DeliveryStream
브로커 로그의 대상인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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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브로커 로그를 지정된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으로 전송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SK::Cluster Iam
IAM 액세스 제어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YAML
Enabled: Boolean

Properties
Enabled
IAM 액세스 제어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MSK::Cluster JmxExporter
JMX Exporter를 활성화할지 또는 비활성화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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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bledInBroker" : Boolean

YAML
EnabledInBroker: Boolean

Properties
EnabledInBroker
JMX Exporter를 활성화할지 또는 비활성화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SK::Cluster LoggingInfo
브로커 로그를 다른 대상 유형으로 전송하도록 MSK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브로커 로그와 관련
된 구성 세부 사항에 대한 컨테이너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rokerLogs" : BrokerLogs (p. 4893)

YAML
BrokerLogs:
BrokerLogs (p. 4893)

Properties
BrokerLogs
브로커 로그를 다른 대상 유형으로 전송하도록 MSK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은 이러한
대상의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BrokerLogs (p. 48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SK::Cluster NodeExporter
Node Exporter를 활성화할지 또는 비활성화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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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InBroker" : Boolean

YAML
EnabledInBroker: Boolean

Properties
EnabledInBroker
Node Exporter를 활성화할지 또는 비활성화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SK::Cluster OpenMonitoring
MSK 클러스터에 대한 JMX 및 노드 모니터링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ometheus" : Prometheus (p. 4904)

YAML
Prometheus:
Prometheus (p. 4904)

Properties
Prometheus
Prometheus 익스포터 설정입니다.
Required: 예
Type: Prometheus (p. 490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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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MSK::Cluster Prometheus
개방형 모니터링을 위한 Prometheus 설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JmxExporter" : JmxExporter (p. 4901),
"NodeExporter" : NodeExporter (p. 4902)

YAML
JmxExporter:
JmxExporter (p. 4901)
NodeExporter:
NodeExporter (p. 4902)

Properties
JmxExporter
JMX Exporter를 활성화할지 또는 비활성화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mxExporter (p. 49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deExporter
Node Exporter를 활성화할지 또는 비활성화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odeExporter (p. 49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SK::Cluster S3
브로커 로그의 Amazon S3 대상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Bucket" : String,
"Enabled" : Boolean,
"Prefix"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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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Bucket: String
Enabled: Boolean
Prefix: String

Properties
Bucket
브로커 로그의 대상인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브로커 로그를 지정된 Amazon S3 대상으로 전송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브로커 로그의 대상인 S3 접두사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SK::Cluster Sasl
SASL을 사용한 클라이언트 인증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am" : Iam (p. 4901),
"Scram" : Scram (p. 4906)

YAML
Iam:
Iam (p. 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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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am:
Scram (p. 4906)

Properties
Iam
IAM 액세스 제어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am (p. 490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cram
SASL/SCRAM 클라이언트 인증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ram (p. 490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MSK::Cluster Scram
SASL/SCRAM 클라이언트 인증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YAML
Enabled: Boolean

Properties
Enabled
SASL/SCRAM 인증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MSK::Cluster StorageInfo
MSK 브로커 노드에 연결된 스토리지 볼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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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BSStorageInfo" : EBSStorageInfo (p. 4897)

YAML
EBSStorageInfo:
EBSStorageInfo (p. 4897)

Properties
EBSStorageInfo
EBS 볼륨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BSStorageInfo (p. 489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MSK::Cluster Tls
TLS를 사용한 클라이언트 인증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AuthorityArnList" : [ String, ... ]

YAML
CertificateAuthorityArnList:
-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List
ACM 인증 기관 ARN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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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Amazon Managed Workflows for Apache Airflow 리소
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MWAA::Environment (p. 4908)

AWS::MWAA::Environment
AWS::MWAA::Environment 리소스는 Amazon Managed Workflows for Apache Airflow(MWAA) 환경을 생
성합니다.
주제
• 구문 (p. 4908)
• Properties (p. 4909)
• 반환 값 (p. 4913)
• 예제 (p. 4913)
• AWS::MWAA::Environment LoggingConfiguration (p. 4915)
• AWS::MWAA::Environment ModuleLoggingConfiguration (p. 4916)
• AWS::MWAA::Environment NetworkConfiguration (p. 4917)
• AWS::MWAA::Environment TagMap (p. 4918)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MWAA::Environment",
"Properties" : {
"AirflowConfigurationOptions" : Json,
"AirflowVersion" : String,
"DagS3Path" : String,
"EnvironmentClass" : String,
"ExecutionRoleArn" : String,
"KmsKey" : String,
"LoggingConfiguration" : LoggingConfiguration (p. 4915),
"MaxWorkers" : Integer,
"MinWorkers" : Integer,
"Name" : String,
"NetworkConfiguration" : NetworkConfiguration (p. 4917),
"PluginsS3ObjectVersion" : String,
"PluginsS3Path" : String,
"RequirementsS3ObjectVersion" : String,
"RequirementsS3Path" : String,
"Schedulers" : Integer,
"SourceBucketArn" : String,
"Tags" : TagMap (p. 4918),
"WebserverAccessMode" : String,
"WeeklyMaintenanceWindowStart" :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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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AWS::MWAA::Environment
Properties:
AirflowConfigurationOptions: Json
AirflowVersion: String
DagS3Path: String
EnvironmentClass: String
ExecutionRoleArn: String
KmsKey: String
LoggingConfiguration:
LoggingConfiguration (p. 4915)
MaxWorkers: Integer
MinWorkers: Integer
Name: String
NetworkConfiguration:
NetworkConfiguration (p. 4917)
PluginsS3ObjectVersion: String
PluginsS3Path: String
RequirementsS3ObjectVersion: String
RequirementsS3Path: String
Schedulers: Integer
SourceBucketArn: String
Tags:
TagMap (p. 4918)
WebserverAccessMode: String
WeeklyMaintenanceWindowStart: String

Properties
AirflowConfigurationOptions
환경에 대한 Airflow 구성 옵션이 포함된 키-값 페어의 목록입니다. 예: core.default_timezone:
utc. 자세한 내용은 Apache Airflow 구성 옵션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irflowVersion
환경에 사용할 Apache Airflow의 버전입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최신 버전이 사용됩니
다. 유효한 값: 2.0.2, 1.10.12.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gS3Path
Amazon S3 버킷의 DAG 폴더에 대한 상대 경로입니다. 예: dags. 자세한 내용은 DAG 추가 또는 업데이
트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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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vironmentClass
환경 클래스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 mw1.small, mw1.medium, mw1.large. 자세한 내용은 Amazon
MWAA 환경 클래스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ecutionRoleArn
MWAA에서 사용자 환경의 AWS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하는 IAM 실행 역할의 Amazon 리소
스 이름(ARN)입니다. 예: arn:aws:iam::123456789:role/my-execution-role. 자세한 내용은
Amazon MWAA 실행 역할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Key
환경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기 위한 AWS Key Management Service(KMS) 키입니다. MWAA
에서 관리하는 AWS KMS 키 또는 고객 관리형 KMS 키(고급)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ggingConfiguration
CloudWatch Logs로 전송할 Apache Airflow 로그입니다(DagProcessingLogs, SchedulerLogs,
TaskLogs, WebserverLogs, WorkerLogs).
Required: 아니요
Type: LoggingConfiguration (p. 491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Workers
사용자 환경에서 실행할 최대 작업자 수입니다. MWAA는 MaxWorkers 필드에 지정된 수까지 Apache
Airflow 작업자의 수를 조정합니다. 예: 20. 실행 중인 태스크가 없고 대기열에 더 이상 없는 경우 MWAA
는 환경에 포함된 작업자 1개 또는 MinWorkers에 지정된 수의 작업자를 남기고 나머지 작업자를 폐기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Workers
사용자 환경에서 실행할 최소 작업자 수입니다. MWAA는 MaxWorkers 필드에 지정된 수까지 Apache
Airflow 작업자의 수를 조정합니다. 실행 중인 작업이 없고 대기열에 더 이상 없는 경우 MWAA는
MinWorkers 필드에 지정된 작업자 수를 초과하는 추가 작업자를 폐기합니다. 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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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Amazon MWAA 환경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etworkConfiguration
환경에 있는 AWS 리소스 간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호하고 사용하는 데 사용되는 VPC 네트워킹 구성
요소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Amazon MWAA에서의 네트워킹 정보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NetworkConfiguration (p. 49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luginsS3ObjectVersion
Amazon S3 버킷에 있는 plugins.zip 파일의 버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플러그 인 설치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luginsS3Path
Amazon S3 버킷의 plugins.zip 파일에 대한 상대 경로입니다. 예: plugins.zip. 자세한 내용은 사
용자 지정 플러그 인 설치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irementsS3ObjectVersion
Amazon S3 버킷에 있는 requirements.txt 파일의 버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ython 종속성 설치를 참
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irementsS3Path
Amazon S3 버킷의 requirements.txt 파일에 대한 상대 경로입니다. 예: requirements.txt. 자
세한 내용은 Python 종속성 설치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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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rs
환경에서 실행할 스케줄러 수입니다. 유효한 값:
• v2.0.2 - 2와 5 사이의 값이 허용됩니다. 기본값은 2입니다.
• v1.10.12 - 1이 허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BucketArn
DAG 코드 및 지원 파일이 저장되는 Amazon S3 버킷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
arn:aws:s3:::my-airflow-bucket-unique-name. 자세히 알아보려면 Amazon MWAA에 대한
Amazon S3 버킷 생성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사용자 환경에 연결된 키-값 태그 페어입니다. 예: "Environment": "Staging". 자세히 알아보려면
태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TagMap (p. 491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bserverAccessMode
Apache Airflow 웹 서버 액세스 모드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Apache Airflow 액세스 모드를 참조하세
요. 유효한 값: PRIVATE_ONLY 또는 PUBLIC_ONLY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eklyMaintenanceWindowStart
환경의 주간 유지 관리 업데이트를 시작할 요일 및 시간을 DAY:HH:MM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예:
TUE:03:30. 시작 시간은 30분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입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MON|TUE|WED|THU|FRI|SAT|SUN:([01]\\d|2[0-3]):(00|30)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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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환경 세부 정보를 반환합니다.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Amazon MWAA 환경의 ARN입니다.
LoggingConfiguration.DagProcessingLogs.CloudWatchLogGroupArn
Apache Airflow DAG 처리 로그가 게시되는 CloudWatch Logs 그룹의 ARN입니다.
LoggingConfiguration.SchedulerLogs.CloudWatchLogGroupArn
Apache Airflow 스케줄러 로그가 게시되는 CloudWatch Logs 그룹의 ARN입니다.
LoggingConfiguration.TaskLogs.CloudWatchLogGroupArn
Apache Airflow 태스크 로그가 게시되는 CloudWatch Logs 그룹의 ARN입니다.
LoggingConfiguration.WebserverLogs.CloudWatchLogGroupArn
Apache Airflow 웹 서버 로그가 게시되는 CloudWatch Logs 그룹의 ARN입니다.
LoggingConfiguration.WorkerLogs.CloudWatchLogGroupArn
Apache Airflow 작업자 로그가 게시되는 CloudWatch Logs 그룹의 ARN입니다.
WebserverUrl
Apache Airflow UI의 URL입니다.

예제
MWAA 환경 생성 - JSON
다음 예제에서는 MWAA 환경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

"Environment": {
"Type": "AWS::MWAA::Environment",
"Properties": {
"Name": "my-airflow-environment",
"AirflowConfigurationOptions": {
"logging.logging_level": "INFO",
"core.default_timezone": "utc"
},
"Tags": {
"Environment": "Staging",
"Team": "Analyt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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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Configuration": {
"SubnetIds": [
"subnet-123456",
"subnet-789011"
],
"SecurityGroupIds": [
"sg-0101010"
]
},
"LoggingConfiguration": {
"DagProcessingLogs": {
"Enabled": true,
"LogLevel": "INFO"
},
"SchedulerLogs": {
"Enabled": false,
"LogLevel": "INFO"
},
"TaskLogs": {
"Enabled": true,
"LogLevel": "INFO"
},
"WebserverLogs": {
"Enabled": false,
"LogLevel": "INFO"
},
"WorkerLogs": {
"Enabled": false,
"LogLevel": "INFO"
}
},
"SourceBucketArn": "arn:aws:s3:::my-dags-bucket",
"ExecutionRoleArn": "arn:aws:iam::012345678900:role/service-role/my-execution-

role",

}

}

}

"MaxWorkers": 1,
"DagS3Path": "dags",
"EnvironmentClass": "mw1.small"

MWAA 환경 생성 - YAML
다음 예제에서는 MWAA 환경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YAML
Environment:
Properties:
AirflowConfigurationOptions:
core.default_timezone: utc
logging.logging_level: INFO
DagS3Path: dags
EnvironmentClass: mw1.small
ExecutionRoleArn: "arn:aws:iam::012345678900:role/service-role/my-execution-role"
LoggingConfiguration:
DagProcessingLogs:
Enabled: true
LogLevel: INFO
SchedulerLogs:
Enabled: false
LogLevel: INFO
TaskLogs:
Enabled: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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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Level: INFO
WebserverLogs:
Enabled: false
LogLevel: INFO
WorkerLogs:
Enabled: false
LogLevel: INFO
MaxWorkers: 1
Name: my-airflow-environment
NetworkConfiguration:
SecurityGroupIds:
- sg-0101010
SubnetIds:
- subnet-123456
- subnet-789011
SourceBucketArn: "arn:aws:s3:::my-dags-bucket"
Tags:
Environment: Staging
Team: Analytics
Type: "AWS::MWAA::Environment"

AWS::MWAA::Environment LoggingConfiguration
CloudWatch Logs로 전송할 Apache Airflow 로그의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gProcessingLogs" : ModuleLoggingConfiguration (p. 4916),
"SchedulerLogs" : ModuleLoggingConfiguration (p. 4916),
"TaskLogs" : ModuleLoggingConfiguration (p. 4916),
"WebserverLogs" : ModuleLoggingConfiguration (p. 4916),
"WorkerLogs" : ModuleLoggingConfiguration (p. 4916)

YAML
DagProcessingLogs:
ModuleLoggingConfiguration
SchedulerLogs:
ModuleLoggingConfiguration
TaskLogs:
ModuleLoggingConfiguration
WebserverLogs:
ModuleLoggingConfiguration
WorkerLogs:
ModuleLoggingConfiguration

(p. 4916)
(p. 4916)
(p. 4916)
(p. 4916)
(p. 4916)

Properties
DagProcessingLogs
CloudWatch Logs로 전송되는 처리 로그와 전송할 로깅 수준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oduleLoggingConfiguration (p. 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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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rLogs
CloudWatch Logs로 전송되는 스케줄러 로그와 전송할 로깅 수준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oduleLoggingConfiguration (p. 49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skLogs
CloudWatch Logs로 전송되는 태스크 로그와 전송할 로깅 수준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oduleLoggingConfiguration (p. 49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bserverLogs
CloudWatch Logs로 전송되는 웹 서버 로그와 전송할 로깅 수준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oduleLoggingConfiguration (p. 49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orkerLogs
CloudWatch Logs로 전송되는 작업자 로그와 전송할 로깅 수준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oduleLoggingConfiguration (p. 49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WAA::Environment ModuleLoggingConfiguration
Apache Airflow 로그 유형에 대해 전송할 로그 유형을 정의합니다(예: DagProcessingLogs).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oudWatchLogGroupArn" : String,
"Enabled" : Boolean,
"LogLevel" : String

YAML
CloudWatchLogGroup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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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ed: Boolean
LogLevel: String

Properties
CloudWatchLogGroup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CloudWatch Logs에서 Apache Airflow 로그 유형(예:DagProcessingLogs)을 사용할지 여부를 나타냅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Level
로그 유형(예: DagProcessingLogs)에 대해 CloudWatch Logs로 전송할 Apache Airflow 로그를 정의
합니다. 유효한 값: CRITICAL, ERROR, WARNING, INFO.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MWAA::Environment NetworkConfiguration
환경에 있는 AWS 리소스 간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호하고 사용하는 데 사용되는 VPC 네트워킹 구성 요소
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Amazon MWAA에서의 네트워킹 정보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Ids" : [ String, ... ]

YAML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Id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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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SecurityGroupIds
하나 이상의 보안 그룹 ID의 목록입니다. 최대 5개의 보안 그룹 ID를 허용합니다. 보안 그룹은 서브넷과
동일한 VPC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Amazon MWAA의 VPC 보안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s
서브넷 ID의 목록입니다. 환경을 생성하려면 필수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가용 영역에 있는 프라이빗 서브
넷이어야 합니다. 서브넷은 보안 그룹과 동일한 VPC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Amazon
MWAA에서의 네트워킹 정보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MWAA::Environment TagMap
환경에 연결할 키-값 태그 페어입니다. 예: "Environment": "Staging". 자세히 알아보려면 태깅을 참조
하세요.

Amazon Neptun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Neptune::DBCluster (p. 4918)
• AWS::Neptune::DBClusterParameterGroup (p. 4925)
• AWS::Neptune::DBInstance (p. 4927)
• AWS::Neptune::DBParameterGroup (p. 4931)
• AWS::Neptune::DBSubnetGroup (p. 4932)

AWS::Neptune::DBCluster
AWS::Neptune::DBCluster 리소스는 Amazon Neptune DB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Neptune은 종합 관
리형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Note
현재는 Amazon Neptune에서 지원하는 AWS 리전에서만 이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WS::Neptune::DBCluster 리소스에 대해 DeletionPolicy가 설정되지 않는 경우 기본 삭제 방식은
스냅샷 없이 전체 볼륨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 볼륨의 백업을 보존하려면 DeletionPolicy가 Snapshot으
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를 삭제하는 방법은 DeletionPolicy 속성을 참조하
십시오.
AWS::Neptune::DBCluster.DeletionProtection을 사용하여 의도하지 않은 DB 클러스터 삭제를 방
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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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Neptune::DBCluster",
"Properties" : {
"AssociatedRoles" : [ DBClusterRole (p. 4924), ... ],
"AvailabilityZones" : [ String, ... ],
"BackupRetentionPeriod" : Integer,
"DBClusterIdentifier" : String,
"DBClusterParameterGroupName" : String,
"DBSubnetGroupName" : String,
"DeletionProtection" : Boolean,
"EnableCloudwatchLogsExports" : [ String, ... ],
"EngineVersion" : String,
"IamAuthEnabled" : Boolean,
"KmsKeyId" : String,
"Port" : Integer,
"PreferredBackupWindow" : String,
"PreferredMaintenanceWindow" : String,
"RestoreToTime" : String,
"RestoreType" : String,
"SnapshotIdentifier" : String,
"SourceDBClusterIdentifier" : String,
"StorageEncrypted" : Boolean,
"Tags" : [ Tag, ... ],
"UseLatestRestorableTime" : Boolean,
"VpcSecurityGroupIds" : [ String, ... ]
}

YAML
Type: AWS::Neptune::DBCluster
Properties:
AssociatedRoles:
- DBClusterRole (p. 4924)
AvailabilityZones:
- String
BackupRetentionPeriod: Integer
DBClusterIdentifier: String
DBClusterParameterGroupName: String
DBSubnetGroupName: String
DeletionProtection: Boolean
EnableCloudwatchLogsExports:
- String
EngineVersion: String
IamAuthEnabled: Boolean
KmsKeyId: String
Port: Integer
PreferredBackupWindow: String
PreferredMaintenanceWindow: String
RestoreToTime: String
RestoreType: String
SnapshotIdentifier: String
SourceDBClusterIdentifier: String
StorageEncrypted: Boolean
Tags:
- Tag
UseLatestRestorableTime: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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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SecurityGroupIds:
- String

Properties
AssociatedRoles
DB 클러스터와 연결되어 있는 Amazon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의 목록을 제공합니
다. DB 클러스터와 연결된 IAM 역할은 사용자 대신 다른 Amazon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DB 클러
스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BClusterRole (p. 492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vailabilityZones
DB 클러스터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 EC2 가용 영역 목록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ackupRetentionPeriod
자동 DB 스냅샷이 보관되는 일수를 지정합니다.
업데이트에 일부 중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Neptune 사용 설명서에서
ModifyDBInstance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BClusterIdentifier
사용자가 제공한 DB 클러스터 식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식별자는 DB 클러스터를 식별하는 고유
한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BClusterParameterGroupName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의 이름을 제공합니다.
업데이트에 일부 중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Neptune 사용 설명서에서
ModifyDBInstance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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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ubnetGroupName
이름, 설명, 그리고 서브넷 그룹 내의 서브넷 등 DB 클러스터와 연결된 서브넷 그룹에 대한 정보를 지정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letionProtection
DB 클러스터의 삭제 방지 기능 활성화 여부를 나타냅니다. 삭제 방지 기능이 활성화되면 데이터베이스
가 삭제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CloudwatchLogsExports
CloudWatch Logs로 내보내기가 사용된 로그 유형의 목록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gineVersion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버전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amAuthEnabled
Amazon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계정을 데이터베이스 계정에 매핑하도록 되어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KeyId
StorageEncrypted가 참인 경우, 암호화된 DB 클러스터의 Amazon KMS 키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rt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수신 대기하는 포트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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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erredBackupWindow
자동 백업이 활성화된 경우 자동 백업이 생성되는 일일 시간 범위를 나타내며,
BackupRetentionPeriod 속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업데이트에 일부 중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erredMaintenanceWindow
시스템 유지 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주 단위 기간(UTC, 협정 세계시)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toreToTime
DB 스냅샷 또는 DB 클러스터 스냅샷에서 새 DB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DB 스냅샷을 지정하는 경우, 기본 구성과 기본 보안 그룹으로 원본 DB 스냅샷에서 대상 DB 클러스터가
생성됩니다.
DB 클러스터 스냅샷을 지정하는 경우, 원래의 원본 DB 클러스터와 동일한 구성으로 원본 DB 클러스터
의 복원 지점에서 대상 DB 클러스터가 생성됩니다. 단, 새 DB 클러스터가 기본 보안 그룹으로 생성된 경
우는 예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toreType
DB 스냅샷 또는 DB 클러스터 스냅샷에서 새 DB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DB 스냅샷을 지정하는 경우, 기본 구성과 기본 보안 그룹으로 원본 DB 스냅샷에서 대상 DB 클러스터가
생성됩니다.
DB 클러스터 스냅샷을 지정하는 경우, 원래의 원본 DB 클러스터와 동일한 구성으로 원본 DB 클러스터
의 복원 지점에서 대상 DB 클러스터가 생성됩니다. 단, 새 DB 클러스터가 기본 보안 그룹으로 생성된 경
우는 예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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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shotIdentifier
DB 클러스터 스냅샷의 식별자를 지정합니다. 기존 스냅샷의 식별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SnapshotIdentifier를 사용하여 DB 클러스터를 복원한 후에는 DB 클러스터에 대한 향후 업데이트
시 동일한 SnapshotIdentifier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속성을 업데이트에 지정할 경우 DB 클러스터
가 스냅샷에서 다시 복원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SnapshotIdentifier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빈 DB 클러스터가 생성되고 원래 DB
클러스터가 삭제됩니다. 이전 스냅샷 복원 속성과 다른 속성을 지정할 경우 DB 클러스터가
SnapshotIdentifier에서 지정한 스냅샷에서 복원되고 원래 DB 클러스터는 삭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DBClusterIdentifier
DB 스냅샷 또는 DB 클러스터 스냅샷에서 새 DB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DB 스냅샷을 지정하는 경우, 기본 구성과 기본 보안 그룹으로 원본 DB 스냅샷에서 대상 DB 클러스터가
생성됩니다.
DB 클러스터 스냅샷을 지정하는 경우, 원래의 원본 DB 클러스터와 동일한 구성으로 원본 DB 클러스터
의 복원 지점에서 대상 DB 클러스터가 생성됩니다. 단, 새 DB 클러스터가 기본 보안 그룹으로 생성된 경
우는 예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orageEncrypted
DB 클러스터의 암호화 여부를 나타냅니다.
DBClusterIdentifier, DBSnapshotIdentifier 또는 SourceDBInstanceIdentifier 속성을
지정한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값이 클러스터, 스냅샷 또는 원본 DB 인스턴스에서 상속됩니
다. KmsKeyId 속성을 지정한 경우 암호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KmsKeyId를 지정한 경우 StorageEncrypted를 true로 설정하여 암호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이 클러스터에 할당된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LatestRestorableTime
DB 스냅샷 또는 DB 클러스터 스냅샷에서 새 DB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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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스냅샷을 지정하는 경우, 기본 구성과 기본 보안 그룹으로 원본 DB 스냅샷에서 대상 DB 클러스터가
생성됩니다.
DB 클러스터 스냅샷을 지정하는 경우, 원래의 원본 DB 클러스터와 동일한 구성으로 원본 DB 클러스터
의 복원 지점에서 대상 DB 클러스터가 생성됩니다. 단, 새 DB 클러스터가 기본 보안 그룹으로 생성된 경
우는 예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cSecurityGroupIds
DB 클러스터가 속해 있는 VPC 보안 그룹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lusterResourceId
DB 클러스터에 대한 리소스 ID입니다. 예: cluster-ABCD1234EFGH5678IJKL90MNOP. 클러스터 ID
는 클러스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며, IAM 인증 정책 등에 사용됩니다.
Endpoint
DB 클러스터에 대한 연결 엔드포인트입니다. 예: mystackmydbcluster-1apw1j4phylrk.cg034hpkmmjt.us-east-2.rds.amazonaws.com
Port
DB 클러스터가 연결을 허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예: 8182.
ReadEndpoint
DB 클러스터에 대한 리더 엔드포인트입니다. 예: mystack-mydbclusterro-1apw1j4phylrk.cg034hpkmmjt.us-east-2.rds.amazonaws.com

AWS::Neptune::DBCluster DBClusterRole
DB 클러스터와 연결되어 있는 Amazon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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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eatureName"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FeatureName: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FeatureName
Amazon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과 연결된 기능의 이름입니다. 지원되는 기능 이름
목록은 DescribeDBEngineVersions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DB 클러스터와 연결되어 있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ptune::DBClusterParameterGroup
AWS::Neptune::DBClusterParameterGroup 리소스는 새 Amazon Neptune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
룹을 생성합니다.

Note
파라미터 그룹을 DB 클러스터에 적용하려면 인스턴스를 재부팅해야 합니다. 인스턴스를 재부팅하
는 동안 데이터베이스가 중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Neptune::DBClusterParameterGroup",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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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mily" : String,
"Name" : String,
"Parameters" : Json,
"Tags" : [ Tag, ... ]

YAML
Type: AWS::Neptune::DBClusterParameterGroup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Family: String
Name: String
Parameters: Json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이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에 대한 고객 설명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amily
neptune1여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의 이름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rameters
이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에 대해 설정할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는 키-값 페어로 구성된 JSON 객체로 표현됩니다.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업데이트하는 파라미터에 따라 일부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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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이 파라미터 그룹에 연결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Neptune::DBInstance
AWS::Neptune::DBInstance 유형은 Amazon Neptune DB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DB 인스턴스 업데이트
스택을 삭제할 때 AWS CloudFormation에서 인스턴스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어하려면 DB 인스턴스에 대한
삭제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eptune DB 인스턴스의 경우 인스턴스를 유지 또는 삭제하거나 인스턴스
의 스냅샷을 생성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AWS CloudFormation 동작은 DBClusterIdentifier
속성에 따라 다릅니다.
• DBClusterIdentifier 속성을 지정하지 않는 AWS::Neptune::DBInstance 리소스의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DB 인스턴스의 스냅샷을 저장합니다.
• DBClusterIdentifier 속성을 지정하는 AWS::Neptune::DBInstance 리소스의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DB 인스턴스를 삭제합니다.
DB 인스턴스 삭제

Important
업데이트 중에 DB 인스턴스가 삭제되거나 대체될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모든 자동화된
스냅샷을 삭제합니다. 하지만 수동 DB 스냅샷은 유지됩니다. 업데이트 중에 대체가 필요한 경우 DB
인스턴스가 대체되지 않도록 하는 스택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필요 조건: 대체 레이블이 지정된 속성이 업데이트되면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먼저 대체 DB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해당 대체 DB 인스턴스를 가리키도록 다른 종속 리소스의 참조를 변경하고 이전 DB
인스턴스를 삭제합니다.

Important
스택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의 스냅샷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 DB 인스턴스를 대체한 이후에 데이터를 잃게 됩니다. 데이터를 유지하려면 다
음 절차에 수행하십시오.
1. DB 인스턴스에서 아무런 활동도 없도록 DB 인스턴스를 사용 중인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비활성
화합니다.
2. DB 인스턴스의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3. DB 스냅샷을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복원하려면 DB 인스턴스 변경 사항으로 업데이트된 템플릿
을 수정하고 사용하려는 DB 스냅샷의 ID를 사용하여 DB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추가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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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택을 업데이트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Neptune::DBInstance",
"Properties" : {
"AllowMajorVersionUpgrade" : Boolean,
"AutoMinorVersionUpgrade" : Boolean,
"AvailabilityZone" : String,
"DBClusterIdentifier" : String,
"DBInstanceClass" : String,
"DBInstanceIdentifier" : String,
"DBParameterGroupName" : String,
"DBSnapshotIdentifier" : String,
"DBSubnetGroupName" : String,
"PreferredMaintenanceWindow"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Neptune::DBInstance
Properties:
AllowMajorVersionUpgrade: Boolean
AutoMinorVersionUpgrade: Boolean
AvailabilityZone: String
DBClusterIdentifier: String
DBInstanceClass: String
DBInstanceIdentifier: String
DBParameterGroupName: String
DBSnapshotIdentifier: String
DBSubnetGroupName: String
PreferredMaintenanceWindow: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llowMajorVersionUpgrade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가 허용됨을 나타냅니다. 이 파라미터를 변경해도 중단되지 않으며, 변경은 비동
기적으로 최대한 빨리 적용됩니다. 주 버전이 DB 인스턴스의 현재 버전과 다른 EngineVersion 파라미터
에 값을 지정할 경우 이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oMinorVersionUpgrade
마이너 버전 패치가 자동으로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이 속성을 업데이트하면 일부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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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vailabilityZone
DB 인스턴스가 있는 가용 영역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BClusterIdentifier
DB 인스턴스가 DB 클러스터의 멤버인 경우, 그 DB 인스턴스가 속해 있는 DB 클러스터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BInstanceClass
DB 인스턴스의 컴퓨팅 및 메모리 용량 클래스 이름을 포함합니다.
이 속성을 업데이트하면 일부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BInstanceIdentifier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터베이스 I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ID는 DB 인스턴스를 식별하는 고유한 키입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BParameterGroupName
템플릿에 생성된 AWS::Neptune::DBParameterGroup 리소스에 대한 참조 또는 기존 DB 파라미터 그룹
의 이름입니다. 업데이트 중에 참조된 파라미터 그룹의 데이터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DB 인스턴스를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그룹에 정적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파라미터의 변경 여부에 상관없이 업데이트 후 재부팅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BSnapshotIdentifier
지원되지 않는 파라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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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Neptune::DBInstance에서는 스냅샷 복원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AWS::Neptune::DBCluster에서는 스냅샷 복원을 지원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BSubnetGroupName
DB 인스턴스에 연결할 DB 서브넷 그룹입니다. 이 값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새로운 서브넷 그룹이 새로
운 VPC(Virtual Private Cloud)에 있는 서브넷 그룹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eferredMaintenanceWindow
시스템 유지 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주 단위 기간(UTC, 협정 세계시)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DB 인스턴스의 임의 태그 세트(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ndpoint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 엔드포인트입니다. 예: mystackmydb-1apw1j4phylrk.cg034hpkmmjt.us-east-2.rds.amazonaws.com.
Port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을 허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예: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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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Neptune::DBParameterGroup
AWS::Neptune::DBParameterGroup은 새 DB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합니다. 이 유형은 템플릿에서 선언
하고 AWS::Neptune::DBInstance의 DBParameterGroupName 파라미터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Note
파라미터 그룹을 DB 인스턴스에 적용하려면 인스턴스를 재부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부팅하는
동안 데이터베이스가 중단됩니다.
처음에 DB 파라미터 그룹은 DB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기본 파라미터로 생성됩니다.
원하는 파라미터에 사용자 지정 값을 입력하려면 그룹을 생성한 뒤 ModifyDBParameterGroup을 사용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DB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한 뒤에는 ModifyDBInstance를 사용하여 DB 인스턴스와 연결해
야 합니다. 새 DB 파라미터 그룹을 실행 중인 DB 인스턴스와 연결할 때는 DB 인스턴스를 장애 조치 없이 재
부팅해야 새 DB 파라미터 그룹 및 연결된 설정이 적용됩니다.

Important
DB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한 후 해당 DB 파라미터 그룹을 기본 파라미터 그룹으로 사용하는 첫 번
째 DB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전에 5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파라미터 그룹이 새 DB 인스턴
스의 기본값으로 사용되기 전에 Amazon Neptune에서 생성 작업을 완전히 마칠 수 있습니다. 이는
character_set_database 파라미터에서 정의한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문자 세트와 같은 DB 인
스턴스의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에 특히 중요합니다. Amazon Neptune
콘솔의 [파라미터 그룹(Parameter Groups)] 옵션이나 DescribeDBParameters 명령을 사용하여 DB
파라미터 그룹이 생성 또는 수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Neptune::DBParameterGroup",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Family" : String,
"Name" : String,
"Parameters" : Json,
"Tags" : [ Tag, ... ]
}

YAML
Type: AWS::Neptune::DBParameterGroup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Family: String
Name: String
Parameters: Json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이 DB 파라미터 그룹에 대한 고객 설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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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amily
neptune1여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DB 파라미터 그룹의 이름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rameters
이 DB 파라미터 그룹에 대해 설정할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는 키-값 페어로 구성된 JSON 객체로 표현됩니다.
동적 파라미터의 변경 내용은 즉시 적용됩니다. 업데이트 중에 정적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변경되었는
지 여부에 상관없음) AWS CloudFormation을 트리거하여 장애 조치 없이 연결된 DB 인스턴스를 재부팅
합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파라미터 그룹에 연결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Neptune::DBSubnetGroup
AWS::Neptune::DBSubnetGroup 유형은 Amazon Neptune DB 서브넷 그룹을 생성합니다. 동일한 AWS
리전에서 서로 다른 두 가용 영역에 있는 서브넷이 두 개 이상 서브넷 그룹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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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Neptune::DBSubnetGroup",
"Properties" : {
"DBSubnetGroupDescription" : String,
"DBSubnetGroupName" : String,
"SubnetIds" : [ String,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Neptune::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String
DBSubnetGroupName: String
SubnetIds:
-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DB 서브넷 그룹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BSubnetGroupName
DB 서브넷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s
DB 서브넷 그룹의 Amazon EC2 서브넷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DB 서브넷 그룹에 연결할 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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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 Network Firewall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NetworkFirewall::Firewall (p. 4934)
•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 4939)
• AWS::NetworkFirewall::LoggingConfiguration (p. 4948)
• AWS::NetworkFirewall::RuleGroup (p. 4953)

AWS::NetworkFirewall::Firewall
AWS::NetworkFirewall::Firewall (p. 4934)을 사용하여 Amazon VPC의 VPC에 대한 상태 저장, 관리형 네트
워크 방화벽 및 침입 탐지/차단 필터링을 제공합니다.
방화벽은 AWS Network Firewall 방화벽의 구성 설정을 정의합니다. 설정에는 방화벽 정책, 방화벽 엔드포인
트에 사용할 VPC의 서브넷 및 방화벽 AWS 리소스에 연결된 태그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NetworkFirewall::Firewall",
"Properties" : {
"DeleteProtection" : Boolean,
"Description" : String,
"FirewallName" : String,
"FirewallPolicyArn" : String,
"FirewallPolicyChangeProtection" : Boolean,
"SubnetChangeProtection" : Boolean,
"SubnetMappings" : [ SubnetMapping (p. 4938), ... ],
"Tags" : [ Tag, ... ],
"VpcId" : String
}

YAML
Type: AWS::NetworkFirewall::Fire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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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leteProtection: Boolean
Description: String
FirewallName: String
FirewallPolicyArn: String
FirewallPolicyChangeProtection: Boolean
SubnetChangeProtection: Boolean
SubnetMappings:
- SubnetMapping (p. 4938)
Tags:
- Tag
VpcId: String

Properties
DeleteProtection
방화벽을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입니다. TRUE 설정은 방화벽이 삭제로부터 보호되
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사용 중인 방화벽이 실수로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
다. 방화벽을 생성할 때 이 플래그는 TRUE로 초기화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방화벽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rewallName
방화벽을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방화벽을 생성한 후에는 해당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irewallPolicyArn
방화벽 정책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방화벽과 방화벽 정책의 관계는 다대일입니다. 각 방화벽에는 하나의 방화벽 정책을 연결해야 하며 여러
방화벽에 동일한 방화벽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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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rn:aw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rewallPolicyChangeProtection
방화벽 정책 연결 변경으로부터 방화벽이 보호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설정입니다. 사용 중인 방화벽에
대한 방화벽 정책이 실수로 수정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 설정을 사용합니다. 방화벽을 생성하면 작업이
이 설정을 TRUE로 초기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ChangeProtection
방화벽이 서브넷 연결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설정입니다. 사용 중인 방화벽의 서브
넷 연결이 실수로 수정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 설정을 사용합니다. 방화벽을 생성하면 작업이 이 설정
을 TRUE로 초기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Mappings
Network Firewall에서 방화벽에 사용 중인 퍼블릭 서브넷입니다. 각 서브넷이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속
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SubnetMapping (p. 493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Id
방화벽을 사용 중인 VPC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방화벽을 생성한 후에는 방화벽의 VPC를 변경할 수 없
습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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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vpc-[0-9a-f]+$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방화벽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을 반환합니다. 예:
{ "Ref": "arn:aws:network-firewall:us-east-1:012345678901:firewall/
myFirewallName"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ndpointIds
방화벽에 연결한 모든 서브넷에 대한 방화벽 엔드포인트의 고유 ID입니다. 서브넷은 특
정 순서로 나열되지 않습니다. 예: ["us-west-2c:vpce-111122223333", "uswest-2a:vpce-987654321098", "us-west-2b:vpce-012345678901"].
FirewallArn
AWS::NetworkFirewall::Firewall (p. 4934)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FirewallId
AWS::NetworkFirewall::Firewall (p. 4934) 리소스의 이름입니다.

예제
방화벽 생성
다음은 방화벽 사양의 예입니다.

JSON
"SampleFirewall": {
"Type": "AWS::NetworkFirewall::Firewall",
"Properties": {
"FirewallName": "SampleFirewallName",
"FirewallPolicyArn": {
"Ref": "SampleFirewall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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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pcId": {
"Ref": "SampleVPC"
},
"SubnetMappings": [
{
"SubnetId": {
"Ref": "SampleSubnet1"
}
},
{
"SubnetId": {
"Ref": "SampleSubnet2"
}
}
],
"Description": "Firewall description goes here",
"Tags": [
{
"Key": "Foo",
"Value": "Bar"
}
]

YAML
SampleFirewall:
Type: AWS::NetworkFirewall::Firewall
Properties:
FirewallName: SampleFirewallName
FirewallPolicyArn: !Ref SampleFirewallPolicy
VpcId: !Ref SampleVPC
SubnetMappings:
- SubnetId: !Ref SampleSubnet1
- SubnetId: !Ref SampleSubnet2
Description: Firewall description goes here
Tags:
- Key: Foo
Value: Bar

AWS::NetworkFirewall::Firewall SubnetMapping
방화벽에 연결할 서브넷의 ID입니다. AWS Network Firewall은 지정된 각 서브넷에 연결된 방화벽 인스턴스
를 생성하여 서브넷의 가용 영역에서 트래픽을 필터링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ubnetId" : String

YAML
SubnetI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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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SubnetId
서브넷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 4939)를 사용하여 AWS::NetworkFirewall::Firewall (p. 4934)에 대
한 상태 비저장 및 상태 저장 네트워크 트래픽 필터링 동작을 정의합니다. 여러 방화벽에 하나의 방화벽 정책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FirewallPolicy" : FirewallPolicy (p. 4944),
"FirewallPolicy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FirewallPolicy:
FirewallPolicy (p. 4944)
FirewallPolicy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방화벽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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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rewallPolicy
상태 비저장 및 상태 저장 규칙 그룹 및 기타 설정의 컬렉션에 정의된 방화벽 정책의 트래픽 필터링 동작
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rewallPolicy (p. 494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rewallPolicyName
방화벽 정책을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트래픽 정책을 생성한 후에는 해당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방화벽 정책의 Amazon 리소스 이
름(ARN)을 반환합니다. 예:
{ "Ref": "arn:aws:network-firewall:us-east-1:012345678901:firewall-policy/
myFirewallPolicyName"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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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wallPolicyArn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 4939)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FirewallPolicyId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 4939) 리소스의 고유 ID입니다.

예제
방화벽 정책 생성
다음은 방화벽 정책 사양의 예입니다.

JSON
"SampleFirewallPolicy": {
"Type":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roperties": {
"FirewallPolicyName": "SampleFirewallPolicyName",
"FirewallPolicy": {
"StatelessDefaultActions": [
"aws:pass"
],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aws:drop"
],
"StatefulRuleGroupReferences": [
{
"ResourceArn": {
"Ref": "SampleStatefulRuleGroup"
}
}
],
"StatelessRuleGroupReferences": [
{
"ResourceArn": {
"Ref": "SampleStatelessRuleGroup"
},
"Priority": 100
}
]
},
"Description": "FirewallPolicy description goes here",
"Tags": [
{
"Key": "Foo",
"Value": "Bar"
}
]
}
}

YAML
SampleFirewallPolicy:
Type: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roperties:
FirewallPolicyName: SampleFirewallPolicyName
FirewallPolicy:

API 버전 2010-05-15
494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Network Firewall
StatelessDefaultActions:
- 'aws:pass'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aws:drop'
StatefulRuleGroupReferences:
- ResourceArn: !Ref SampleStatefulRuleGroup1
StatelessRuleGroupReferences:
- ResourceArn: !Ref SampleStatelessRuleGroup
Priority: 100
Description: FirewallPolicy description goes here
Tags:
- Key: Foo
Value: Bar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ActionDefinition
상태 비저장 규칙 작업 설정에서 사용할 사용자 지정 작업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ublishMetricAction" : PublishMetricAction (p. 4946)

YAML
PublishMetricAction:
PublishMetricAction (p. 4946)

Properties
PublishMetricAction
일치하는 패킷에 대한 Amazon CloudWatch에 지정된 지표를 게시하는 상태 비저장 검사 기준입니다.
이 설정은 게시할 CloudWatch 차원 값을 정의합니다.
이 사용자 지정 작업을 표준 상태 비저장 규칙 작업과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태 저장 검사
를 위해 패킷을 전달하는 표준 작업에 규칙 작업을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패킷이 규칙과 일치
하면 네트워크 방화벽이 패킷에 대한 지표를 게시하고 전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ublishMetricAction (p. 49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CustomAction
상태 비저장 패킷 처리에 사용할 선택적 비표준 작업입니다. 지정해야 하는 표준 작업에 더해 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사용자 지정 작업을 정의하고 이름을 지정한 다음 작업 설정에서 이름별로 참조합니다.
사용자 지정 작업은 다음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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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NetworkFirewall::RuleGroup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p. 4976). 사용자 지정 작업은 작
업을 정의한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안에서 이름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태 비저장
규칙 작업에 이 작업을 사용하여 규칙의 일치 속성과 일치하는 패킷에 수행할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 4939) 사양의 StatelessCustomActions. 사용자 지정 작업
은 작업을 정의한 정책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기본 상태 비저장 작업 설정에 이 옵션을 사용
하여 정책의 상태 비저장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패킷에 수행할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Definition" : ActionDefinition (p. 4942),
"ActionName" : String

YAML
ActionDefinition:
ActionDefinition (p. 4942)
ActionName: String

Properties
ActionDefinition
작업 이름에 연결된 사용자 지정 작업입니다.
Required: 예
Type: ActionDefinition (p. 494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ctionName
사용자 지정 작업의 설명적 이름입니다. 사용자 지정 작업을 생성한 후에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Dimension
Amazon CloudWatch 사용자 지정 지표 차원에서 사용할 값입니다. 이 작업은 PublishMetrics 사용자 지
정 작업에 사용됩니다. CloudWatch 사용자 지정 지표 차원은 지표의 ID에 속하는 이름/값 페어입니다.
AWS Network Firewall은 차원 이름을 CustomAction으로 설정합니다. 사용자는 차원 값을 제공하면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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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Watch 사용자 지정 지표 차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에서 사용자 지
정 지표 게시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alue" : String

YAML
Value: String

Properties
Value
사용자 지정 지표 차원에서 사용할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_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FirewallPolicy
상태 비저장 및 상태 저장 규칙 그룹 및 기타 설정의 컬렉션에 정의된 방화벽 정책의 트래픽 필터링 동작입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atefulRuleGroupReferences" : [ StatefulRuleGroupReference (p. 4946), ... ],
"StatelessCustomActions" : [ CustomAction (p. 4942), ... ],
"StatelessDefaultActions" : [ String, ... ],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 String, ... ],
"StatelessRuleGroupReferences" : [ StatelessRuleGroupReference (p. 4947), ... ]

YAML
StatefulRuleGroupReferences:
- StatefulRuleGroupReference (p. 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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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lessCustomActions:
- CustomAction (p. 4942)
StatelessDefaultActions:
- String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String
StatelessRuleGroupReferences:
- StatelessRuleGroupReference (p. 4947)

Properties
StatefulRuleGroupReferences
정책에 사용되는 상태 저장 규칙 그룹에 대한 참조입니다. 이 참조는 상태 저장 규칙의 검사 기준을 정의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atefulRuleGroupReference (p. 494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lessCustomActions
방화벽 정책의 StatelessDefaultActions 설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작업 정의입니다.
정의한 각 사용자 지정 작업의 이름을 지정한 다음 기본 작업 사양에서 이름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ustomAction (p. 494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lessDefaultActions
패킷이 정책의 상태 비저장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패킷에 수행할 작업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패킷
을 상태 저장 검사를 위해 전달하려면 aws:forward_to_sfe를 지정합니다.
표준 작업(aws:pass, aws:drop 또는 aws:forward_to_sfe) 중 하나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
섹션 선택과 호환되는 사용자 지정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pass"]를 지정하거나 ["aws:pass", “customActionName”]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호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작업 설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조각난 패킷이 정책의 상태 비저장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패킷에 수행할 작업입니다. 일치하지 않
는 조각난 패킷을 상태 저장 검사를 위해 전달하려면 aws:forward_to_sfe를 지정합니다.
표준 작업(aws:pass, aws:drop 또는 aws:forward_to_sfe) 중 하나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
섹션 선택과 호환되는 사용자 지정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pass"]를 지정하거나 ["aws:pass", “customActionName”]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호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작업 설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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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lessRuleGroupReferences
정책에 사용되는 상태 비저장 규칙 그룹에 대한 참조입니다. 이 참조는 상태 비저장 규칙의 일치 조건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atelessRuleGroupReference (p. 494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ublishMetricAction
일치하는 패킷에 대한 Amazon CloudWatch에 지정된 지표를 게시하는 상태 비저장 검사 기준입니다. 이 설
정은 게시할 CloudWatch 차원 값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mensions" : [ Dimension (p. 4943), ... ]

YAML
Dimensions:
- Dimension (p. 4943)

Properties
Dimensions
Required: 예
Type: Dimension (p. 4943)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StatefulRuleGroupReference
방화벽 정책에서 규칙 그룹을 참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일 상태 저장 규칙 그룹의 식별자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ourceAr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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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ResourceArn: String

Properties
ResourceArn
상태 저장 규칙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rn:aw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StatelessRuleGroupReference
방화벽 정책에서 규칙 그룹을 참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일 상태 비저장 규칙 그룹의 식별자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iority" : Integer,
"ResourceArn" : String

YAML
Priority: Integer
ResourceArn: String

Properties
Priority
단일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 4939)에서 상태 비저장 규칙 그룹을 실행하는 순서를 나
타내는 정수 설정입니다. Network Firewall은 우선 순위 설정이 가장 낮은 그룹이 포함된 패킷을 시작으
로 각 상태 비저장 규칙 그룹을 적용합니다. 우선 순위 설정은 각 정책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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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Arn
상태 비저장 규칙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rn:aw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LoggingConfiguration
AWS::NetworkFirewall::LoggingConfiguration (p. 4948)을 사용하여
AWS::NetworkFirewall::Firewall (p. 4934)에 대한 대상 및 로깅 옵션을 정의합니다.
LogDestinationConfigs에서 한 번에 하나의 LogDestinationConfig 설정을 변경하여 로깅 구성을
변경해야 합니다.
AWS::NetworkFirewall::LoggingConfiguration (p. 4948) 리소스에서 다음 중 하나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LogDestinationConfigs에 단일 LogDestinationConfig 배열 요소를 추가하여 새 로그 대상 객체
를 생성합니다.
• LogDestinationConfigs에서 단일 LogDestinationConfig 배열 요소를 제거하여 로그 대상 객체
를 삭제합니다.
• 단일 LogDestinationConfig 배열 요소의 LogDestination 설정을 변경합니다.
LogDestinationConfig에서 LogDestinationType 또는 LogType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려면 기존 LogDestinationConfig 객체를 삭제하고 두 번의 개별 수정으로 새 객체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NetworkFirewall::LoggingConfiguration",
"Properties" : {
"FirewallArn" : String,
"FirewallName" : String,
"LoggingConfiguration" : LoggingConfiguration (p. 4952)
}

YAML
Type: AWS::NetworkFirewall::LoggingConfiguration
Properties:
FirewallArn: String
FirewallName: String
LoggingConfiguration:
LoggingConfiguration (p. 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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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FirewallArn
로깅 구성이 연결된 AWS::NetworkFirewall::Firewall (p. 4934)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로
깅 구성을 생성한 후에는 방화벽 사양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irewallName
로깅 구성이 연결된 방화벽의 이름입니다. 로깅 구성을 생성한 후에는 방화벽 사양을 변경할 수 없습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ggingConfiguration
AWS Network Firewall에서 AWS::NetworkFirewall::Firewall (p. 4934)에 대한 로깅을 수행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예
Type: LoggingConfiguration (p. 495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로깅 구성이 연결된 방화벽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예:
{ "Ref": "arn:aws:network-firewall:us-east-1:012345678901:firewall/
myFirewallName"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CloudWatch Logs 및 Kinesis Data Firehose에 대한 로깅 구성 생성
다음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으로 이동하는 Amazon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 및
흐름 로그에 대한 로깅 구성 사양 예제입니다.

JSON
"SampleLoggingConfiguration": {
"Type": "AWS::NetworkFirewall::LoggingConfiguration",
"Properties": {
"FirewallArn": {
"Ref": "SampleFirewall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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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oggingConfiguration": {
"LogDestinationConfigs": [
{
"LogType": "ALERT",
"LogDestinationType": "CloudWatchLogs",
"LogDestination": {
"logGroup": "SampleLogGroup"
}
},
{
"LogType": "FLOW",
"LogDestinationType": "KinesisDataFirehose",
"LogDestination": {
"deliveryStream": "SampleStream"
}
}
]
}

YAML
SampleLoggingConfiguration:
Type: 'AWS::NetworkFirewall::LoggingConfiguration'
Properties:
FirewallArn: !Ref SampleFirewallArn
LoggingConfiguration:
LogDestinationConfigs:
- LogType: ALERT
LogDestinationType: CloudWatchLogs
LogDestination:
logGroup: SampleLogGroup
- LogType: FLOW
LogDestinationType: KinesisDataFirehose
LogDestination:
deliveryStream: SampleStream

Amazon S3에 대한 로깅 구성 생성
다음은 Amazon S3 버킷으로 이동하는 흐름 로그에 대한 로깅 구성 사양 예제입니다.

JSON
"SampleLoggingConfiguration": {
"Type": "AWS::NetworkFirewall::LoggingConfiguration",
"Properties": {
"FirewallArn": {
"Ref": "SampleFirewallArn"
},
"LoggingConfiguration": {
"LogDestinationConfigs": [
{
"LogType": "FLOW",
"LogDestinationType": "S3",
"LogDestination": {
"bucketName": "sample-bucket-name",
"prefix": "sample/s3/prefi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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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SampleLoggingConfiguration:
Type: 'AWS::NetworkFirewall::LoggingConfiguration'
Properties:
FirewallArn: !Ref SampleFirewallArn
LoggingConfiguration:
LogDestinationConfigs:
- LogType: FLOW
LogDestinationType: S3
LogDestination:
bucketName: sample-bucket-name
prefix: sample/s3/prefix

AWS::NetworkFirewall::LoggingConfiguration LogDestinationConfig
AWS Network Firewall에서 단일 로그 유형에 대한 방화벽 로그를 전송할 위치를 정의합니다.
AWS::NetworkFirewall::LoggingConfiguration (p. 4948)에서 사용됩니다. 각 유형의 로그를 Amazon S3 버
킷, CloudWatch 로그 그룹 또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Network Firewall은 상태 저장 규칙 그룹에 대한 로그를 생성합니다. 알림 및 흐름 로그 유형을 저장할 수 있
습니다. 상태 저장 규칙 엔진은 수신하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흐름 로그를 기록합니다. 규칙 작업이
DROP 또는 ALERT로 설정된 상태 저장 규칙과 일치하는 트래픽에 대한 알림 로그를 기록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ogDestination" : {Key : Value, ...},
"LogDestinationType" : String,
"LogType" : String

YAML
LogDestination:
Key : Value
LogDestinationType: String
LogType: String

Properties
LogDestination
선택한 대상 유형과 관련된 키:값 매핑에 제공된 로그의 명명된 위치입니다.
• Amazon S3 버킷의 경우 bucketName 키를 사용하여 버킷의 이름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prefix
키를 사용하여 접두사를 제공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Amazon S3 버킷 이름 DOC-EXAMPLEBUCKET 및 접두사 alerts를 지정합니다.
"LogDestination": { "bucketName": "DOC-EXAMPLE-BUCKET", "prefix":
"aler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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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Watch 로그 그룹의 경우 logGroup 키를 사용하여 CloudWatch 로그 그룹의 이름을 제공합니
다 다음 예제에서는 alert-log-group이라는 이름의 로그 그룹을 지정합니다.
"LogDestination": { "logGroup": "alert-log-group" }
•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경우 deliveryStream 키를 사용하여 전송 스트림 이름을 제
공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alert-delivery-stream이라는 이름의 전송 스트림을 지정합니다.
"LogDestination": { "deliveryStream": "alert-delivery-stream" }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DestinationType
이 로그를 보낼 스토리지 대상의 유형입니다. Amazon S3 버킷, CloudWatch 로그 그룹 또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으로 로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loudWatchLogs | KinesisDataFirehose | S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Type
보낼 로그의 유형입니다. 알림 로그는 알림 로그 메시지를 보내는 작업 설정을 사용하여 상태 저장 규칙
과 일치하는 트래픽을 보고합니다. 흐름 로그는 표준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로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ERT | FLO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LoggingConfiguration LoggingConfiguration
AWS Network Firewall에서 AWS::NetworkFirewall::Firewall (p. 4934)에 대한 로깅을 수행하는 방법을 정의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ogDestinationConfigs" : [ LogDestinationConfig (p. 4951), ... ]

YAML
LogDestinationConfigs:

API 버전 2010-05-15
495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Network Firewall
- LogDestinationConfig (p. 4951)

Properties
LogDestinationConfigs
방화벽의 로그에 대한 로깅 대상을 정의합니다. Network Firewall은 상태 저장 규칙 그룹에 대한 로그를
생성합니다.
Required: 예
Type: LogDestinationConfig (p. 495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RuleGroup
AWS::NetworkFirewall::RuleGroup (p. 4953)을 사용하여 상태 비저장 또는 상태 저장 네트워크 트래픽 필터
링 규칙의 재사용 가능한 컬렉션을 정의합니다.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 4939)에서 규칙
그룹을 사용하여 AWS::NetworkFirewall::Firewall (p. 4934)의 필터링 동작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NetworkFirewall::RuleGroup",
"Properties" : {
"Capacity" : Integer,
"Description" : String,
"RuleGroup" : RuleGroup (p. 4969),
"RuleGroupName" : String,
"Tags" : [ Tag, ... ],
"Type" : String
}

YAML
Type: AWS::NetworkFirewall::RuleGroup
Properties:
Capacity: Integer
Description: String
RuleGroup:
RuleGroup (p. 4969)
RuleGroupName: String
Tags:
- Tag
Type: String

Properties
Capacity
이 규칙 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운영 리소스입니다. 규칙 그룹을 생성한 후에는 규칙 그룹의 용량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규칙 그룹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이 용량으로 제한됩니다. 방화벽 정책에서
규칙 그룹을 참조하는 경우 Network Firewall은 규칙 그룹에 대해 이 용량을 예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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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규칙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Group
규칙 그룹 규칙을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uleGroup (p. 496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GroupName
규칙 그룹을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규칙 그룹을 생성한 후에는 해당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규칙 그룹이 상태 비저장인지 상태 저장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규칙 그룹이 상태 비저장이면 상태 비
저장 규칙이 포함됩니다. 상태 저장인 경우 상태 저장 규칙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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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TATEFUL | STATELES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규칙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을 반환합니다. 예:
{ "Ref": "arn:aws:network-firewall:us-east-1:012345678901:stateful-rulegroup/
myStatefulRuleGroupName"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RuleGroupArn
AWS::NetworkFirewall::RuleGroup (p. 4953)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uleGroupId
AWS::NetworkFirewall::RuleGroup (p. 4953) 리소스의 고유 ID입니다.

예제
상태 저장 규칙 그룹 생성
다음은 상태 저장 규칙 그룹 사양의 예제입니다.

JSON
"SampleStatefulRulegroup": {
"Type": "AWS::NetworkFirewall::RuleGroup",
"Properties": {
"RuleGroupName": "SampleStatefulRulegroupName",
"Type": "STATEFUL",
"RuleGroup": {
"RulesSource": {
"RulesString": "pass tcp 10.20.20.0/24 45400:45500 <> 10.10.10.0/24 5203
(msg:\"test\";sid:1;rev:1;)"
}
},
"Capacity": 100,
"Description": "Rulegroup description goes here",
"Tags": [
{
"Key": "F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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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Value": "Bar"

YAML
SampleStatefulRulegroup:
Type: 'AWS::NetworkFirewall::RuleGroup'
Properties:
RuleGroupName: SampleStatefulRulegroupName
Type: STATEFUL
RuleGroup:
RulesSource:
RulesString: >pass tcp 10.20.20.0/24 45400:45500 <> 10.10.10.0/24 5203
(msg:"test";sid:1;rev:1;)
Capacity: 100
Description: Rulegroup description goes here
Tags:
- Key: Foo
Value: Bar

상태 비저장 규칙 그룹 생성
다음은 상태 비저장 규칙 그룹 사양의 예제입니다.

JSON
"SampleStatelessRulegroup": {
"Type": "AWS::NetworkFirewall::RuleGroup",
"Properties": {
"RuleGroupName": "SampleStatelessRulegroupName",
"Type": "STATELESS",
"RuleGroup": {
"RulesSource": {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
"StatelessRules": [
{
"RuleDefinition": {
"MatchAttributes": {
"Sources": [
{
"AddressDefinition": "0.0.0.0/0"
}
],
"Destinations": [
{
"AddressDefinition": "10.0.0.0/8"
}
],
"SourcePorts": [
{
"FromPort": 15000
},
{
"ToPort": 30000
}
],
"DestinationPor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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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romPort": 443
"ToPort": 443

],
"Protocols": [
6
]

},
"Actions": [
"aws:pass"
]

}

}

}

}

]

}

},
"Priority": 1

},
"Capacity": 100,
"Description": "Rulegroup description goes here",
"Tags": [
{
"Key": "Foo",
"Value": "Bar"
}
]

YAML
SampleStatelessRulegroup:
Type: 'AWS::NetworkFirewall::RuleGroup'
Properties:
RuleGroupName: SampleStatelessRulegroupName
Type: STATELESS
RuleGroup:
RulesSource: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StatelessRules:
- RuleDefinition:
MatchAttributes:
Sources:
- AddressDefinition: 0.0.0.0/0
Destinations:
- AddressDefinition: 10.0.0.0/8
SourcePorts:
- FromPort: 15000
ToPort: 30000
DestinationPorts:
- FromPort: 443
ToPort: 443
Protocols:
- 6
Actions:
- 'aws:pass'
Priority: 1
Capacity: 100
Description: Rulegroup description goes here
Tags:
- Key: Foo
Valu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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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NetworkFirewall::RuleGroup ActionDefinition
상태 비저장 규칙 작업 설정에서 사용할 사용자 지정 작업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ublishMetricAction" : PublishMetricAction (p. 4967)

YAML
PublishMetricAction:
PublishMetricAction (p. 4967)

Properties
PublishMetricAction
일치하는 패킷에 대한 Amazon CloudWatch에 지정된 지표를 게시하는 상태 비저장 검사 기준입니다.
이 설정은 게시할 CloudWatch 차원 값을 정의합니다.
이 사용자 지정 작업을 표준 상태 비저장 규칙 작업과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태 저장 검사
를 위해 패킷을 전달하는 표준 작업에 규칙 작업을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패킷이 규칙과 일치
하면 네트워크 방화벽이 패킷에 대한 지표를 게시하고 전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ublishMetricAction (p. 496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RuleGroup Address
단일 IP 주소 사양입니다. AWS::NetworkFirewall::RuleGroup MatchAttributes (p. 4964) 소스 및 대상 사양에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dressDefinition" : String

YAML
AddressDefinitio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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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ddressDefinition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CIDR) 표기법으로 IP 주소 또는 IP 주소 블록을 지정합니다. 네트워크
방화벽은 IPv4의 모든 주소 범위를 지원합니다.
예:
• IP 주소 192.0.2.44를 검사하도록 네트워크 방화벽을 구성하려면 192.0.2.44/32를 지정합니다.
• 192.0.2.0에서 192.0.2.255까지의 IP 주소를 검사하도록 네트워크 방화벽을 구성하려면
192.0.2.0/24를 지정합니다.
CIDR 표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래스 없는 도메인 간 라우팅에 대한 Wikipedia 항목을 참조하십시
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a-fA-F\d:\.]+/\d{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RuleGroup CustomAction
상태 비저장 패킷 처리에 사용할 선택적 비표준 작업입니다. 지정해야 하는 표준 작업에 더해 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사용자 지정 작업을 정의하고 이름을 지정한 다음 작업 설정에서 이름별로 참조합니다.
사용자 지정 작업은 다음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WS::NetworkFirewall::RuleGroup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p. 4976). 사용자 지정 작업은 작
업을 정의한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안에서 이름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태 비저장
규칙 작업에 이 작업을 사용하여 규칙의 일치 속성과 일치하는 패킷에 수행할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 4939) 사양의 StatelessCustomActions. 사용자 지정 작업
은 작업을 정의한 정책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기본 상태 비저장 작업 설정에 이 옵션을 사용
하여 정책의 상태 비저장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패킷에 수행할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Definition" : ActionDefinition (p. 4958),
"ActionName" : String

YAML
ActionDefinition:
ActionDefinition (p. 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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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Name: String

Properties
ActionDefinition
작업 이름에 연결된 사용자 지정 작업입니다.
Required: 예
Type: ActionDefinition (p. 495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ctionName
사용자 지정 작업의 설명적 이름입니다. 사용자 지정 작업을 생성한 후에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RuleGroup Dimension
Amazon CloudWatch 사용자 지정 지표 차원에서 사용할 값입니다. 이 작업은 PublishMetrics 사용자 지
정 작업에 사용됩니다. CloudWatch 사용자 지정 지표 차원은 지표의 ID에 속하는 이름/값 페어입니다.
AWS Network Firewall은 차원 이름을 CustomAction으로 설정합니다. 사용자는 차원 값을 제공하면 됩니
다.
CloudWatch 사용자 지정 지표 차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에서 사용자 지
정 지표 게시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alue" : String

YAML
Value: String

Properties
Value
사용자 지정 지표 차원에서 사용할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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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_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RuleGroup Header
상태 유지 트래픽 흐름 검사에서 패킷 헤더를 검사하는 데 사용할 AWS Network Firewall의 5튜플 기준입니
다. 기준과 일치하는 트래픽 흐름은 해당하는 상태 저장 규칙에 대한 일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 : String,
"DestinationPort" : String,
"Direction" : String,
"Protocol" : String,
"Source" : String,
"SourcePort" : String

YAML
Destination: String
DestinationPort: String
Direction: String
Protocol: String
Source: String
SourcePort: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
검사할 대상 IP 주소 또는 주소 범위입니다(CIDR 표기법). 임의의 주소와 일치시키려면 ANY를 지정합니
다.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CIDR) 표기법으로 IP 주소 또는 IP 주소 블록을 지정합니다. 네트워크
방화벽은 IPv4의 모든 주소 범위를 지원합니다.
예:
• IP 주소 192.0.2.44를 검사하도록 네트워크 방화벽을 구성하려면 192.0.2.44/32를 지정합니다.
• 192.0.2.0에서 192.0.2.255까지의 IP 주소를 검사하도록 네트워크 방화벽을 구성하려면
192.0.2.0/24를 지정합니다.
CIDR 표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래스 없는 도메인 간 라우팅에 대한 Wikipedia 항목을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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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Port
검사할 대상 포트입니다. 개별 포트(예: 1994)를 지정하고 포트 범위(예: 1990:1994)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 모든 포트와 일치시키려면 ANY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rection
검사할 트래픽 흐름의 방향입니다. ANY로 설정하면 검사에서 소스-대상과 대상-소스 방향의 양방향 트
래픽을 모두 일치시킵니다. FORWARD로 설정하면 검사에서 소스에서 대상으로 이동하는 트래픽만 일치
시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NY | FORWAR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
검사할 프로토콜입니다. AWS와 인터넷의 모든 트래픽은 IP이므로 모두를 지정하려면 IP를 사용하면
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CERPC | DHCP | DNS | FTP | HTTP | ICMP | IKEV2 | IMAP | IP | KRB5 |
MSN | NTP | SMB | SMTP | SSH | TCP | TFTP | TLS | UD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
검사할 소스 IP 주소 또는 주소 범위입니다(CIDR 표기법). 임의의 주소와 일치시키려면 ANY를 지정합니
다.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CIDR) 표기법으로 IP 주소 또는 IP 주소 블록을 지정합니다. 네트워크
방화벽은 IPv4의 모든 주소 범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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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IP 주소 192.0.2.44를 검사하도록 네트워크 방화벽을 구성하려면 192.0.2.44/32를 지정합니다.
• 192.0.2.0에서 192.0.2.255까지의 IP 주소를 검사하도록 네트워크 방화벽을 구성하려면
192.0.2.0/24를 지정합니다.
CIDR 표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래스 없는 도메인 간 라우팅에 대한 Wikipedia 항목을 참조하십시
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Port
검사할 소스 포트입니다. 개별 포트(예: 1994)를 지정하고 포트 범위(예: 1990:1994)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 모든 포트와 일치시키려면 ANY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RuleGroup IPSet
CIDR 표기법으로 표시된 IP 주소 및 주소 범위 목록입니다. AWS::NetworkFirewall::RuleGroup
RuleVariables (p. 4973)의 일부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finition" : [ String, ... ]

YAML
Definition:
- String

API 버전 2010-05-15
496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Network Firewall

Properties
Definition
CIDR 표기법으로 표시된 IP 주소 및 주소 범위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RuleGroup MatchAttributes
상태 비저장 규칙 검사에서 개별 패킷을 검사하는 데 사용할 네트워크 방화벽의 기준입니다. 각 일치 속성 세
트에는 IP 주소, CIDR 범위, 포트 번호, 프로토콜 및 TCP 플래그와 같은 하나 이상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Ports" : [ PortRange (p. 4965), ... ],
"Destinations" : [ Address (p. 4958), ... ],
"Protocols" : [ Integer, ... ],
"SourcePorts" : [ PortRange (p. 4965), ... ],
"Sources" : [ Address (p. 4958), ... ],
"TCPFlags" : [ TCPFlagField (p. 4977), ... ]

YAML
DestinationPorts:
- PortRange (p. 4965)
Destinations:
- Address (p. 4958)
Protocols:
- Integer
SourcePorts:
- PortRange (p. 4965)
Sources:
- Address (p. 4958)
TCPFlags:
- TCPFlagField (p. 4977)

Properties
DestinationPorts
검사할 대상 포트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대상 포트와 일치시킵니다. 이 설정은 프로토콜 6(TCP)
및 17(UDP)에만 사용됩니다.
개별 포트(예: 1994)를 지정하고 포트 범위(예: 1990:1994)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ortRange (p. 496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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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s
검사할 대상 IP 주소 및 주소 범위입니다(CIDR 표기법).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대상 주소와 일치시킵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Address (p. 495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s
검사할 프로토콜이며 각 프로토콜에 할당된 인터넷 프로토콜 번호(IANA)를 사용하여 지정됩니다. 지정
하지 않으면 모든 프로토콜과 일치시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Ports
검사할 소스 포트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소스 포트와 일치시킵니다. 이 설정은 프로토콜 6(TCP)
및 17(UDP)에만 사용됩니다.
개별 포트(예: 1994)를 지정하고 포트 범위(예: 1990:1994)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ortRange (p. 496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s
검사할 소스 IP 주소 및 주소 범위입니다(CIDR 표기법).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소스 주소와 일치시킵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Address (p. 495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CPFlags
검사할 TCP 플래그 및 마스크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설정과 일치시킵니다. 이 설정은 프로토콜
6(TCP)에만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CPFlagField (p. 497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RuleGroup PortRange
단일 포트 범위 사양입니다. 상태 비저장 AWS::NetworkFirewall::RuleGroup MatchAttributes (p. 4964)의 소
스 및 대상 포트 범위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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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romPort" : Integer,
"ToPort" : Integer

YAML
FromPort: Integer
ToPort: Integer

Properties
FromPort
포트 범위의 하한입니다. ToPort 사양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ort
포트 범위의 상한입니다. FromPort 사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RuleGroup PortSet
규칙 그룹의 규칙에 사용할 포트 범위 세트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Definition" : [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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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Definition:
- String

Properties
Definition
포트 범위의 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RuleGroup PublishMetricAction
일치하는 패킷에 대한 Amazon CloudWatch에 지정된 지표를 게시하는 상태 비저장 검사 기준입니다. 이 설
정은 게시할 CloudWatch 차원 값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mensions" : [ Dimension (p. 4960), ... ]

YAML
Dimensions:
- Dimension (p. 4960)

Properties
Dimensions
Required: 예
Type: Dimension (p. 4960)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RuleGroup RuleDefinition
단일 무상태 규칙에 대한 검사 기준 및 작업입니다. AWS Network Firewall은 지정된 일치 기준에 대해 각 패
킷을 검사합니다. 패킷이 기준과 일치하면 Network Firewall이 패킷에 규칙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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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s" : [ String, ... ],
"MatchAttributes" : MatchAttributes (p. 4964)

YAML
Actions:
- String
MatchAttributes:
MatchAttributes (p. 4964)

Properties
Actions
상태 비저장 규칙 정의의 일치 속성 중 하나와 일치하는 패킷에 대해 수행할 작업입니다. 표준 작업을 지
정해야 하며 사용자 지정 작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Note
패킷을 일치시킬 규칙에 대해 aws:forward_to_sfe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패킷과
일치하는 무상태 규칙이 없고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 4939)에 대한
StatelessDefaultActions 설정에 aws:forward_to_sfe를 지정하는 경우 Network
Firewall은 상태 유지 규칙 검사를 위해 패킷을 전달합니다.
모든 규칙에 대해 다음 표준 작업 중 하나를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 aws:pass - 패킷에 대한 모든 검사를 중단하고 의도한 대상으로의 이동을 허용합니다.
• aws:drop - 패킷에 대한 모든 검사를 중단하고 의도한 대상으로의 이동을 차단합니다.
• aws:forward_to_sfe - 패킷에 대한 상태 비저장 검사를 중단하고 검사를 위해 상태 저장 규칙 엔진으로
전달합니다.
또한 사용자 지정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름 및 유형별로 사용자 지정 작업을 정의
한 다음 이 Actions 설정에서 작업에 할당한 이름을 제공합니다.
이 설정에서 두 개 이상의 작업을 제공하려면 설정을 쉼표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MyMetricsAction인 지표 게시 사용자 지정 작업이 있는 경우 표준 작업 aws:pass와 함께
[“aws:pass”, “MyMetricsAction”]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tchAttributes
상태 비저장 규칙 검사에서 개별 패킷을 검사하는 데 사용할 네트워크 방화벽의 기준입니다. 각 일치 속
성 세트에는 IP 주소, CIDR 범위, 포트 번호, 프로토콜 및 TCP 플래그와 같은 하나 이상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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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MatchAttributes (p. 49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RuleGroup RuleGroup
규칙 그룹의 규칙을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AWS Network Firewall은 규칙 그룹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검사하고 제어합니다. 상태 비저장 규칙
그룹을 정의하여 개별 패킷을 검사하고 상태 저장 규칙 그룹을 정의하여 트래픽 흐름의 컨텍스트에서 패킷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규칙 그룹을 사용하려면 Network Firewall 방화벽 정책에 참조로 포함한 다음 방화벽에서 정책을 사용하면
됩니다. 둘 이상의 방화벽 정책에서 규칙 그룹을 참조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방화벽에서 방화벽 정책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ulesSource" : RulesSource (p. 4970),
"RuleVariables" : RuleVariables (p. 4973)

YAML
RulesSource:
RulesSource (p. 4970)
RuleVariables:
RuleVariables (p. 4973)

Properties
RulesSource
규칙 그룹에 대한 상태 저장 규칙 또는 상태 비저장 규칙입니다.
Required: 예
Type: RulesSource (p. 497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Variables
규칙 그룹의 규칙에 사용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상태 저장 규칙 그룹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uleVariables (p. 497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RuleGroup RuleOption
상태 저장 규칙에 대한 추가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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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word" : String,
"Settings" : [ String, ... ]

YAML
Keyword: String
Settings:
- String

Properties
Keyword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ttings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RuleGroup RulesSource
단일 규칙 그룹에서 사용할 상태 비저장 또는 상태 저장 규칙 정의입니다. 각 규칙 그룹에는 하나의
RulesSource가 필요합니다. 상태 비저장 규칙 또는 상태 저장 규칙에 이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RulesSourceList" : RulesSourceList (p. 4972),
"RulesString" : String,
"StatefulRules" : [ StatefulRule (p. 49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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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p. 4976)

YAML
RulesSourceList:
RulesSourceList (p. 4972)
RulesString:
String
StatefulRules:
- StatefulRule (p. 4974)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p. 4976)

Properties
RulesSourceList
도메인 목록 규칙 그룹에 대한 상태 저장 검사 기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ulesSourceList (p. 497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sString
Suricata 호환 침입 방지 시스템(IPS) 규칙에 제공되는 상태 저장 검사 기준입니다. Suricata는 네트워크
트래픽 검사를 위한 표준 규칙 기반 언어를 포함하는 오픈 소스 네트워크 IPS입니다.
이 규칙에는 검사 기준과 함께 기준에 일치하는 트래픽에 수행할 작업이 포함되므로 이 유형의 규칙 그
룹에는 개별 작업 설정이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00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fulRules
상태 저장 규칙 그룹에서 함께 사용할 개별 상태 저장 규칙 검사 기준의 배열입니다. 프로토콜, 소스
및 대상, 포트, 방향, 규칙 옵션이 포함된 간단한 Suricata 규칙을 지정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Suricata Rules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ules Format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StatefulRule (p. 497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상태 비저장 규칙 그룹에 사용할 상태 비저장 검사 기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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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p. 49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RuleGroup RulesSourceList
도메인 목록 규칙 그룹에 대한 상태 저장 검사 기준입니다.
HTTPS 트래픽의 경우 도메인 필터링은 SNI 기반입니다. TLS 핸드셰이크의 서버 이름 표시기 확장을 사용
합니다.
기본적으로 Network Firewall 도메인 목록 검사에는 방화벽을 배포한 VPC에서 오는 트래픽만 포
함됩니다. 배포 VPC 외부의 IP 주소에서 오는 트래픽을 검사하려면 배포 VPC의 CIDR 범위에 더
해 다른 CIDR 범위를 포함하도록 HOME_NET 규칙 변수를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안내서의
AWS::NetworkFirewall::RuleGroup RuleVariables (p. 4973) 섹션과 Network Firewall 개발자 안내서의 AWS
Network Firewall의 상태 유지 도메인 목록 규칙 그룹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eneratedRulesType" : String,
"Targets" : [ String, ... ],
"TargetTypes" : [ String, ... ]

YAML
GeneratedRulesType: String
Targets:
- String
TargetTypes:
- String

Properties
GeneratedRulesType
대상 목록에 있는 도메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지 또는 거부할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OWLIST | DENYLIS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s
트래픽 흐름에서 검사할 도메인입니다. 유효한 도메인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시적 이름. 예를 들어 abc.example.com은 도메인 abc.example.com과만 일치합니다.
• 도메인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는 이름(처음 '.'을 사용하여 표시). 예를 들어 .example.com은
example.com과 일치하며 example.com의 모든 하위 도메인(예: abc.example.com 및
www.example.com)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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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Types
검사할 대상의 유형입니다. 유효 값은 TLS_SNI 및 HTTP_HOST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RuleGroup RuleVariables
정의된 AWS::NetworkFirewall::RuleGroup (p. 4953)의 규칙에 사용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PSets" : {Key : Value, ...},
"PortSets" : {Key : Value, ...}

YAML
IPSets:
Key : Value
PortSets:
Key : Value

Properties
IPSets
CIDR 표기법으로 표시된 IP 주소 및 주소 범위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PSet (p. 4963)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Sets
포트 범위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ortSet (p. 4966)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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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NetworkFirewall::RuleGroup StatefulRule
상태 저장 규칙 그룹에서 사용하기 위한 단일 Suricata 규칙 사양입니다. 프로토콜, 소스 및 대상, 포트, 방향,
규칙 옵션이 포함된 간단한 Suricata 규칙을 지정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Suricata Rules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ules Format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 : String,
"Header" : Header (p. 4961),
"RuleOptions" : [ RuleOption (p. 4969), ... ]

YAML
Action: String
Header:
Header (p. 4961)
RuleOptions:
- RuleOption (p. 4969)

Properties
Action
흐름이 상태 유지 규칙 조건과 일치할 때 트래픽 흐름의 패킷에 대해 Network Firewall이 수행해야 할 작
업을 정의합니다. 모든 작업에 대해 Network Firewall은 지정된 작업을 수행하고 트래픽 흐름의 상태 유
지 검사를 중단합니다.
상태 저장 규칙에 대한 작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PASS - 패킷이 의도된 대상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DROP - 방화벽의 AWS::NetworkFirewall::LoggingConfiguration (p. 4948)에 알림 로깅이 구성된 경
우 패킷이 의도하지 않은 대상으로 전송되는 것을 차단하고 알림 로그 메시지를 보냅니다.
• ALERT - 방화벽의 AWS::NetworkFirewall::LoggingConfiguration (p. 4948)에 알림 로깅이 구성된 경
우 패킷이 의도하지 않은 대상으로 전송되는 것을 허용하고 알림 로그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작업을 사용하면 트래픽을 삭제하는 데 사용할 규칙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ALERT 작업이 포함
된 규칙을 활성화하고 로그에서 규칙이 원하는 대로 필터링되는지 확인한 다음 작업을 DROP으로 변
경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ERT | DROP | PA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der
이 규칙에 대한 상태 저장 검사 기준이며 트래픽 흐름을 검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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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eader (p. 496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Options
키워드 및 설정으로 제공되는 상태 저장 규칙에 대한 추가 설정입니다.
Required: 예
Type: RuleOption (p. 496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RuleGroup StatelessRule
단일 상태 비저장 규칙입니다. AWS::NetworkFirewall::RuleGroup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p. 4976)에서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iority" : Integer,
"RuleDefinition" : RuleDefinition (p. 4967)

YAML
Priority: Integer
RuleDefinition:
RuleDefinition (p. 4967)

Properties
Priority
상태 비저장 규칙 그룹에 정의된 모든 규칙을 기준으로 이 규칙을 실행할 순서를 나타냅니다. Network
Firewall은 우선 순위가 가장 낮은 설정을 시작으로 규칙 그룹의 규칙을 평가합니다. 우선 순위 설정은 규
칙 그룹에 대해 고유해야 합니다.
각 상태 비저장 규칙 그룹은 정확히 하나의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객체를 사용하며
각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에는 정확히 하나의 StatelessRules 객체가 포함됩니다.
규칙 그룹의 우선 순위 설정을 고유하게 하려면 단일 StatelessRules 객체 내에서 정의하는 상태 비
저장 규칙에 고유한 우선 순위를 설정합니다.
언제든지 규칙의 우선 순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규칙을 더 쉽게 삽입하려면 100, 200 등
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넓은 범위를 두고 번호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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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Definition
상태 비저장 5튜플 패킷 검사 기준과 기준에 일치하는 패킷에 수행할 작업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예
Type: RuleDefinition (p. 496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RuleGroup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상태 비저장 검사 기준입니다. 각 상태 비저장 규칙 그룹은 이 데이터 유형 중 하나만 사용하여 상태 비저장
규칙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ustomActions" : [ CustomAction (p. 4959), ... ],
"StatelessRules" : [ StatelessRule (p. 4975), ... ]

YAML
CustomActions:
- CustomAction (p. 4959)
StatelessRules:
- StatelessRule (p. 4975)

Properties
CustomActions
이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사양의 상태 비저장 규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별 사용자
지정 작업 정의의 배열을 정의합니다. 정의한 각 사용자 지정 작업의 이름을 지정한 다음 상태 비저장 규
칙 AWS::NetworkFirewall::RuleGroup RuleDefinition (p. 4967) Actions 사양에서 이름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ustomAction (p. 495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lessRules
상태 비저장 규칙 그룹에서 사용할 상태 비저장 규칙 세트를 정의합니다.
Required: 예
Type: StatelessRule (p. 497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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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Firewall::RuleGroup TCPFlagField
패킷에서 검사할 TCP 플래그 및 마스크입니다. 이 AWS::NetworkFirewall::RuleGroup
MatchAttributes (p. 4964) 사양에서 사용됩니다.
예:
"TCPFlags": [ { "Flags": [ "ECE", "SYN" ], "Masks": [ "SYN", "ECE" ] } ]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lags" : [ String, ... ],
"Masks" : [ String, ... ]

YAML
Flags:
- String
Masks:
- String

Properties
Flags
Masks 설정과 함께 사용하여 패킷 일치에 대해 설정해야 하는 플래그와 설정하지 않아야 하는 플래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Masks 설정에서도 지정된 값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설정에 지정된 플래그의 경우 패킷이 일치하려면 다음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이 플래그 설정에서 설정된 항목은 패킷에서도 설정되어야 합니다.
• 이 플래그 설정에서 설정되지 않은 항목은 패킷에서도 설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sks
검사에서 고려할 플래그 세트입니다. 유효한 값 목록의 모든 플래그를 검사하려면 설정 없이 그대로 둡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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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Network Manage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NetworkManager::CustomerGatewayAssociation (p. 4978)
• AWS::NetworkManager::Device (p. 4981)
• AWS::NetworkManager::GlobalNetwork (p. 4986)
• AWS::NetworkManager::Link (p. 4987)
• AWS::NetworkManager::LinkAssociation (p. 4991)
• AWS::NetworkManager::Site (p. 4995)
• AWS::NetworkManager::TransitGatewayRegistration (p. 4998)

AWS::NetworkManager::CustomerGatewayAssociation
고객 게이트웨이, 디바이스 및 선택적으로 링크 간의 연결을 지정합니다. 링크를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디바
이스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객 게이트웨이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등록된 전송 게이트웨이의 VPN 연
결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고객 게이트웨이를 둘 이상의 디바이스 및 링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NetworkManager::CustomerGatewayAssociation",
"Properties" : {
"CustomerGatewayArn" : String,
"DeviceId" : String,
"GlobalNetworkId" : String,
"LinkId" : String
}

YAML
Type: AWS::NetworkManager::CustomerGatewayAssociation
Properties:
CustomerGatewayArn: String
DeviceId: String
GlobalNetworkId: String
LinkId: String

Properties
CustomerGatewayArn
고객 게이트웨이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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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Id
디바이스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lobalNetworkId
글로벌 네트워크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inkId
링크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글로벌 네트워크의 ID와 고객 게이트웨이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
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예: global-network-01231231231231231|
arn:aws:ec2:eu-central-1:123456789012:customer-gateway/cgw-00112233aabbcc112.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고객 게이트웨이 연결
다음 예제 템플릿은 글로벌 네트워크, 디바이스, 고객 게이트웨이, VPN 연결 및 전송 게이트웨이를 만듭니
다. 글로벌 네트워크에 전송 게이트웨이를 등록하고, 고객 게이트웨이와 디바이스 간의 연결을 생성합니다.
고객 게이트웨이 연결 생성은 VPN 연결 및 전송 게이트웨이 등록에 따라 다릅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reate a global network and customer gateway association",
"Resources": {
"GlobalNetwork": {
"Type": "AWS::NetworkManager::GlobalNetwork"
},
"Device": {
"Type": "AWS::NetworkManager::Device",
"Properties": {
"Description": "Chicago offic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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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NetworkId": {
"Ref": "GlobalNetwork"
},
"Location": {
"Address": "227 W Monroe St, Chicago, IL 60606",
"Latitude": "41.8",
"Longitude": "-87.6"
}

}
},
"TransitGateway": {
"Type": "AWS::EC2::TransitGateway"
},
"TransitGatewayRegistration": {
"Type": "AWS::NetworkManager::TransitGatewayRegistration",
"Properties": {
"GlobalNetworkId": {
"Ref": "GlobalNetwork"
},
"TransitGatewayArn": {
"Fn::Sub": "arn:aws:ec2:${AWS::Region}:${AWS::AccountId}:transitgateway/${TransitGateway}"
}
}
},
"CustomerGateway": {
"Type": "AWS::EC2::CustomerGateway",
"Properties": {
"Type": "ipsec.1",
"BgpAsn": 65534,
"IpAddress": "12.1.2.3"
}
},
"VPNConnection": {
"Type": "AWS::EC2::VPNConnection",
"Properties": {
"Type": "ipsec.1",
"StaticRoutesOnly": true,
"CustomerGatewayId": {
"Ref": "CustomerGateway"
},
"TransitGatewayId": {
"Ref": "TransitGateway"
}
}
},
"CustomerGatewayAssociation": {
"DependsOn": [
"VPNConnection",
"TransitGatewayRegistration"
],
"Type": "AWS::NetworkManager::CustomerGatewayAssociation",
"Properties": {
"GlobalNetworkId": {
"Ref": "GlobalNetwork"
},
"DeviceId": {
"Fn::GetAtt": [
"Device",
"DeviceId"
]
},
"CustomerGatewayArn": {
"Fn::Sub": "arn:aws:ec2:${AWS::Region}:${AWS::AccountId}:customergateway/${CustomerGatew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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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reate a global network and customer gateway association'
Resources:
GlobalNetwork:
Type: AWS::NetworkManager::GlobalNetwork
Device:
Type: AWS::NetworkManager::Device
Properties:
Description: Chicago office device
GlobalNetworkId: !Ref GlobalNetwork
Location:
Address: "227 W Monroe St, Chicago, IL 60606"
Latitude: "41.8"
Longitude: "-87.6"
TransitGateway:
Type: AWS::EC2::TransitGateway
TransitGatewayRegistration:
Type: AWS::NetworkManager::TransitGatewayRegistration
Properties:
GlobalNetworkId: !Ref GlobalNetwork
TransitGatewayArn: !Sub 'arn:aws:ec2:${AWS::Region}:${AWS::AccountId}:transitgateway/${TransitGateway}'
CustomerGateway:
Type: AWS::EC2::CustomerGateway
Properties:
Type: ipsec.1
BgpAsn: 65534
IpAddress: 12.1.2.3
VPNConnection:
Type: AWS::EC2::VPNConnection
Properties:
Type: ipsec.1
StaticRoutesOnly: true
CustomerGatewayId:
!Ref CustomerGateway
TransitGatewayId:
!Ref TransitGateway
CustomerGatewayAssociation:
DependsOn:
- VPNConnection
- TransitGatewayRegistration
Type: AWS::NetworkManager::CustomerGatewayAssociation
Properties:
GlobalNetworkId: !Ref GlobalNetwork
DeviceId: !GetAtt Device.DeviceId
CustomerGatewayArn: !Sub 'arn:aws:ec2:${AWS::Region}:${AWS::AccountId}:customergateway/${CustomerGateway}'

AWS::NetworkManager::Device
디바이스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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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NetworkManager::Device",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GlobalNetworkId" : String,
"Location" : Location (p. 4985),
"Model" : String,
"SerialNumber" : String,
"SiteId" : String,
"Tags" : [ Tag, ... ],
"Type" : String,
"Vendor" : String
}

YAML
Type: AWS::NetworkManager::Device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GlobalNetworkId: String
Location:
Location (p. 4985)
Model: String
SerialNumber: String
SiteId: String
Tags:
- Tag
Type: String
Vendor: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디바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한: 최대 길이는 256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lobalNetworkId
글로벌 네트워크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cation
사이트 위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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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위치 (p. 498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del
장치의 모델입니다.
제한: 최대 길이는 128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ialNumber
디바이스의 일련번호입니다.
제한: 최대 길이는 128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teId
사이트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디바이스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디바이스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ndor
디바이스의 공급업체입니다.
제한: 최대 길이는 128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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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글로벌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의 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
다.합니다. 예: global-network-01231231231231231|device-07f6fd08867abc123.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DeviceArn
디바이스의 ARN입니다. 예: arn:aws:networkmanager::123456789012:device/globalnetwork-01231231231231231/device-07f6fd08867abc123.
DeviceId
디바이스의 ID입니다. 예: device-07f6fd08867abc123.

예제
Device
다음 예제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디바이스를 만듭니다.

JSON
{

"Type": "AWS::NetworkManager::Device",
"Properties": {
"Description": "Chicago office device",
"GlobalNetworkId": {
"Ref": "GlobalNetwork"
},
"SiteId": {
"Fn::GetAtt": [
"Site",
"SiteId"
]
},
"Location": {
"Address": "227 W Monroe St, Chicago, IL 60606",
"Latitude": "41.8",
"Longitude": "-87.6"
},
"Tags": [
{
"Key": "Network",
"Value": "north-americ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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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Type: AWS::NetworkManager::Device
Properties:
Description: "Chicago office device"
GlobalNetworkId: !Ref GlobalNetwork
SiteId: !GetAtt Site.SiteId
Location:
Address: "227 W Monroe St, Chicago, IL 60606"
Latitude: "41.8"
Longitude: "-87.6"
Tags:
- Key: Network
Value: north-america

AWS::NetworkManager::Device Location
위치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dress" : String,
"Latitude" : String,
"Longitude" : String

YAML
Address: String
Latitude: String
Longitude: String

Properties
Address
물리적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titude
위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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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ngitude
경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Manager::GlobalNetwork
비어 있는 새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NetworkManager::GlobalNetwork",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NetworkManager::GlobalNetwork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한: 최대 길이는 256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글로벌 네트워크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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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ID입니다. 예:
global-network-01231231231231231.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글로벌 네트워크의 ARN입니다. 예: arn:aws:networkmanager::123456789012:globalnetwork/global-network-01231231231231231.
Id
글로벌 네트워크의 ID입니다. 예: global-network-01231231231231231.

예제
글로벌 네트워크
다음 예제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JSON
{

}

"Type": "AWS::NetworkManager::GlobalNetwork",
"Properties": {
"Description": "Global network for USA sites",
"Tags": [
{
"Key": "Name",
"Value": "global-network-usa"
}
]
}

YAML
Type: 'AWS::NetworkManager::GlobalNetwork'
Properties:
Description: Global network for USA sites
Tags:
- Key: Name
Value: global-network-usa

AWS::NetworkManager::Link
사이트에 링크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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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NetworkManager::Link",
"Properties" : {
"Bandwidth" : Bandwidth (p. 4990),
"Description" : String,
"GlobalNetworkId" : String,
"Provider" : String,
"SiteId" : String,
"Tags" : [ Tag, ... ],
"Type" : String
}

YAML
Type: AWS::NetworkManager::Link
Properties:
Bandwidth:
Bandwidth (p. 4990)
Description: String
GlobalNetworkId: String
Provider: String
SiteId: String
Tags:
- Tag
Type: String

Properties
Bandwidth
링크의 대역폭입니다.
Required: 예
Type: 대역폭 (p. 499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링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한: 최대 길이는 256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lobalNetworkId
글로벌 네트워크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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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vider
링크의 공급자입니다.
제한: 최대 길이는 128자입니다. | \ ^ 문자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teId
사이트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링크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링크의 유형입니다.
제한: 최대 길이는 128자입니다. | \ ^ 문자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글로벌 네트워크 및 링크의 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
니다. 예: global-network-01231231231231231|link-11112222aaaabbbb1.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LinkArn
링크의 ARN입니다. 예: arn:aws:networkmanager::123456789012:link/globalnetwork-01231231231231231/link-11112222aaaabbb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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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Id
링크의 ID입니다. 예: link-11112222aaaabbbb1.

예제
링크
다음 예제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링크를 만듭니다.

JSON
{

}

"Type": "AWS::NetworkManager::Link",
"Properties": {
"Description": "Broadband link",
"GlobalNetworkId": {
"Ref": "GlobalNetwork"
},
"SiteId": {
"Fn::GetAtt": [
"Site",
"SiteId"
]
},
"Bandwidth": {
"DownloadSpeed": 20,
"UploadSpeed": 20
},
"Provider": "AnyCompany",
"Type": "Broadband",
"Tags": [
{
"Key": "Name",
"Value": "broadband-link-1"
}
]
}

YAML
Type: AWS::NetworkManager::Link
Properties:
Description: "Broadband link"
GlobalNetworkId: !Ref GlobalNetwork
SiteId: !GetAtt Site.SiteId
Bandwidth:
DownloadSpeed: 20
UploadSpeed: 20
Provider: "AnyCompany"
Type: "Broadband"
Tags:
- Key: Name
Value: broadband-link-1

AWS::NetworkManager::Link Bandwidth
대역폭 정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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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ownloadSpeed" : Integer,
"UploadSpeed" : Integer

YAML
DownloadSpeed: Integer
UploadSpeed: Integer

Properties
DownloadSpeed
다운로드 속도(Mbps)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ploadSpeed
업로드 속도(Mbps)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Manager::LinkAssociation
디바이스와 링크 간의 연결을 지정합니다. 디바이스는 여러 링크에 연결될 수 있으며 링크는 여러 디바이스
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및 링크는 동일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동일한 사이트에 있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NetworkManager::LinkAssociation",
"Properties" : {
"DeviceId" : String,
"GlobalNetworkId" : String,
"LinkId" : String
}

YAML
Type: AWS::NetworkManager::Link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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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viceId: String
GlobalNetworkId: String
LinkId: String

Properties
DeviceId
링크 연결의 디바이스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lobalNetworkId
글로벌 네트워크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inkId
링크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글로벌 네트워크, 디바이스 및 링크의 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예: global-network-01231231231231231|device-07f6fd08867abc123|
link-11112222aaaabbbb1.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링크 연결
다음 예제 템플릿은 글로벌 네트워크, 사이트, 링크 및 디바이스를 만듭니다. 링크와 디바이스 간 연결을 만
듭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reate global network and link association",
"Resources": {
"GlobalNet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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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NetworkManager::GlobalNetwork"
},
"Site": {
"Type": "AWS::NetworkManager::Site",
"Properties": {
"GlobalNetworkId": {
"Ref": "GlobalNetwork"
},
"Location": {
"Address": "227 W Monroe St, Chicago, IL 60606",
"Latitude": "41.8",
"Longitude": "-87.6"
}
}
},
"Link": {
"Type": "AWS::NetworkManager::Link",
"Properties": {
"Description": "Broadband link",
"GlobalNetworkId": {
"Ref": "GlobalNetwork"
},
"SiteId": {
"Fn::GetAtt": [
"Site",
"SiteId"
]
},
"Bandwidth": {
"DownloadSpeed": 20,
"UploadSpeed": 20
},
"Provider": "AnyCompany",
"Type": "Broadband",
"Tags": [
{
"Key": "Name",
"Value": "broadband-link-1"
}
]
}
},
"Device": {
"Type": "AWS::NetworkManager::Device",
"Properties": {
"Description": "Chicago office device",
"GlobalNetworkId": {
"Ref": "GlobalNetwork"
},
"SiteId": {
"Fn::GetAtt": [
"Site",
"SiteId"
]
},
"Tags": [
{
"Key": "Network",
"Value": "north-america"
}
]
}
},
"LinkAssociation": {
"Type": "AWS::NetworkManager::LinkAssociation",
"Properties": {

API 버전 2010-05-15
499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Network Manager

}

}

}

}

"GlobalNetworkId": {
"Ref": "GlobalNetwork"
},
"LinkId": {
"Fn::GetAtt": [
"Link",
"LinkId"
]
},
"DeviceId": {
"Fn::GetAtt": [
"Device",
"DeviceId"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reate global network and link association'
Resources:
GlobalNetwork:
Type: AWS::NetworkManager::GlobalNetwork
Site:
Type: AWS::NetworkManager::Site
Properties:
GlobalNetworkId: !Ref GlobalNetwork
Location:
Address: "227 W Monroe St, Chicago, IL 60606"
Latitude: "41.8"
Longitude: "-87.6"
Link:
Type: AWS::NetworkManager::Link
Properties:
Description: Broadband link
GlobalNetworkId: !Ref GlobalNetwork
SiteId: !GetAtt Site.SiteId
Bandwidth:
DownloadSpeed: 20
UploadSpeed: 20
Provider: "AnyCompany"
Type: "Broadband"
Tags:
- Key: Name
Value: broadband-link-1
Device:
Type: AWS::NetworkManager::Device
Properties:
Description: Chicago office device
GlobalNetworkId: !Ref GlobalNetwork
SiteId: !GetAtt Site.SiteId
Tags:
- Key: Network
Value: north-america
LinkAssociation:
Type: AWS::NetworkManager::LinkAssociation
Properties:
GlobalNetworkId: !Ref GlobalNetwork
LinkId: !GetAtt Link.LinkId
DeviceId: !GetAtt Device.Devic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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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NetworkManager::Site
글로벌 네트워크에 사이트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NetworkManager::Site",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GlobalNetworkId" : String,
"Location" : Location (p. 4997),
"Tags" : [ Tag, ... ]
}

YAML
Type: AWS::NetworkManager::Site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GlobalNetworkId: String
Location:
Location (p. 4997)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사이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한: 최대 길이는 256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lobalNetworkId
글로벌 네트워크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cation
사이트 위치입니다. 이 정보는 Network Manager 콘솔의 시각화에 사용됩니다. 주소를 지정하면 위도와
경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Address: 사이트의 실제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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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itude: 사이트의 위도입니다.
• Longitude: 사이트의 경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위치 (p. 499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사이트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글로벌 네트워크 및 사이트의 ID를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합니다. 예: global-network-01231231231231231|site-444555aaabbb11223.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SiteArn
사이트의 ARN입니다. 예: arn:aws:networkmanager::123456789012:site/globalnetwork-01231231231231231/site-444555aaabbb11223.
SiteId
사이트의 ID입니다. 예: site-444555aaabbb11223.

예제
사이트
다음 예제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사이트를 만듭니다.

JSON
{

"Type": "AWS::NetworkManager::Site",
"Properties": {
"Description": "Chicago office",
"GlobalNetwork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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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 "GlobalNetwork"
},
"Location": {
"Address": "227 W Monroe St, Chicago, IL 60606",
"Latitude": "41.880520",
"Longitude": "-87.634720"
},
"Tags": [
{
"Key": "Network",
"Value": "north-america"
}
]

YAML
Type: AWS::NetworkManager::Site
Properties:
Description: "Chicago office"
GlobalNetworkId: !Ref GlobalNetwork
Location:
Address: "227 W Monroe St, Chicago, IL 60606"
Latitude: "41.880520"
Longitude: "-87.634720"
Tags:
- Key: Network
Value: north-america

AWS::NetworkManager::Site Location
위치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dress" : String,
"Latitude" : String,
"Longitude" : String

YAML
Address: String
Latitude: String
Longitude: String

Properties
Address
물리적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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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titude
위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ngitude
경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etworkManager::TransitGatewayRegistration
글로벌 네트워크에 전송 게이트웨이를 등록합니다. 전송 게이트웨이는 모든 AWS 리전에 위치할 수 있지만
글로벌 네트워크를 소유한 동일한 AWS 계정의 소유여야 합니다. 둘 이상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전송 게이트
웨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NetworkManager::TransitGatewayRegistration",
"Properties" : {
"GlobalNetworkId" : String,
"TransitGatewayArn" : String
}

YAML
Type: AWS::NetworkManager::TransitGatewayRegistration
Properties:
GlobalNetworkId: String
TransitGatewayArn: String

Properties
GlobalNetworkId
글로벌 네트워크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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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TransitGatewayArn
전송 게이트웨이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글로벌 네트워크의 ID 및 전송 게이트웨이의 ARN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
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예: global-network-01231231231231231|arn:aws:ec2:uswest-2:123456789012:transit-gateway/tgw-123abc05e04123abc.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전송 게이트웨이 등록
다음 예제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전송 게이트웨이를 등록합니다.

JSON
{

"Type": "AWS::NetworkManager::TransitGatewayRegistration",
"Properties": {
"GlobalNetworkId": {
"Ref": "GlobalNetwork"
},
"TransitGatewayArn": {
"Fn::Sub": "arn:aws:ec2:${AWS::Region}:${AWS::AccountId}:transit-gateway/
${TransitGateway}"
}
}
}

YAML
Type: AWS::NetworkManager::TransitGatewayRegistration
Properties:
GlobalNetworkId: !Ref GlobalNetwork
TransitGatewayArn: !Sub 'arn:aws:ec2:${AWS::Region}:${AWS::AccountId}:transit-gateway/
${TransitGateway}'

Amazon Nimble Studio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NimbleStudio::LaunchProfile (p. 5000)
• AWS::NimbleStudio::StreamingImage (p. 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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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NimbleStudio::Studio (p. 5005)
• AWS::NimbleStudio::StudioComponent (p. 5008)

AWS::NimbleStudio::LaunchProfile
AWS::NimbleStudio::LaunchProfile 리소스는 워크스테이션 유형, 렌더 팜, 공유 파일 시스템을 포함
하여 스튜디오 구성 요소 세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나타냅니다. 시작 프로필은 스튜디오 사용자와 공유되
어 스튜디오 구성 요소 세트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NimbleStudio::LaunchProfile",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Ec2SubnetIds" : [ String, ... ],
"LaunchProfileProtocolVersions" : [ String, ... ],
"Name" : String,
"StreamConfiguration" : StreamConfiguration (p. 5002),
"StudioComponentIds" : [ String, ... ],
"StudioId" : String,
"Tags" : {Key : Value, ...}
}

YAML
Type: AWS::NimbleStudio::LaunchProfile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Ec2SubnetIds:
- String
LaunchProfileProtocolVersions:
- String
Name: String
StreamConfiguration:
StreamConfiguration (p. 5002)
StudioComponentIds:
- String
StudioId: String
Tags:
Key : Value

Properties
Description
시작 프로필에 대해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작성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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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2SubnetIds
EC2 서브넷 모음에 대한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aunchProfileProtocolVersions
시작 프로필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버전 번호입니다. 유일한 유효한 버전은 "2021-03-31"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시작 프로필의 알기 쉬운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Configuration
스트리밍 세션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StreamConfiguration (p. 50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udioComponentIds
이 시작 프로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 구성 요소 모음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udioId
스튜디오 리소스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Nimble Studio에는 다른 모든 리소스가 스튜디오 리소스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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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Fn::GetAtt
LaunchProfileId
시작 프로필 리소스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AWS::NimbleStudio::LaunchProfile StreamConfiguration
스트리밍 세션에 대한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ipboardMode" : String,
"Ec2InstanceTypes" : [ String, ... ],
"MaxSessionLengthInMinutes" : Double,
"StreamingImageIds" : [ String, ... ]

YAML
ClipboardMode: String
Ec2InstanceTypes:
- String
MaxSessionLengthInMinutes: Double
StreamingImageIds:
- String

Properties
ClipboardMode
스트리밍 세션과 스트리밍 클라이언트 간에 복사하여 붙여넣을 수 있는 시스템 클립보드 사용을 활성화
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c2InstanceTypes
이 시작 프로필로 스트리밍 세션을 시작할 때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EC2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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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SessionLengthInMinutes
스트리밍 세션이 실행될 수 있는 시간(분)입니다. 이 시점이 지나면 Nimble Studio가 자동으로 세션을 종
료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eamingImageIds
이 시작 프로필로 스트리밍 세션을 시작할 때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스트리밍 이미지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imbleStudio::StreamingImage
AWS::NimbleStudio::StreamingImage 리소스는 스튜디오에서 스트리밍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스트
리밍 이미지는 Amazon Nimble Studio 스트리밍 세션에서 사용할 운영 체제와 소프트웨어를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NimbleStudio::StreamingImage",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Ec2ImageId" : String,
"Name" : String,
"StudioId" : String,
"Tags" : {Key : Value, ...}
}

YAML
Type: AWS::NimbleStudio::StreamingImage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Ec2ImageId: String
Name: String
StudioId: String
Tags:
Key :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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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scription
스트리밍 이미지에 대해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작성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c2ImageId
스트리밍 이미지를 생성할 EC2 머신 이미지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스트리밍 이미지 리소스의 알기 쉬운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udioId
스튜디오 리소스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Nimble Studio에는 다른 모든 리소스가 스튜디오 리소스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Fn::GetAtt
EulaIds
이 스트리밍 이미지를 사용하여 스트리밍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수락해야 하는 EULA의 ID 목록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500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Nimble Studio

Owner
스트리밍 이미지의 소유자입니다(스트리밍 이미지가 포함된 studioId 또는 Amazon Nimble Studio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의 경우 'amazon').
Platform
스트리밍 이미지의 플랫폼입니다(Windows 또는 LINUX).
StreamingImageId
스트리밍 이미지 리소스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AWS::NimbleStudio::Studio
AWS::NimbleStudio::Studio 리소스는 새 스튜디오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Amazon Nimble Studio에는
다른 모든 리소스가 스튜디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를 생성할 때 관리자 역할과 사용자 역할이라는 두 개의 IAM 역할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
은 사용자가 Amazon Nimble Studio 포털에 로그인할 때 사용됩니다. 포털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사용자 역
할에 AmazonNimbleStudio-StudioUser 관리형 정책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털이 올바르게 작동하려
면 관리자 역할에 AmazonNimbleStudio-StudioAdmin 관리형 정책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StudioEncryptionConfiguration에서 AWS Key Management Service 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Nimble Studio에서, 사용자가 제공하는 리소스 이름, 설명, 초기화 스크립트, 기타 데이터는 항상 저장 시
AWS Key Management Service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키는 AWS에서 소유하며 사
용자를 대신하여 관리합니다. CreateStudio를 호출하여 사용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키를 사용하여 이 데이
터를 암호화할 때 자체 AWS Key Management Service 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생성 중에 AWS
Key Management Service 키를 제공할 때 Amazon Nimble Studio는 사용자 계정에 AWS Key Management
Service 권한을 생성하여 스튜디오 사용자 및 관리자 역할이 이러한 AWS Key Management Service 키에 액
세스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권한을 삭제하면 포털 사용자가 스튜디오에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스튜
디오 AWS Key Management Service 키를 삭제하면 스튜디오에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NimbleStudio::Studio",
"Properties" : {
"AdminRoleArn" : String,
"DisplayName" : String,
"StudioEncryptionConfiguration" : StudioEncryptionConfiguration (p. 5007),
"StudioName" : String,
"Tags" : {Key : Value, ...},
"UserRoleArn" : String
}

YAML
Type: AWS::NimbleStudio::Studio
Properties:
AdminRoleArn: String
DisplayName: String
StudioEncryptionConfiguration:
StudioEncryptionConfiguration (p. 5007)
Studio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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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Key : Value
UserRoleArn: String

Properties
AdminRoleArn
Nimble Studio 포털에 로그인할 때 스튜디오 관리자가 맡는 IAM 역할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playName
스튜디오의 알기 쉬운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udioEncryptionConfiguration
스튜디오에 사용되는 암호화 방법의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udioEncryptionConfiguration (p. 500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udioName
Nimble Studio 포털에서 스튜디오에 액세스할 때 URL에 포함된 스튜디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rRoleArn
Nimble Studio 포털에 로그인할 때 스튜디오 사용자가 맡는 IAM 역할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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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Fn::GetAtt
HomeRegion
스튜디오 리소스가 위치한 AWS Region입니다. 예: us-west-2.
SsoClientId
IAM Identity Center와 통합하는 데 사용되는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 ID로,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가 Amazon Nimble Studio 포털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StudioId
스튜디오 리소스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StudioUrl
스튜디오 리소스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AWS::NimbleStudio::Studio StudioEncryptionConfiguration
스튜디오에 사용되는 암호화 방법의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Arn" : String,
"KeyType" : String

YAML
KeyArn: String
KeyType: String

Properties
KeyArn
스튜디오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KMS 키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Type
스튜디오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KMS 키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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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imbleStudio::StudioComponent
AWS::NimbleStudio::StudioComponent 리소스는 스튜디오의 사용자 및 워크플로에서 사용하는 네트
워크 리소스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인 스튜디오에는 렌더 팜, Active Directory, 라이선스 서비스, 공유 파일 시
스템 등의 스튜디오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구성 요소에 대한 액세스는 리소스 그리고 해당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 그룹을 지정하여 관리됩니
다.
스튜디오 구성 요소에는 GetLaunchProfileInitialization에서 반환하는 초기화 스크립트 세트도 있
습니다. 이러한 초기화 스크립트는 시작 시 스트리밍 세션에서 실행됩니다. 사용자가 스트리밍 세션에서 스
튜디오 리소스를 구성하는 방법을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NimbleStudio::StudioComponent",
"Properties" : {
"Configuration" : StudioComponentConfiguration (p. 5015),
"Description" : String,
"Ec2SecurityGroupIds" : [ String, ... ],
"InitializationScripts" : [ StudioComponentInitializationScript (p. 5016), ... ],
"Name" : String,
"ScriptParameters" : [ ScriptParameterKeyValue (p. 5013), ... ],
"StudioId" : String,
"Subtype" : String,
"Tags" : {Key : Value, ...},
"Type" : String
}

YAML
Type: AWS::NimbleStudio::StudioComponent
Properties:
Configuration:
StudioComponentConfiguration (p. 5015)
Description: String
Ec2SecurityGroupIds:
- String
InitializationScripts:
- StudioComponentInitializationScript (p. 5016)
Name: String
ScriptParameters:
- ScriptParameterKeyValue (p. 5013)
StudioId: String
Subtype: String
Tags:
Key : Value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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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onfiguration
구성 요소 유형에 따른 스튜디오 구성 요소의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udioComponentConfiguration (p. 501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스튜디오 구성 요소 리소스에 대해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작성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c2SecurityGroupIds
스튜디오 구성 요소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EC2 보안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itializationScripts
스튜디오 구성 요소의 초기화 스크립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udioComponentInitializationScript (p. 501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스튜디오 구성 요소 리소스의 알기 쉬운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riptParameters
스튜디오 구성 요소 스크립트의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riptParameterKeyValue (p. 501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udioId
스튜디오 리소스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Nimble Studio에는 다른 모든 리소스가 스튜디오 리소스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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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type
스튜디오 구성요소의 특정 하위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
스튜디오 구성 요소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Fn::GetAtt
StudioComponentId
스튜디오 구성 요소 리소스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AWS::NimbleStudio::StudioComponent ActiveDirectoryComputerAttribute
이름:값 쌍의 형태로 된 Active Directory 컴퓨터 계정의 LDAP 특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Name" : String,
"Valu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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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Nam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Name
LDAP 속성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LDAP 속성의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imbleStudio::StudioComponent ActiveDirectoryConfiguration
Microsoft Active Directory(Microsoft AD) 스튜디오 리소스에 대한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puterAttributes" : [ ActiveDirectoryComputerAttribute (p. 5010), ... ],
"DirectoryId" : String,
"OrganizationalUnitDistinguishedName" : String

YAML
ComputerAttributes:
- ActiveDirectoryComputerAttribute (p. 5010)
DirectoryId: String
OrganizationalUnitDistinguishedName: String

Properties
ComputerAttributes
Active Directory 컴퓨터에 대한 사용자 지정 속성의 모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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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ctiveDirectoryComputerAttribute (p. 501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rectoryId
이 스튜디오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액세스할 AWS Directory Service for Microsoft Active Directory의 디
렉터리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ganizationalUnitDistinguishedName
Active Directory 컴퓨터의 DN(고유 이름)및 OU(조직 구성 단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imbleStudio::StudioComponent ComputeFarmConfiguration
스튜디오 리소스와 연결된 렌더 팜의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veDirectoryUser" : String,
"Endpoint" : String

YAML
ActiveDirectoryUser: String
Endpoint: String

Properties
ActiveDirectoryUser
ComputeFarm 작업자 인스턴스에서 사용되는 Active Directory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point
스튜디오 구성 요소 리소스에서 액세스하는 ComputeFarm의 엔드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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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imbleStudio::StudioComponent LicenseServiceConfiguration
스튜디오 리소스와 연결된 라이선스 서비스에 대한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point" : String

YAML
Endpoint: String

Properties
Endpoint
스튜디오 구성 요소 리소스에서 액세스하는 라이선스 서비스의 엔드포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imbleStudio::StudioComponent ScriptParameterKeyValue
키:값 쌍의 형태로 된 스튜디오 구성 요소 스크립트의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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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Key
스크립트 파라미터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스크립트 파라미터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imbleStudio::StudioComponent SharedFileSystemConfiguration
스튜디오 리소스와 연결된 공유 파일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point" : String,
"FileSystemId" : String,
"LinuxMountPoint" : String,
"ShareName" : String,
"WindowsMountDrive" : String

YAML
Endpoint: String
FileSystemId: String
LinuxMountPoint: String
ShareName: String
WindowsMountDrive: String

Properties
Endpoint
스튜디오 구성 요소 리소스가 액세스하는 공유 파일 시스템의 엔드포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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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SystemId
파일 시스템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nuxMountPoint
Linux 가상 워크스테이션에 있는 공유 파일 시스템의 탑재 위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areName
파일 공유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indowsMountDrive
Windows 가상 워크스테이션에 있는 공유 파일 시스템의 탑재 위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imbleStudio::StudioComponent StudioComponentConfiguration
구성 요소 유형에 따른 스튜디오 구성 요소의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veDirectoryConfiguration" : ActiveDirectoryConfiguration (p. 5011),
"ComputeFarmConfiguration" : ComputeFarmConfiguration (p. 5012),
"LicenseServiceConfiguration" : LicenseServiceConfiguration (p. 5013),
"SharedFileSystemConfiguration" : SharedFileSystemConfiguration (p. 5014)

YAML
ActiveDirectoryConfiguration:
ActiveDirectoryConfiguration (p. 5011)
ComputeFarmConfiguration:
ComputeFarmConfiguration (p. 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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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ServiceConfiguration:
LicenseServiceConfiguration (p. 5013)
SharedFileSystemConfiguration:
SharedFileSystemConfiguration (p. 5014)

Properties
ActiveDirectoryConfiguration
Microsoft Active Directory(Microsoft AD) 스튜디오 리소스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tiveDirectoryConfiguration (p. 50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puteFarmConfiguration
스튜디오 리소스와 연결된 렌더 팜의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mputeFarmConfiguration (p. 50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censeServiceConfiguration
스튜디오 리소스와 연결된 라이선스 서비스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icenseServiceConfiguration (p. 50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aredFileSystemConfiguration
스튜디오 리소스와 연결된 공유 파일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haredFileSystemConfiguration (p. 501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NimbleStudio::StudioComponent StudioComponentInitializationScript
스튜디오 구성 요소의 초기화 스크립트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aunchProfileProtocolVersion" : String,
"Platform" : String,
"RunContext" : String,
"Script"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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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LaunchProfileProtocolVersion: String
Platform: String
RunContext: String
Script: String

Properties
LaunchProfileProtocolVersion
시작 프로필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버전 번호입니다. 유일한 유효한 버전은 "2021-03-31"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latform
초기화 스크립트의 플랫폼입니다(Windows 또는 Linux).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nContext
초기화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ript
초기화 스크립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OpsWorks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
•
•
•

AWS::OpsWorks::App (p. 5018)
AWS::OpsWorks::ElasticLoadBalancerAttachment (p. 5026)
AWS::OpsWorks::Instance (p. 5027)
AWS::OpsWorks::Layer (p. 5039)
AWS::OpsWorks::Stack (p. 5057)

• AWS::OpsWorks::UserProfile (p. 5074)
• AWS::OpsWorks::Volume (p. 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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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OpsWorks::App
지정된 스택에 대한 앱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Creating Apps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필수 권한: 이 작업을 사용하려면 IAM 사용자에게 스택에 대한 권한 수준 관리 또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
하는 연결된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권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OpsWorks::App",
"Properties" : {
"AppSource" : Source (p. 5023),
"Attributes" : {Key : Value, ...},
"DataSources" : [ DataSource (p. 5021), ... ],
"Description" : String,
"Domains" : [ String, ... ],
"EnableSsl" : Boolean,
"Environment" : [ EnvironmentVariable (p. 5022), ... ],
"Name" : String,
"Shortname" : String,
"SslConfiguration" : SslConfiguration (p. 5025),
"StackId" : String,
"Type" : String
}

YAML
Type: AWS::OpsWorks::App
Properties:
AppSource:
Source (p. 5023)
Attributes:
Key : Value
DataSources:
- DataSource (p. 5021)
Description: String
Domains:
- String
EnableSsl: Boolean
Environment:
- EnvironmentVariable (p. 5022)
Name: String
Shortname: String
SslConfiguration:
SslConfiguration (p. 5025)
StackId: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AppSource
앱 리포지토리를 지정하는 Source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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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ource (p. 50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ttributes
스택 속성에 추가되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정의 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Sources
앱의 데이터 소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ource (p. 502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앱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s
여러 도메인이 쉼표로 구분된 앱 가상 호스트 설정입니다. 예: 'www.example.com, example.com'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Ssl
앱에 SSL을 사용할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vironment
앱과 연결할 환경 변수를 지정하는 EnvironmentVariable 객체의 어레이입니다. 앱을 배포하면 이러
한 변수가 연결된 앱 서버 인스턴스에 정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 변수를 참조하십시오.
환경 변수의 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변수의 이름, 값, 보호되는 플래그 값을 포함한 연결
된 데이터 구조의 크기는 20K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한도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용 사례
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Environment: is too large (maximum is 20KB)"라는 메시지와
함께 예외가 발생합니다.

Note
환경 변수를 하나 이상 지정한 경우, 스택의 Chef 버전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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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EnvironmentVariable (p. 502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앱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ortname
앱의 짧은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slConfiguration
SSL 구성이 있는 SslConfiguration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slConfiguration (p. 50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ckId
스택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
앱 유형입니다. 지원되는 각 유형은 특정 계층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PHP 애플리케이션은 PHP 계층
과 연결됩니다. AWS OpsWorks Stacks는 애플리케이션을 해당 계층의 멤버인 그러한 인스턴스에 배포
합니다. 앱이 표준 유형이 아니거나 자체 Deploy 레시피를 구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other를 지정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ws-flow-ruby | java | nodejs | other | php | rails | stati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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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myApp" }
AWS OpsWorks 스택 myApp의 경우 Ref에서는 AWS OpsWorks의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템플릿 코드 조각
다음 코드 조각에서는 Git 리포지토리의 PHP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AWS OpsWorks 앱을 생성합니다.

JSON
"myApp" : {
"Type" : "AWS::OpsWorks::App",
"Properties" : {
"StackId" : {"Ref":"myStack"},
"Type" : "php",
"Name" : "myPHPapp",
"AppSource" : {
"Type" : "git",
"Url" : "git://github.com/amazonwebservices/opsworks-demo-php-simple-app.git",
"Revision" : "version1"
}
}
}

YAML
myApp:
Type: "AWS::OpsWorks::App"
Properties:
StackId:
Ref: "myStack"
Type: "php"
Name: "myPHPapp"
AppSource:
Type: "git"
Url: "git://github.com/amazonwebservices/opsworks-demo-php-simple-app.git"
Revision: "version1"

참고 항목
• AWS OpsWorks API 참조의 CreateApp.
• AWS OpsWorks 사용 설명서의 앱 추가.

AWS::OpsWorks::App DataSource
앱의 데이터 소스를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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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n" : String,
"DatabaseName" : String,
"Type" : String

YAML
Arn: String
DatabaseName: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Arn
데이터 소스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Name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데이터 소스의 유형입니다(AutoSelectOpsworksMysqlInstance, OpsworksMysqlInstance,
RdsDbInstance 또는 Non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OpsWorks::App EnvironmentVariable
앱의 환경 변수를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Secure" : Boolean,
"Valu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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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Key: String
Secure: Boolean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필수) 환경 변수 이름이며, 최대 64자를 사용할 수 있고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이름은 대문자, 소문
자, 숫자, 밑줄(_)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름이 문자나 밑줄로 시작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e
(선택 사항) DescribeApps 작업을 통해 변수 값이 반환되는지 여부입니다. 환경 변수 값을 숨기려면
Secure를 true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DescribeApps가 실제 값 대신 *****FILTERED*****를 반
환합니다. Secure의 기본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선택 사항) 환경 변수의 값으로서, 비워 둘 수 있습니다. 값을 지정할 경우 최대 256자를 포함할 수 있으
며, 모두 인쇄 가능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OpsWorks::App Source
리포지토리에서 앱 또는 쿡북을 검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앱 생성 또는 사용자
지정 레시시 및 쿡북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ssword" : String,
"Revision" : String,
"SshKey" : String,
"Type" : String,
"Url" : String,
"User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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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Password: String
Revision: String
SshKey: String
Type: String
Url: String
Username: String

Properties
Password
요청에 포함할 경우 파라미터는 리포지토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Amazon S3 번들의 경우 Password를 적절한 IAM 보안 액세스 키로 설정합니다.
• HTTP 번들 및 하위 버전 리포지토리의 경우 Password를 암호로 설정합니다.
IAM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s://docs.aws.amazon.com/general/
latest/gr/aws-access-keys-best-practices.html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응답으로 AWS OpsWorks Stacks는 실제 값 대신 *****FILTERED*****를 반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vision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입니다. AWS OpsWorks Stacks를 사용하면 새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
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배포될 수 있는 다양한 버전을 나타내는 분기 또는 개정을 리포지토리에 포
함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shKey
요청에서 리포지토리의 SSH 키입니다.
응답으로 AWS OpsWorks Stacks는 실제 값 대신 *****FILTERED*****를 반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리포지토리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rchive | git | s3 | sv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502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OpsWorks

Url
소스 URL입니다. Amazon S3 소스 URL의 예: https://s3.amazonaws.com/opsworks-demobucket/opsworks_cookbook_demo.tar.gz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
이 파라미터는 리포지토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Amazon S3 번들의 경우 Username를 적절한 IAM 액세스 키 ID로 설정합니다.
• HTTP 번들, Git 리포지토리 및 하위 버전 리포지토리의 경우 Username를 사용자 이름으로 설정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OpsWorks::App SslConfiguration
앱의 SSL 구성을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ertificate" : String,
"Chain" : String,
"PrivateKey" : String

YAML
Certificate: String
Chain: String
PrivateKey: String

Properties
Certificate
인증서의 domain.crt 파일 내용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hain
선택 사항입니다. 중간 인증서 발급 기관 키 또는 클라이언트 인증을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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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vateKey
프라이빗 키로서, 인증서의 domain.kex 파일 내용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OpsWorks::ElasticLoadBalancerAttachment
Elastic Load Balancing 로드 밸런서를 지정한 AWS OpsWorks 계층에 연결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OpsWorks::ElasticLoadBalancerAttachment",
"Properties" : {
"ElasticLoadBalancerName" : String,
"LayerId" : String
}

YAML
Type: AWS::OpsWorks::ElasticLoadBalancerAttachment
Properties:
ElasticLoadBalancerName: String
LayerId: String

Properties
ElasticLoadBalancerName
Elastic Load Balancing 인스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yerId
Elastic Load Balancing 로드 밸런서가 연결된 AWS OpsWorks 계층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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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템플릿 코드 조각
다음 코드는 AWS OpsWorks 계층에 대한 로드 밸런서 연결을 지정합니다. 두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템플
릿 내의 다른 곳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JSON
"ELBAttachment" : {
"Type" : "AWS::OpsWorks::ElasticLoadBalancerAttachment",
"Properties" : {
"ElasticLoadBalancerName" : { "Ref" : "ELB" },
"LayerId" : { "Ref" : "Layer" }
}
}

YAML
ELBAttachment:
Type: "AWS::OpsWorks::ElasticLoadBalancerAttachment"
Properties:
ElasticLoadBalancerName:
Ref: "ELB"
LayerId:
Ref: "Layer"

참고 항목
• AWS OpsWorks API 참조의 AttachElasticLoadBalancer
• AWS OpsWorks 사용 설명서의 Elastic Load Balancing 계층.

AWS::OpsWorks::Instance
지정된 스택에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층에 인스턴스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필수 권한: 이 작업을 사용하려면 IAM 사용자에게 스택에 대한 권한 수준 관리 또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
하는 연결된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권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OpsWorks::Instance",
"Properties" : {
"AgentVersion" : String,
"AmiId" : String,
"Architecture" : String,
"AutoScalingType" : String,
"AvailabilityZone" : String,
"BlockDeviceMappings" : [ BlockDeviceMapping (p. 5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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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sOptimized" : Boolean,
"ElasticIps" : [ String, ... ],
"Hostname" : String,
"InstallUpdatesOnBoot" : Boolean,
"InstanceType" : String,
"LayerIds" : [ String, ... ],
"Os" : String,
"RootDeviceType" : String,
"SshKeyName" : String,
"StackId" : String,
"SubnetId" : String,
"Tenancy" : String,
"TimeBasedAutoScaling" : TimeBasedAutoScaling (p. 5037),
"VirtualizationType" : String,
"Volumes" : [ String, ... ]

YAML
Type: AWS::OpsWorks::Instance
Properties:
AgentVersion: String
AmiId: String
Architecture: String
AutoScalingType: String
AvailabilityZone: String
BlockDeviceMappings:
- BlockDeviceMapping (p. 5035)
EbsOptimized: Boolean
ElasticIps:
- String
Hostname: String
InstallUpdatesOnBoot: Boolean
InstanceType: String
LayerIds:
- String
Os: String
RootDeviceType: String
SshKeyName: String
StackId: String
SubnetId: String
Tenancy: String
TimeBasedAutoScaling:
TimeBasedAutoScaling (p. 5037)
VirtualizationType: String
Volumes:
- String

Properties
AgentVersion
기본 AWS OpsWorks Stacks 에이전트 버전입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INHERIT - 스택의 기본 에이전트 버전 설정을 사용합니다.
• version_number - 지정된 에이전트 버전을 사용합니다. 이 값은 스택의 기본 설정을 재정의합니다.
에이전트 버전을 업데이트하려면 인스턴스 구성을 편집하고 새 버전을 지정합니다. AWS OpsWorks
Stacks는 인스턴스에 해당 버전을 설치합니다.
기본 설정은 INHERIT입니다. 에이전트 버전을 지정하려면 콘솔에 표시된 약식 번호가 아니라, 전체 버
전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에이전트 버전 번호 목록을 보려면 DescribeAgentVersions를
호출합니다. AgentVersion은 Chef 12.2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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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iId
인스턴스를 만드는 데 사용할 사용자 지정 AMI ID입니다. AMI는 지원되는 운영 체제 중 하나에 기반해
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AMI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Note
사용자 지정 AMI를 지정하는 경우, Os를 Custom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rchitecture
인스턴스 아키텍처입니다. 기본 옵션은 x86_64입니다. 인스턴스 유형은 두 아키텍처를 모두 지원할 필
요는 없습니다. 여러 인스턴스 유형이 지원하는 아키텍처 목록은 인스턴스 패밀리 및 유형을 참조하십시
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386 | x86_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oScalingType
로드 기반 또는 시간 기반 인스턴스의 경우 유형입니다. Windows 스택은 시간 기반 인스턴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load | timer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vailabilityZone
us-east-2a와 같은 AWS OpsWorks 인스턴스의 가용 영역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lockDeviceMappings
인스턴스의 블록 디바이스를 지정하는 BlockDeviceMapping 객체의 어레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
록 디바이스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AMI에는 블록 디바이스 매핑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lockDeviceMapping (p. 503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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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EbsOptimized
Amazon EBS 최적 인스턴스를 만들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lasticIps
인스턴스와 연결할 탄력적 IP 주소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name
인스턴스 호스트 이름입니다. 다음은 인스턴스 호스트 이름에 대한 문자 수 제한입니다.
• Linux 기반 인스턴스: 63자
• Windows 기반 인스턴스: 15자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llUpdatesOnBoot
인스턴스 부팅 시 운영 체제 및 패키지 업데이트 설치 여부입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업데이
트가 설치되는 시기를 제어하려면 이 값을 false로 설정합니다. CreateDeployment를 사용하여
update_dependencies 스택 명령을 실행하거나 인스턴스에서 yum(Amazon Linux) 또는 aptget(Ubuntu)을 수동으로 실행하여 인스턴스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Note
인스턴스가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갖도록 하려면 기본값인 true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Type
인스턴스 유형. 예: t2.micro. 지원되는 인스턴스 유형 목록을 보려면 콘솔에서 스택을 열고 인스턴
스를 선택하고 +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크기 목록에는 현재 지원되는 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인스턴스 패밀리 및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다양한 유형을 지정하는 데 사용하는 파라미터 값
은 사용 가능한 인스턴스 유형 테이블의 API 이름 열에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yerIds
인스턴스의 계층 ID를 포함하는 어레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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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s
인스턴스의 운영 체제로, 다음 중 하나로 설정해야 합니다.
• 지원되는 Linux 운영 체제: Amazon Linux 버전(예: Amazon Linux 2, Amazon Linux 2018.03,
Amazon Linux 2017.09, Amazon Linux 2017.03, Amazon Linux 2016.09, Amazon
Linux 2016.03, Amazon Linux 2015.09 또는 Amazon Linux 2015.03)
• 지원되는 Ubuntu 운영 체제(예: Ubuntu 18.04 LTS, Ubuntu 16.04 LTS, Ubuntu 14.04 LTS
또는 Ubuntu 12.04 LTS)
• CentOS Linux 7
• Red Hat Enterprise Linux 7
• 지원되는 Windows 운영 체제(예: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Base,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with SQL Server Express,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with SQL Server Standard 또는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with
SQL Server Web).
• 사용자 지정 AMI: Custom.
일부 버전의 Chef에서는 일부 운영 체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운영 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AWS OpsWorks Stacks 운영 체제를 참조하세요.
기본 옵션은 현재 Amazon Linux 버전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Custom으로 설정하는 경우,
CreateInstance 작업의 AmiId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사용하려는 사용자 지정 AMI를 지정해야 합니다.
값이 Custom인 경우 블록 디바이스 매핑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AWS OpsWorks 스택에서 사용자 지정
AM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AMI 사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otDeviceType
인스턴스 루트 디바이스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루트 디바이스 스토리지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bs | instance-stor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shKeyName
인스턴스의 Amazon EC2 키-페어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ckId
스택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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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
인스턴스 서브넷의 ID입니다. 스택이 VPC에서 실행 중인 경우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스택의 기본 서
브넷 ID 값을 재정의하고 AWS OpsWorks Stacks에 다른 서브넷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enancy
인스턴스의 테넌시 옵션입니다. 기본 옵션은 테넌시 없음이거나, 인스턴스가 VPC에서 실행되는 경우
VPC에서 테넌시 설정을 상속합니다. 이 파라미터에 유효한 값은 dedicated, default 또는 host입
니다. 테넌시 옵션 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있으므로, 인스턴스의 테넌시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 호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호스트 개요 및 Amazon EC2 전용 호스트를 참
조하십시오. 전용 인스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인스턴스 및 Amazon EC2 전용 인스턴스를 참조
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imeBasedAutoScaling
인스턴스에 대한 시간 기반 조정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imeBasedAutoScaling (p. 5037)
허용된 값: load | timer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irtualizationType
인스턴스의 가상화 유형입니다(paravirtual 또는 hvm).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olumes
인스턴스에 연결할 AWS OpsWorks 볼륨 ID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OpsWorks::Volume 섹
션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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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 "Ref": "myInstance1" }
AWS OpsWorks 인스턴스 myInstance1의 경우 Ref는 AWS OpsWorks 인스턴스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vailabilityZone
us-east-2a와 같은 AWS OpsWorks 인스턴스의 가용 영역입니다.
PrivateDnsName
AWS OpsWorks 인스턴스의 프라이빗 DNS 이름입니다.
PrivateIp
AWS OpsWorks 인스턴스의 프라이빗 IP 주소입니다(예: 192.0.2.0).
PublicDnsName
AWS OpsWorks 인스턴스의 퍼블릭 DNS 이름입니다.
PublicIp
AWS OpsWorks 인스턴스의 퍼블릭 IP 주소입니다(예: 192.0.2.0).

Note
AWS OpsWorks 인스턴스가 퍼블릭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는 AWS OpsWorks 계층에 있
는 경우에만 이 속성을 사용합니다.

예제
기본 OpsWorks 인스턴스 생성
다음 예에서는 myStack AWS OpsWorks 스택 및 myLayer AWS OpsWorks 계층과 연결되는 AWS
OpsWorks 인스턴스 두 개를 생성합니다.

JSON
"myInstance1" : {
"Type" : "AWS::OpsWorks::Instance",
"Properties" : {
"StackId" : {"Ref":"myStack"},
"LayerIds" : [{"Ref":"myLayer"}],
"InstanceType" : "m1.small"
}
},
"myInstance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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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OpsWorks::Instance",
"Properties" : {
"StackId" : {"Ref":"myStack"},
"LayerIds" : [{"Ref":"myLayer"}],
"InstanceType" : "m1.small"
}

YAML
myInstance1:
Type: "AWS::OpsWorks::Instance"
Properties:
StackId:
Ref: "myStack"
LayerIds:
Ref: "myLayer"
InstanceType: "m1.small"
myInstance2:
Type: "AWS::OpsWorks::Instance"
Properties:
StackId:
Ref: "myStack"
LayerIds:
Ref: "myLayer"
InstanceType: "m1.small"

시간 기반 Auto Scaling 인스턴스 정의
다음 예에서 DBInstance 인스턴스는 금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 UTC 1200~1600 사이 4시간 동안 온라인
상태입니다. 그 외 모든 시간 및 요일에는 이 인스턴스가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JSON
"DBInstance" : {
"Type" : "AWS::OpsWorks::Instance",
"Properties" : {
"AutoScalingType" : "timer",
"StackId" : {"Ref":"Stack"},
"LayerIds" : [{"Ref":"DBLayer"}],
"InstanceType" : "m1.small",
"TimeBasedAutoScaling" : {
"Friday" : { "12" : "on", "13" : "on", "14" : "on", "15" : "on" },
"Saturday" : { "12" : "on", "13" : "on", "14" : "on", "15" : "on" },
"Sunday" : { "12" : "on", "13" : "on", "14" : "on", "15" : "on" }
}
}
}

YAML
DBInstance:
Type: "AWS::OpsWorks::Instance"
Properties:
AutoScalingType: "timer"
StackId:
Ref: "Stack"
LayerIds:
- Ref: "DB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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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Type: "m1.small"
TimeBasedAutoScaling:
Friday:
"12": "on"
"13": "on"
"14": "on"
"15": "on"
Saturday:
"12": "on"
"13": "on"
"14": "on"
"15": "on"
Sunday:
"12": "on"
"13": "on"
"14": "on"
"15": "on"

참고 항목
• AWS OpsWorks API 참조의 CreateInstance
• AWS OpsWorks 사용 설명서의 계층에 인스턴스 추가.

AWS::OpsWorks::Instance BlockDeviceMapping
블록 디바이스 매핑을 기술합니다. 이 데이터 형식은 Amazon EC2 BlockDeviceMapping 데이터 형식에 직접
매핑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viceName" : String,
"Ebs" : EbsBlockDevice (p. 5036),
"NoDevice" : String,
"VirtualName" : String

YAML
DeviceName: String
Ebs:
EbsBlockDevice (p. 5036)
NoDevice: String
VirtualName: String

Properties
DeviceName
인스턴스에 공개되는 디바이스의 이름입니다(예: /dev/sdh). 루트 디바이스의 경우 명시적 디바이스
이름을 사용하거나, 이 파라미터를 ROOT_DEVICE로 설정해야 AWS OpsWorks Stacks가 올바른 디바이
스 이름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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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bs
인스턴스가 시작될 때 Amazon EBS 볼륨을 구성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EBSBlockDevice입니다.
VirtualName 또는 Ebs를 지정할 수 있지만 둘 다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EbsBlockDevice (p. 50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Device
AMI의 블록 디바이스 매핑에 포함된 지정된 디바이스를 억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rtualName
가상 디바이스 이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BlockDeviceMapping을 참조하십시오. VirtualName 또는
Ebs를 지정할 수 있지만 둘 다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OpsWorks::Instance EbsBlockDevice
Amazon EBS 볼륨을 기술합니다. 이 데이터 형식은 Amazon EC2 EbsBlockDevice 데이터 형식에 매핑됩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leteOnTermination" : Boolean,
"Iops" : Integer,
"SnapshotId" : String,
"VolumeSize" : Integer,
"VolumeType" : String

YAML
DeleteOnTermination: Boolean
Iops: Integer
SnapshotId: String
VolumeSize: Integer
Volume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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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leteOnTermination
인스턴스 종료 시 볼륨이 삭제되는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ops
볼륨이 지원하는 초당 I/O 작업 수(IOPS)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BlockDevice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apshotId
스냅샷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Size
볼륨 크기(GiB)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BlockDevice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Type
볼륨 유형입니다. 범용 (SSD) 볼륨의 경우 gp2, 프로비저닝된 IOPS(SSD) 볼륨의 경우 io1, 처리
량 최적화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HDD)의 경우 st1, 콜드 HDD의 경우 sc1, 마그네틱 볼륨의 경우
standard입니다.
io1 볼륨 유형의 지정할 경우 Iops 속성에도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요청된 볼륨 크기(단위: GiB)에 대
한 프로비저닝된 IOPS의 비율은 최대 50:1입니다. AWS는 AMI 속성에 지정된 기본 볼륨 크기(GiB)를 사
용하여 IOPS를 50 x (볼륨 크기)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p2 | io1 | standar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OpsWorks::Instance TimeBasedAutoScaling
인스턴스의 시간 기반 자동 조정 구성을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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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riday" : {Key : Value, ...},
"Monday" : {Key : Value, ...},
"Saturday" : {Key : Value, ...},
"Sunday" : {Key : Value, ...},
"Thursday" : {Key : Value, ...},
"Tuesday" : {Key : Value, ...},
"Wednesday" : {Key : Value, ...}

YAML
Friday:
Key : Value
Monday:
Key : Value
Saturday:
Key : Value
Sunday:
Key : Value
Thursday:
Key : Value
Tuesday:
Key : Value
Wednesday:
Key : Value

Properties
Friday
금요일 일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nday
월요일 일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turday
토요일 일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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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일요일 일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ursday
목요일 일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uesday
화요일 일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dnesday
수요일 일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OpsWorks::Layer
계층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How to Create a Layer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Note
비 사용자 지정 계층 유형(예: PHP 앱 서버)에는 스택에 해당 유형의 기존 계층이 없는 경우에
만 CreateLayer를 사용해야 합니다. 스택에는 각 비 사용자 지정 계층의 인스턴스가 최대 하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스턴스를 만들려고 시도하면 CreateLayer가 실패합니다. 스택에
는 임의의 수의 사용자 지정 계층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층 유형에 대해 원하는 횟수만큼
CreateLayer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필수 권한: 이 작업을 사용하려면 IAM 사용자에게 스택에 대한 권한 수준 관리 또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
하는 연결된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권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OpsWorks::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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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
"Attributes" : {Key : Value, ...},
"AutoAssignElasticIps" : Boolean,
"AutoAssignPublicIps" : Boolean,
"CustomInstanceProfileArn" : String,
"CustomJson" : Json,
"CustomRecipes" : Recipes (p. 5053),
"CustomSecurityGroupIds" : [ String, ... ],
"EnableAutoHealing" : Boolean,
"InstallUpdatesOnBoot" : Boolean,
"LifecycleEventConfiguration" : LifecycleEventConfiguration (p. 5051),
"LoadBasedAutoScaling" : LoadBasedAutoScaling (p. 5052),
"Name" : String,
"Packages" : [ String, ... ],
"Shortname" : String,
"StackId" : String,
"Tags" : [ Tag, ... ],
"Type" : String,
"UseEbsOptimizedInstances" : Boolean,
"VolumeConfigurations" : [ VolumeConfiguration (p. 5055), ... ]
}

YAML
Type: AWS::OpsWorks::Layer
Properties:
Attributes:
Key : Value
AutoAssignElasticIps: Boolean
AutoAssignPublicIps: Boolean
CustomInstanceProfileArn: String
CustomJson:
Json
CustomRecipes:
Recipes (p. 5053)
CustomSecurityGroupIds:
- String
EnableAutoHealing: Boolean
InstallUpdatesOnBoot: Boolean
LifecycleEventConfiguration:
LifecycleEventConfiguration (p. 5051)
LoadBasedAutoScaling:
LoadBasedAutoScaling (p. 5052)
Name: String
Packages:
- String
Shortname: String
StackId: String
Tags:
- Tag
Type: String
UseEbsOptimizedInstances: Boolean
VolumeConfigurations:
- VolumeConfiguration (p. 5055)

Properties
Attributes
스택 속성에 추가되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정의 키-값 페어입니다.
클러스터 계층을 만들려면 EcsClusterArn 속성을 클러스터의 ARN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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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oAssignElasticIps
탄력적 IP 주소를 계층의 인스턴스에 자동으로 할당할지 여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ow to Edit a
Layer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oAssignPublicIps
VPC에서 실행하는 스택의 경우 퍼블릭 IP 주소를 계층의 인스턴스에 자동으로 할당할지 여부입니다. 자
세한 내용은 How to Edit a Layer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InstanceProfileArn
계층의 EC2 인스턴스에 사용할 IAM 프로필의 ARN입니다. IAM AR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ing
Identifiers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Json
계층의 인스턴스에 설치될 사용자 지정 스택 구성과 배포 속성을 포함하는 JSON 형식의 문자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JSON 사용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이 기능은 AWS CLI의 버전 1.7.42부터 지
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Recipes
계층 사용자 지정 레시피를 지정하는 LayerCustomRecipes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cipes (p. 50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SecurityGroupIds
계층 사용자 지정 보안 그룹 ID를 포함하는 어레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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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AutoHealing
계층에 대해 자동 복구를 비활성화할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llUpdatesOnBoot
인스턴스 부팅 시 운영 체제 및 패키지 업데이트 설치 여부입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업데이
트가 설치되는 시기를 제어하려면 이 값을 false로 설정합니다. CreateDeployment를 사용하여
update_dependencies 스택 명령을 실행하거나 인스턴스에서 yum(Amazon Linux) 또는 aptget(Ubuntu)을 수동으로 실행하여 인스턴스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Note
인스턴스가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갖도록 하려면 기본값인 true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fecycleEventConfiguration
실행 제한 시간을 지정하고 Elastic Load Balancer 연결 드레이닝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도록
Shutdown 이벤트를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LifeCycleEventConfiguration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ifecycleEventConfiguration (p. 505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adBasedAutoScaling
AWS OpsWorks 계층에 대한 로드 기반 조정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adBasedAutoScaling (p. 505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콘솔에서 사용하는 계층 이름입니다. 계층 이름은 최대 32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ckages
계층 패키지를 설명하는 Package 객체의 어레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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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ortname
사용자 지정 계층에 한해,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AWS OpsWorks Stacks 및 Chef 레시피에서 내부적
으로 사용하는 계층의 짧은 이름을 지정합니다. 짧은 이름은 앱 파일이 설치되는 디렉터리의 이름으로도
사용됩니다. 이름은 최대 32자일 수 있으며 영숫자 문자, '-', '_' 및 '.'로 제한됩니다.
기본 제공 계층의 짧은 이름은 AWS OpsWorks Stacks에 의해 정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층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ckId
계층 스택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이 AWS OpsWorks 계층에 연결할 태그 세트(키-값 페어)를 하나 이상 지정합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리
소스를 관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계층 유형입니다. 스택에는 동일한 유형의 기본 제공 계층이 두 개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계층은 사용
자 지정 계층을 여러 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 계층은 Chef 12 스택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ws-flow-ruby | custom | db-master | ecs-cluster | java-app | lb |
memcached | monitoring-master | nodejs-app | php-app | rails-app | web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EbsOptimizedInstances
Amazon EBS 최적 인스턴스를 사용할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Configurations
계층의 Amazon EBS 볼륨을 설명하는 VolumeConfigurations 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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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VolumeConfiguration (p. 505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 "Ref": "myLayer" }
AWS OpsWorks 계층 myLayer의 경우 Ref는 AWS OpsWorks 계층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OpsWorks PHP 계층
다음 코드 조각은 myStack AWS OpsWorks 스택과 연결되는 AWS OpsWorks PHP 계층을 생성합니다. 계
층은 myApp AWS OpsWorks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릅니다.

JSON
"myLayer": {
"Type": "AWS::OpsWorks::Layer",
"DependsOn": "myApp",
"Properties": {
"StackId": {"Ref": "myStack"},
"Type": "php-app",
"Shortname" : "php-app",
"EnableAutoHealing" : "true",
"AutoAssignElasticIps" : "false",
"AutoAssignPublicIps" : "true",
"Name": "MyPHPApp"
}
}

YAML
myLayer:
Type: "AWS::OpsWorks::Layer"
DependsOn: "myApp"
Properties:
StackId:
Ref: "myStack"
Type: "php-app"
Shortname: "php-app"
EnableAutoHealing: "true"
AutoAssignElasticIps: "false"
AutoAssignPublicIps: "true"
Name: "MyPHPApp"

로드 기반 Auto Scaling 계층
다음 코가 조각은 myStack AWS OpsWorks 스택과 연결되는 로드 기반 Auto Scaling AWS OpsWorks PHP
계층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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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myLayer": {
"Type": "AWS::OpsWorks::Layer",
"DependsOn": "myApp",
"Properties": {
"StackId": {"Ref": "myStack"},
"Type": "php-app",
"Shortname" : "php-app",
"EnableAutoHealing" : "true",
"AutoAssignElasticIps" : "false",
"AutoAssignPublicIps" : "true",
"Name": "MyPHPApp",
"LoadBasedAutoScaling" : {
"Enable" : "true",
"UpScaling" : {
"InstanceCount" : 1,
"ThresholdsWaitTime" : 1,
"IgnoreMetricsTime" : 1,
"CpuThreshold" : 70.0,
"MemoryThreshold" : 30.0,
"LoadThreshold" : 0.7
},
"DownScaling" : {
"InstanceCount" : 1,
"ThresholdsWaitTime" : 1,
"IgnoreMetricsTime" : 1,
"CpuThreshold" : 30.0,
"MemoryThreshold" : 70.0,
"LoadThreshold" : 0.3
}
}
}
}

YAML
myLayer:
Type: "AWS::OpsWorks::Layer"
DependsOn: "myApp"
Properties:
StackId:
Ref: "myStack"
Type: "php-app"
Shortname: "php-app"
EnableAutoHealing: "true"
AutoAssignElasticIps: "false"
AutoAssignPublicIps: "true"
Name: "MyPHPApp"
LoadBasedAutoScaling:
Enable: "true"
UpScaling:
InstanceCount: 1
ThresholdsWaitTime: 1
IgnoreMetricsTime: 1
CpuThreshold: 70
MemoryThreshold: 30
LoadThreshold: 0.7
DownScaling:
InstanceCount: 1
ThresholdsWaitTime: 1
IgnoreMetricsTime: 1
CpuThreshold: 30
MemoryThreshold: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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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Threshold: 0.3

계층 및 스택의 태그 지정
다음 전체 템플릿 예제는 파라미터 값을 참조하는 AWS OpsWorks 계층 및 스택에 대한 태그를 지정합니다.

JSON
{

"Resources": {
"Service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
"Ref": "OpsServicePrincipal"
}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opsworks-service",
"PolicyDocument": {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ec2:*",
"iam:PassRole",
"cloudwatch:GetMetricStatistics",
"elasticloadbalancing:*"
],
"Resource": "*"
}
]
}
}
]
}
},
"OpsWorksEC2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
"Ref": "Ec2ServicePrincip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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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ction": [
"sts:AssumeRole"
]

},
"Path": "/"

}
},
"InstanceRole": {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Path": "/",
"Roles": [
{
"Ref": "OpsWorksEC2Role"
}
]
}
},
"myStack": {
"Type": "AWS::OpsWorks::Stack",
"Properties": {
"Name": "TestStack",
"ServiceRoleArn": {
"Fn::GetAtt": [
"ServiceRole",
"Arn"
]
},
"DefaultInstanceProfileArn": {
"Fn::GetAtt": [
"InstanceRole",
"Arn"
]
},
"Tags": [
{
"Key": {
"Ref": "StackKey"
},
"Value": {
"Ref": "StackValue"
}
}
]
}
},
"myLayer": {
"Type": "AWS::OpsWorks::Layer",
"Properties": {
"EnableAutoHealing": "true",
"AutoAssignElasticIps": "false",
"AutoAssignPublicIps": "true",
"StackId": {
"Ref": "myStack"
},
"Type": "custom",
"Shortname": "shortname",
"Name": "name",
"Tags": [
{
"Key": {
"Ref": "Laye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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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Value": {
"Ref": "LayerValue"
}

},
"Parameters": {
"StackKey": {
"Type": "String"
},
"LayerKey": {
"Type": "String"
},
"StackValue": {
"Type": "String"
},
"LayerValue": {
"Type": "String"
},
"OpsServicePrincipal": {
"Type": "String"
},
"Ec2ServicePrincipal": {
"Type": "String"
}
}

YAML
Resources:
Service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Ref OpsServicePrincipal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PolicyName: opsworks-service
PolicyDocument: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ec2:*'
- 'iam:PassRole'
- 'cloudwatch:GetMetricStatistics'
- 'elasticloadbalancing:*'
Resource: '*'
OpsWorksEC2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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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 !Ref Ec2ServicePrincipal
Action:
- 'sts:AssumeRole'
Path: /
InstanceRo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Path: /
Roles:
- !Ref OpsWorksEC2Role
myStack:
Type: AWS::OpsWorks::Stack
Properties:
Name: TestStack
ServiceRoleArn: !GetAtt
- ServiceRole
- Arn
DefaultInstanceProfileArn: !GetAtt
- InstanceRole
- Arn
Tags:
- Key: !Ref StackKey
Value: !Ref StackValue
myLayer:
Type: AWS::OpsWorks::Layer
Properties:
EnableAutoHealing: 'true'
AutoAssignElasticIps: 'false'
AutoAssignPublicIps: 'true'
StackId: !Ref myStack
Type: custom
Shortname: shortname
Name: name
Tags:
- Key: !Ref LayerKey
Value: !Ref LayerValue
Parameters:
StackKey:
Type: String
LayerKey:
Type: String
StackValue:
Type: String
LayerValue:
Type: String
OpsServicePrincipal:
Type: String
Ec2ServicePrincipal:
Type: String

참고 항목
• AWS OpsWorks API 참조의 CreateLayer.
• AWS OpsWorks 사용 설명서의 AWS OpsWorks 계층 생성.

AWS::OpsWorks::Layer AutoScalingThresholds
로드 기반의 자동 크기 조정 확장 또는 축소 임계값 구성을 기술합니다. 이 구성은 AWS OpsWorks Stacks가
로드 기반 인스턴스를 언제 시작하거나 중지할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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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puThreshold" : Double,
"IgnoreMetricsTime" : Integer,
"InstanceCount" : Integer,
"LoadThreshold" : Double,
"MemoryThreshold" : Double,
"ThresholdsWaitTime" : Integer

YAML
CpuThreshold: Double
IgnoreMetricsTime: Integer
InstanceCount: Integer
LoadThreshold: Double
MemoryThreshold: Double
ThresholdsWaitTime: Integer

Properties
CpuThreshold
사용 가능 CPU의 백분율로 나타낸 CPU 사용률 임계값입니다. 값이 -1이면 임계값이 비활성화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gnoreMetricsTime
크기 조정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에 AWS OpsWorks Stacks가 지표를 무시하고 추가 크기 조정 이벤트
를 억제하는 안 되는 시간(분)입니다. 예를 들어, 확장 이벤트 후 AWS OpsWorks Stacks에서 추가한 새
인스턴스는 부팅과 구성을 마칠 때까지 로드 축소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개 몇 분 정도 걸리는 이 작업
중에 크기 조정 이벤트를 추가로 발생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IgnoreMetricsTime을 사용하면
새 인스턴스가 온라인 상태가 될 때까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AWS OpsWorks Stacks가 크기 조정 이벤
트를 억제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Count
로드가 임계값을 초과할 때 추가하거나 제거할 인스턴스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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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adThreshold
로드 임계값입니다. 값이 -1이면 임계값이 비활성화됩니다. 로드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드(계산)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moryThreshold
사용 가능 메모리의 백분율로 나타낸 메모리 사용률 임계값입니다. 값이 -1이면 임계값이 비활성화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resholdsWaitTime
로드가 임계값을 초과한 후 인스턴스를 더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까지의 시간(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OpsWorks::Layer LifecycleEventConfiguration
수명 주기 이벤트 구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hutdownEventConfiguration" : ShutdownEventConfiguration (p. 5054)

YAML
ShutdownEventConfiguration:
ShutdownEventConfiguration (p. 5054)

Properties
ShutdownEventConfiguration
종료 이벤트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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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ShutdownEventConfiguration (p. 505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OpsWorks::Layer LoadBasedAutoScaling
계층의 로드 기반 Auto Scaling 구성을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ownScaling" : AutoScalingThresholds (p. 5049),
"Enable" : Boolean,
"UpScaling" : AutoScalingThresholds (p. 5049)

YAML
DownScaling:
AutoScalingThresholds (p. 5049)
Enable: Boolean
UpScaling:
AutoScalingThresholds (p. 5049)

Properties
DownScaling
축소 구성을 기술하는 AutoScalingThresholds 객체로서, AWS OpsWorks Stacks가 언제 어떻게 인
스턴스 수를 줄일지를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toScalingThresholds (p. 504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
계층에 대한 로드 기반 Auto Scaling을 활성화할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pScaling
확장 구성을 기술하는 AutoScalingThresholds 객체로서, AWS OpsWorks Stacks가 언제 어떻게 인
스턴스 수를 늘릴지를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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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utoScalingThresholds (p. 504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OpsWorks::Layer Recipes
AWS OpsWorks Stacks는 설정, 구성, 배포, 배포 취소, 종료의 5개 수명 주기 이벤트를 지원합니다. 각 계층
에 대해 AWS OpsWorks Stacks는 각 이벤트에 대해 일련의 표준 레시피를 실행합니다. 또한 임의 또는 모든
계층 및 이벤트에 대해 사용자 지정 레시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WS OpsWorks Stacks는 표준 레시피 후
에 사용자 지정 이벤트 레시피를 실행합니다. LayerCustomRecipes는 특정 계층에 대해 다섯 개 이벤트
각각에 응답하여 실행할 사용자 지정 레시피를 지정합니다.
레시피를 지정하려면 리포지토리에 있는 쿡북의 디렉터리 이름을 사용하고 그 뒤에 콜론 2개와 레시피 이름
을 사용하십시오. 이 이름은 .rb 확장자가 없는 레시피의 파일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phpapp2::dbsetup은 리
포지토리의 phpapp2 폴더에 있는 dbsetup.rb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figure" : [ String, ... ],
"Deploy" : [ String, ... ],
"Setup" : [ String, ... ],
"Shutdown" : [ String, ... ],
"Undeploy" : [ String, ... ]

YAML
Configure:
- String
Deploy:
- String
Setup:
- String
Shutdown:
- String
Undeploy:
- String

Properties
Configure
configure 이벤트 다음에 실행할 사용자 지정 레시피 이름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ploy
deploy 이벤트 다음에 실행할 사용자 지정 레시피 이름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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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tup
setup 이벤트 다음에 실행할 사용자 지정 레시피 이름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utdown
shutdown 이벤트 다음에 실행할 사용자 지정 레시피 이름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ndeploy
undeploy 이벤트 다음에 실행할 사용자 지정 레시피 이름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OpsWorks::Layer ShutdownEventConfiguration
종료 이벤트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layUntilElbConnectionsDrained" : Boolean,
"ExecutionTimeout" : Integer

YAML
DelayUntilElbConnectionsDrained: Boolean
ExecutionTimeout: Integer

Properties
DelayUntilElbConnectionsDrained
Elastic Load Balancing 연결 드레이닝의 활성화 여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 드레이닝을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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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ecutionTimeout
종료 이벤트가 트리거된 후 인스턴스를 종료할 때까지 AWS OpsWorks Stacks가 대기하는 시간(초)입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OpsWorks::Layer VolumeConfiguration
Amazon EBS 볼륨 구성을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crypted" : Boolean,
"Iops" : Integer,
"MountPoint" : String,
"NumberOfDisks" : Integer,
"RaidLevel" : Integer,
"Size" : Integer,
"VolumeType" : String

YAML
Encrypted: Boolean
Iops: Integer
MountPoint: String
NumberOfDisks: Integer
RaidLevel: Integer
Size: Integer
VolumeType: String

Properties
Encrypted
Amazon EBS 볼륨을 암호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BS 암호화를 참조하십
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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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ps
볼륨에 프로비저닝할 초당 I/O 작업 수(IOPS)입니다. PIOPS 볼륨의 경우 디스크당 IOPS입니다.
볼륨 유형에 대해 io1 속성을 지정할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untPoint
볼륨 탑재 지점입니다. 예: "/dev/sdh".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umberOfDisks
볼륨에 있는 디스크의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idLevel
볼륨 RAID 레벨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ze
볼륨 크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Type
볼륨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BS 볼륨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 standard - 마그네틱. 마그네틱 볼륨의 최소 크기는 1GiB여야 하고, 최대 크기는 1024GiB여야 합니
다.
• io1 - 프로비저닝되는 IOPS(SSD). PIOPS 볼륨의 최소 크기는 4GiB여야 하고, 최대 크기는
16384GiB여야 합니다.
• gp2 - 범용(SSD) 범용 볼륨의 최소 크기는 1GiB여야 하고, 최대 크기는 16384GiB여야 합니다.
• st1 - 처리량 최적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처리량 최적화 HDD 볼륨의 최소 크기는 500GiB여
야 하고, 최대 크기는 16384GiB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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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1 - 콜드 HDD. 콜드 HDD 볼륨의 최소 크기는 500GiB여야 하고, 최대 크기는 16384GiB여야 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OpsWorks::Stack
새로운 스택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스택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필수 권한: 이 작업을 사용하려면 IAM 사용자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연결된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권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OpsWorks::Stack",
"Properties" : {
"AgentVersion" : String,
"Attributes" : {Key : Value, ...},
"ChefConfiguration" : ChefConfiguration (p. 5069),
"CloneAppIds" : [ String, ... ],
"ClonePermissions" : Boolean,
"ConfigurationManager" : StackConfigurationManager (p. 5073),
"CustomCookbooksSource" : Source (p. 5071),
"CustomJson" : Json,
"DefaultAvailabilityZone" : String,
"DefaultInstanceProfileArn" : String,
"DefaultOs" : String,
"DefaultRootDeviceType" : String,
"DefaultSshKeyName" : String,
"DefaultSubnetId" : String,
"EcsClusterArn" : String,
"ElasticIps" : [ ElasticIp (p. 5070), ... ],
"HostnameTheme" : String,
"Name" : String,
"RdsDbInstances" : [ RdsDbInstance (p. 5070), ... ],
"ServiceRoleArn" : String,
"SourceStackId" : String,
"Tags" : [ Tag, ... ],
"UseCustomCookbooks" : Boolean,
"UseOpsworksSecurityGroups" : Boolean,
"VpcId" : String
}

YAML
Type: AWS::OpsWorks::Stack
Properties:
AgentVersion: String
Attributes:
Key :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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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Configuration:
ChefConfiguration (p. 5069)
CloneAppIds:
- String
ClonePermissions: Boolean
ConfigurationManager:
StackConfigurationManager (p. 5073)
CustomCookbooksSource:
Source (p. 5071)
CustomJson:
Json
DefaultAvailabilityZone: String
DefaultInstanceProfileArn: String
DefaultOs: String
DefaultRootDeviceType: String
DefaultSshKeyName: String
DefaultSubnetId: String
EcsClusterArn: String
ElasticIps:
- ElasticIp (p. 5070)
HostnameTheme: String
Name: String
RdsDbInstances:
- RdsDbInstance (p. 5070)
ServiceRoleArn: String
SourceStackId: String
Tags:
- Tag
UseCustomCookbooks: Boolean
UseOpsworksSecurityGroups: Boolean
VpcId: String

Properties
AgentVersion
기본 AWS OpsWorks Stacks 에이전트 버전입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자동 업데이트 - 이 파라미터를 LATEST로 설정합니다. AWS OpsWorks Stacks는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즉시 스택의 인스턴스에 새 에이전트 버전을 자동으로 설치합니다.
• 최종 버전 - 이 파라미터를 원하는 에이전트 버전으로 설정합니다. 에이전트 버전을 업데이트하려면
스택 구성을 편집하고 새 버전을 지정해야 합니다. AWS OpsWorks Stacks는 스택의 인스턴스에 해당
버전을 설치합니다.
기본 설정은 에이전트의 최신 릴리스입니다. 에이전트 버전을 지정하려면 콘솔에 표시된 약식 번
호가 아니라, 전체 버전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에이전트 버전 번호 목록을 보려면
DescribeAgentVersions를 호출합니다. AgentVersion은 Chef 12.2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Note
인스턴스를 만들거나 업데이트할 때 에이전트 버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스택의 기본 설정
을 재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ttributes
스택 속성에 추가되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정의 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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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hefConfiguration
Chef 11.10 스택에서 Berkshelf와 Berkshelf 버전을 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하는 ChefConfiguration
객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스택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ChefConfiguration (p. 506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oneAppIds
AWS OpsWorks 스택을 복제하는 경우 복제된 스택에 포함할 원본 스택의 AWS OpsWorks 애플리케이
션 스택 ID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lonePermissions
AWS OpsWorks 스택을 복제하는 경우 원본 스택의 권한을 복제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figurationManager
구성 관리자입니다. 스택을 만들 때 구성 관리자를 사용하여 Chef 버전 12, 11.10, 11.4(Linux 스택) 또는
12.2(Windows 스택)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Linux 스택의 기본값은 현재 12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ackConfigurationManager (p. 507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CookbooksSource
리포지토리에서 앱 또는 쿡북을 검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앱 추가 또는 쿡
북과 레시피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Source (p. 507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Json
사용자 정의된 사용자 지정 JSON이 포함된 문자열입니다. 이를 사용하여 해당 기본 스택 구성 속성 값
을 재정의하거나 데이터를 레시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은 다음 형식이어야 합니다.
"{\"key1\": \"value1\", \"key2\": \"value2\",...}"
사용자 지정 JS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e Custom JSON to Modify the Stack Configuration
Attributes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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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AvailabilityZone
지정된 리전에 있어야 하는 스택의 기본 가영 영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전 및 엔드포인트를 참조하
십시오. DefaultSubnetId의 값도 지정해야 하는 경우, 서브넷이 동일한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VpcId 파라미터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InstanceProfileArn
스택의 모든 EC2 인스턴스에 대한 기본 프로파일인 IAM 프로파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IAM AR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ing Identifiers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Os
스택의 기본 운영 체제입니다.인스턴스를 만들 때 다른 운영 체제를 지정하지 않는 한 모든 인스턴스에
설치됩니다. 다음 중 한 가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Linux 운영 체제: Amazon Linux 버전(예: Amazon Linux 2, Amazon Linux 2018.03,
Amazon Linux 2017.09, Amazon Linux 2017.03, Amazon Linux 2016.09, Amazon
Linux 2016.03, Amazon Linux 2015.09 또는 Amazon Linux 2015.03)
• 지원되는 Ubuntu 운영 체제(예: Ubuntu 18.04 LTS, Ubuntu 16.04 LTS, Ubuntu 14.04 LTS
또는 Ubuntu 12.04 LTS)
• CentOS Linux 7
• Red Hat Enterprise Linux 7
• 지원되는 Windows 운영 체제(예: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Base,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with SQL Server Express,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with SQL Server Standard 또는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with
SQL Server Web).
• 사용자 지정 AMI: Custom. 인스턴스를 만들 때 사용할 사용자 지정 AMI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AMI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옵션은 현재 Amazon Linux 버전입니다. 일부 버전의 Chef에서는 일부 운영 체제가 지원되지 않습
니다. 지원되는 운영 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OpsWorks Stacks 운영 체제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RootDeviceType
기본 루트 디바이스 유형입니다. 이 값은 스택의 모든 인스턴스의 기본값이지만,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 값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옵션은 instance-store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루트 디바이스 스
토리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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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bs | instance-stor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SshKeyName
기본 Amazon EC2 키 페어 이름입니다. 기본값은 없습니다. 키 페어 이름을 지정하면 AWS OpsWorks
가 인스턴스에 퍼블릭 키를 설치하며 SSH 클라이언트와 함께 프라이빗 키를 사용하여 인스턴스에 로
그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sing SSH to Communicate with an Instance 및 Managing SSH
Access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다른 키 페어를 지정하거나 키 페어를 지정하지 않
으면 이 설정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SubnetId
스택의 기본 서브넷 ID입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다른 서브넷 ID를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인스턴
스가 이 서브넷으로 시작됩니다. VpcId 파라미터의 값을 지정하는 경우 이 파라미터는 필수입니다.
DefaultAvailabilityZone의 값도 지정해야 하는 경우, 서브넷이 해당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csClusterArn
AWS OpsWorks 스택에 등록할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Amazon ECS) 클러스터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Note
다른 AWS OpsWorks 스택에 등록된 클러스터를 지정하면 AWS CloudFormation에서는 해당
클러스터를 등록하기 전에 기존 연결을 등록 해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lasticIps
AWS OpsWorks 스택과 연결할 탄력적 IP 주소 목록입니다.

Note
다른 AWS OpsWorks 스택에 등록된 IP 주소를 지정하면 AWS CloudFormation에서는 해당 IP
주소를 등록하기 전에 기존 연결을 등록 해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lasticIp (p. 507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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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nameTheme
스택의 호스트 이름 주제로, 공백이 밑줄로 대체됩니다. 이 주제는 스택의 인스턴스에 대한 호스트 이름
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HostnameTheme은 Layer_Dependent로 설정되며, 계층의
짧은 이름에 정수를 추가하여 호스트 이름이 생성됩니다. 그 밖의 테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 Baked_Goods
• Clouds
• Europe_Cities
• Fruits
• Greek_Deities_and_Titans
• Legendary_creatures_from_Japan
• Planets_and_Moons
• Roman_Deities
• Scottish_Islands
• US_Cities
• Wild_Cats
생성된 호스트 이름을 확인하려면 GetHostNameSuggestion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현재 테마를 기반
으로 호스트 이름이 반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스택의 이름입니다. 스택 이름은 최대 64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dsDbInstances
AWS OpsWorks 스택에 등록할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
스턴스입니다.

Note
다른 AWS OpsWorks 스택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지정하면 AWS
CloudFormation에서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등록하기 전에 기존 연결을 등록 해제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dsDbInstance (p. 507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RoleArn
스택의 IAM 역할이며 AWS OpsWorks Stacks에서 사용자 대신 AWS 리소스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
니다. 이 파라미터를 기존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IAM ARN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Using Identifiers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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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StackId
AWS OpsWorks 스택을 복제하는 경우 복제할 원본 AWS OpsWorks 스택의 스택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스택 또는 계층에 연결된 태그 키 및 태그 값을 포함하는 맵입니다.
• 키는 비워 둘 수 없습니다.
• 키는 최대 127자로서 유니코드 문자, 숫자 또는 구분 기호 또는 특수 문자(+ - = . _ : /)만 포함
할 수 있습니다.
• 값은 최대 255자로서 유니코드 문자, 숫자 또는 구분 기호 또는 특수 문자(+ - = . _ : /)만 포함
할 수 있습니다.
• 선행 및 후행 공백은 키와 값에서 모두 잘립니다.
• 모든 리소스에 대해 최대 40개의 태그가 허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CustomCookbooks
스택에서 사용자 지정 쿡북을 사용할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OpsworksSecurityGroups
AWS OpsWorks Stacks 내장 보안 그룹을 스택의 계층에 연결할지 여부입니다.
AWS OpsWorks Stacks는 기본적으로 계층에 연결되는 표준 내장 보안 그룹 집합(각 계층마다 하나씩)
을 제공합니다. UseOpsworksSecurityGroups를 사용하면 그 대신 자체 사용자 지정 보안 그룹을 제
공할 수 있습니다. UseOpsworksSecurityGroups에는 다음 설정이 있습니다.
• True - AWS OpsWorks Stacks가 적절한 내장 보안 그룹을 각 계층에 자동으로 연결합니다(기본 설
정). 추가 보안 그룹을 생성한 후 계층에 연결할 수 있지만 내장 보안 그룹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 False - AWS OpsWorks Stacks가 내장 보안 그룹을 계층에 연결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EC2 보안 그
룹을 생성하고 생성하는 각 계층에 보안 그룹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성 시 한 계층에 기본 보안
그룹을 수동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커스텀 보안 그룹은 커스텀 설정이 필요한 계층에서만 필요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스택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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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Id
스택이 시작될 VPC의 ID. VPC는 스택의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스턴스가 이 VPC로 시작됩니다.
ID는 나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계정이 EC2-Classic을 지원하는 경우, 기본값은 no VPC입니다.
• 계정이 EC2-Classic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기본값은 지정된 리전의 기본 VPC입니다.
VPC ID가 기본 VPC에 해당되고 DefaultAvailabilityZone 또는 DefaultSubnetId 파라미터 중
하나만 지정한 경우, AWS OpsWorks Stacks가 다른 파라미터의 값을 유추합니다. 파라미터를 둘 다 지
정하지 않은 경우, AWS OpsWorks Stacks는 이러한 파라미터를 각각 지정된 리전의 첫 번째 유효 가용
영역과 해당하는 기본 VPC 서브넷 ID로 설정합니다.
기본이 아닌 VPC ID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을 유의하십시오.
• 지정된 리전에 있는 계정의 VPC에 속해야 합니다.
• DefaultSubnetId의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VPC와 함께 AWS OpsWorks Stacks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PC에서 스택 실행을 참조
하세요. 기본 VPC 및 EC2-Classi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플랫폼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 "Ref": "myStack" }
AWS OpsWorks 스택 myStack의 경우 Ref는 AWS OpsWorks 스택 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템플릿 코드 조각
다음 코드 조각은 처음으로 AWS OpsWorks를 사용한 후 생성한 기본 서비스 역할 및 Amazon EC2 역할을
사용하는 AWS OpsWorks 스택을 생성합니다.

JSON
"myStack" : {
"Type" : "AWS::OpsWorks::Stack",
"Properties" : {
"Name" : {"Ref":"OpsWorksStackName"},
"ServiceRoleArn" : { "Fn::Join": ["", ["arn:aws:iam::", {"Ref":"AWS::AccountId"},
":role/aws-opsworks-service-role"]] },
"DefaultInstanceProfileArn" : { "Fn::Join": ["", ["arn:aws:iam::",
{"Ref":"AWS::AccountId"}, ":instance-profile/aws-opsworks-ec2-role"]] },
"DefaultSshKeyName" : {"Ref":"Key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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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myStack:
Type: "AWS::OpsWorks::Stack"
Properties:
Name:
Ref: "OpsWorksStackName"
ServiceRoleArn:
Fn::Join:
- ""
- "arn:aws:iam::"
Ref: "AWS::AccountId"
- ":role/aws-opsworks-service-role"
DefaultInstanceProfileArn:
Fn::Join:
- ""
- "arn:aws:iam::"
Ref: "AWS::AccountId"
- ":instance-profile/aws-opsworks-ec2-role"
DefaultSshKeyName:
Ref: "KeyName"

계층 및 스택의 태그 지정
다음 전체 템플릿 예제는 파라미터 값을 참조하는 AWS OpsWorks 계층 및 스택에 대한 태그를 지정합니다.

JSON
{

"Resources": {
"Service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
"Ref": "OpsServicePrincipal"
}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opsworks-service",
"PolicyDocument": {
"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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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ffect": "Allow",
"Action": [
"ec2:*",
"iam:PassRole",
"cloudwatch:GetMetricStatistics",
"elasticloadbalancing:*"
],
"Resource": "*"

},
"OpsWorksEC2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
"Ref": "Ec2ServicePrincipal"
}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
},
"InstanceRole": {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Path": "/",
"Roles": [
{
"Ref": "OpsWorksEC2Role"
}
]
}
},
"myStack": {
"Type": "AWS::OpsWorks::Stack",
"Properties": {
"Name": "TestStack",
"ServiceRoleArn": {
"Fn::GetAtt": [
"ServiceRole",
"Arn"
]
},
"DefaultInstanceProfileArn": {
"Fn::GetAtt": [
"InstanceRole",
"Ar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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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
"Key": {
"Ref": "StackKey"
},
"Value": {
"Ref": "StackValue"
}
}
]

}
},
"myLayer": {
"Type": "AWS::OpsWorks::Layer",
"Properties": {
"EnableAutoHealing": "true",
"AutoAssignElasticIps": "false",
"AutoAssignPublicIps": "true",
"StackId": {
"Ref": "myStack"
},
"Type": "custom",
"Shortname": "shortname",
"Name": "name",
"Tags": [
{
"Key": {
"Ref": "LayerKey"
},
"Value": {
"Ref": "LayerValue"
}
}
]
}
}

}

},
"Parameters": {
"StackKey": {
"Type": "String"
},
"LayerKey": {
"Type": "String"
},
"StackValue": {
"Type": "String"
},
"LayerValue": {
"Type": "String"
},
"OpsServicePrincipal": {
"Type": "String"
},
"Ec2ServicePrincipal": {
"Type": "String"
}
}

YAML
Resources:
ServiceRole:
Type: AWS::IAM::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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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Ref OpsServicePrincipal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PolicyName: opsworks-service
PolicyDocument: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ec2:*'
- 'iam:PassRole'
- 'cloudwatch:GetMetricStatistics'
- 'elasticloadbalancing:*'
Resource: '*'
OpsWorksEC2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Ref Ec2ServicePrincipal
Action:
- 'sts:AssumeRole'
Path: /
InstanceRo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Path: /
Roles:
- !Ref OpsWorksEC2Role
myStack:
Type: AWS::OpsWorks::Stack
Properties:
Name: TestStack
ServiceRoleArn: !GetAtt
- ServiceRole
- Arn
DefaultInstanceProfileArn: !GetAtt
- InstanceRole
- Arn
Tags:
- Key: !Ref StackKey
Value: !Ref StackValue
myLayer:
Type: AWS::OpsWorks::Layer
Properties:
EnableAutoHealing: 'true'
AutoAssignElasticIps: 'false'
AutoAssignPublicIps: 'true'
StackId: !Ref myStack
Type: custom
Shortname: shortname
Name: name
Tags:
- Key: !Ref LayerKey
Value: !Ref LayerValu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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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kKey:
Type: String
LayerKey:
Type: String
StackValue:
Type: String
LayerValue:
Type: String
OpsServicePrincipal:
Type: String
Ec2ServicePrincipal:
Type: String

참고 항목
• AWS OpsWorks API 참조의 CreateStack.
• AWS OpsWorks 사용 설명서의 새 스택 생성.

AWS::OpsWorks::Stack ChefConfiguration
Chef 구성을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erkshelfVersion" : String,
"ManageBerkshelf" : Boolean

YAML
BerkshelfVersion: String
ManageBerkshelf: Boolean

Properties
BerkshelfVersion
Berkshelf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nageBerkshelf
Berkshelf를 활성화할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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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OpsWorks::Stack ElasticIp
탄력적 IP 주소를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p" : String,
"Name" : String

YAML
Ip: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Ip
IP 주소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이름이며 최대 32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OpsWorks::Stack RdsDbInstance
Amazon RDS 인스턴스를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DbPassword" : String,
"DbUser"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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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sDbInstanceArn" : String

YAML
DbPassword: String
DbUser: String
RdsDbInstanceArn: String

Properties
DbPassword
AWS OpsWorks Stacks는 실제 값 대신 *****FILTERED*****를 반환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bUser
마스터 사용자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dsDbInstanceArn
인스턴스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OpsWorks::Stack Source
리포지토리에서 앱 또는 쿡북을 검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앱 생성 또는 사용자
지정 레시시 및 쿡북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Password" : String,
"Revision" : String,
"SshKey" : String,
"Type" : String,
"Url" : String,
"User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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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Password: String
Revision: String
SshKey: String
Type: String
Url: String
Username: String

Properties
Password
요청에 포함할 경우 파라미터는 리포지토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Amazon S3 번들의 경우 Password를 적절한 IAM 보안 액세스 키로 설정합니다.
• HTTP 번들 및 하위 버전 리포지토리의 경우 Password를 암호로 설정합니다.
IAM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s://docs.aws.amazon.com/general/
latest/gr/aws-access-keys-best-practices.html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응답으로 AWS OpsWorks Stacks는 실제 값 대신 *****FILTERED*****를 반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vision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입니다. AWS OpsWorks Stacks를 사용하면 새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
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배포될 수 있는 다양한 버전을 나타내는 분기 또는 개정을 리포지토리에 포
함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shKey
리포지토리의 SSH 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OpsWorks 사용 설명서에서 Git 리포지토리 SSH 키
사용을 참조하세요. SSH 키를 파라미터로 전달하려면 다음 예제를 참조하십시오.
"Parameters" : { "GitSSHKey" : { "Description" : "Change SSH key
to commas.", "Type" : "CommaDelimitedList", "NoEcho" : "true" },
"CustomCookbooksSource": { "Revision" : { "Ref": "GitRevision"},
{ "Fn::Join" : [ "\n", { "Ref": "GitSSHKey"} ] }, "Type": "git",
{ "Ref": "GitURL"} } ...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리포지토리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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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rchive | git | s3 | sv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l
소스 URL입니다. Amazon S3 소스 URL의 예: https://s3.amazonaws.com/opsworks-demobucket/opsworks_cookbook_demo.tar.gz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
이 파라미터는 리포지토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Amazon S3 번들의 경우 Username를 적절한 IAM 액세스 키 ID로 설정합니다.
• HTTP 번들, Git 리포지토리 및 하위 버전 리포지토리의 경우 Username를 사용자 이름으로 설정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OpsWorks::Stack StackConfigurationManager
구성 관리자를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ersion" : String

YAML
Name: String
Version: String

Properties
Name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Chef로 설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API 버전 2010-05-15
507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OpsWorks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Chef 버전입니다. Linux 스택의 경우 이 파라미터를 12, 11.10 또는 11.4로 설정해야 하고, Windows 스
택의 경우 12.2로 설정해야 합니다. Linux 스택의 기본값은 12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OpsWorks::UserProfile
사용자의 SSH 정보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OpsWorks::UserProfile",
"Properties" : {
"AllowSelfManagement" : Boolean,
"IamUserArn" : String,
"SshPublicKey" : String,
"SshUsername" : String
}

YAML
Type: AWS::OpsWorks::UserProfile
Properties:
AllowSelfManagement: Boolean
IamUserArn: String
SshPublicKey: String
SshUsername: String

Properties
AllowSelfManagement
사용자가 내 설정 페이지를 통해 고유한 SSH 퍼블릭 키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권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amUserArn
사용자의 IAM 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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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shPublicKey
사용자의 SSH 퍼블릭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shUsername
사용자의 SSH 사용자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IAM 사용자 ARN(예:
arn:aws:iam::123456789012:user/opsworksuser)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SshUsername
사용자의 SSH 사용자 이름입니다(문자열).

예제
템플릿 코드 조각
다음 예에서는 testUser IAM 사용자에 대한 퍼블릭 키를 등록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자체 관리를 통해 자
신의 퍼블릭 키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JSON
"userProfile": {
"Type": "AWS::OpsWorks::UserProfile",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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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mUserArn": {
"Fn::GetAtt": ["testUser", "Arn"]
},
"AllowSelfManagement": "true",
"SshPublicKey": "xyz1234567890"

YAML
userProfile:
Type: AWS::OpsWorks::UserProfile
Properties:
IamUserArn: !GetAtt [testUser, Arn]
AllowSelfManagement: 'true'
SshPublicKey: xyz1234567890

참고 항목
• AWS OpsWorks API 참조의 CreateUserProfile.
• AWS OpsWorks 사용 설명서의 AWS OpsWorks Stacks 사용자 권한 관리.

AWS::OpsWorks::Volume
인스턴스의 Amazon EBS 볼륨을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OpsWorks::Volume",
"Properties" : {
"Ec2VolumeId" : String,
"MountPoint" : String,
"Name" : String,
"StackId" : String
}

YAML
Type: AWS::OpsWorks::Volume
Properties:
Ec2VolumeId: String
MountPoint: String
Name: String
StackId: String

Properties
Ec2VolumeId
Amazon EC2 볼륨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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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untPoint
볼륨 탑재 지점입니다. 예: "/mnt/disk1".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볼륨 이름입니다. 볼륨 이름은 최대 128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ckId
스택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AWS OpsWorks 볼륨 ID(예:
1ab23cd4-92ff-4501-b37c-example)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템플릿 코드 조각
다음 예에서는 ec2volume 스택에 opsworksstack 볼륨을 등록합니다. 여기서 스택과 볼륨은 둘 다 동일
한 템플릿 내 다른 곳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JSON
"opsworksVolume": {
"Type": "AWS::OpsWorks::Volume",
"Properties": {
"Ec2VolumeId": { "Ref": "ec2volume" },
"MountPoint": "/dev/sdb",
"Name": "testOpsWorks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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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ckId": { "Ref": "opsworksstack" }

YAML
opsworksVolume:
Type: AWS::OpsWorks::Volume
Properties:
Ec2VolumeId: !Ref 'ec2volume'
MountPoint: /dev/sdb
Name: testOpsWorksVolume
StackId: !Ref 'opsworksstack'

참고 항목
• AWS OpsWorks API 참조의 RegisterVolume
• AWS OpsWorks 사용 설명서의 리소스 관리.

AWS OpsWorks CM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OpsWorksCM::Server (p. 5078)

AWS::OpsWorksCM::Server
AWS::OpsWorksCM::Server 리소스는 AWS OpsWorks for Chef Automate 또는 OpsWorks for
Puppet Enterprise 구성 관리 서버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OpsWorks 사용 설명서의 AWS
CloudFormation에서 Chef Automate 서버 생성 또는 AWS CloudFormation에서 Puppet Enterprise 마스터
생성 및 AWS OpsWorks CM API 참조의 CreateServer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OpsWorksCM::Server",
"Properties" : {
"AssociatePublicIpAddress" : Boolean,
"BackupId" : String,
"BackupRetentionCount" : Integer,
"CustomCertificate" : String,
"CustomDomain" : String,
"CustomPrivateKey" : String,
"DisableAutomatedBackup" : Boolean,
"Engine" : String,
"EngineAttributes" : [ EngineAttribute (p. 5089), ... ],
"EngineModel" : String,
"EngineVersion" : String,
"InstanceProfileArn" : String,
"InstanceType" : String,
"KeyPair"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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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ferredBackupWindow" : String,
"PreferredMaintenanceWindow" : String,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erverName" : String,
"ServiceRoleArn" : String,
"SubnetIds" : [ String, ... ],
"Tags" : [ Tag, ... ]

YAML
Type: AWS::OpsWorksCM::Server
Properties:
AssociatePublicIpAddress: Boolean
BackupId: String
BackupRetentionCount: Integer
CustomCertificate: String
CustomDomain: String
CustomPrivateKey: String
DisableAutomatedBackup: Boolean
Engine: String
EngineAttributes:
- EngineAttribute (p. 5089)
EngineModel: String
EngineVersion: String
InstanceProfileArn: String
InstanceType: String
KeyPair: String
PreferredBackupWindow: String
PreferredMaintenanceWindow: String
SecurityGroupIds:
- String
ServerName: String
ServiceRoleArn: String
SubnetIds:
-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ssociatePublicIpAddress
퍼블릭 IP 주소를 시작하려는 서버와 연결합니다. 유효한 값은 true 또는 false입니다. 기본 값은
tru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ackupId
이 필드를 지정할 경우 AWS OpsWorks CM은 BackupId로 지정된 백업을 사용하여 서버를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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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a-zA-Z][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ackupRetentionCount
유지하려는 자동화 백업의 수입니다. 새 백업이 생성될 때 이 수가 초과되면 AWS OpsWorks CM은 가장
오래된 백업을 삭제합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Certificate
Chef Automate 2.0을 실행하는 서버에서만 지원됩니다. PEM 형식의 HTTPS 인증서입니다. 값은
자체 서명된 단일 인증서 또는 인증서 체인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인증서를 지정하는 경우
CustomDomain 및 CustomPrivateKey에 대한 값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CustomCertificate
값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 자체 서명된 사용자 지정 인증서 또는 전체 인증서 체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는 유효한 X509 인증서 또는 PEM 형식의 인증서 체인이어야 합니다.
• 인증서는 업로드 시점에 유효해야 합니다. 유효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증서의 NotBefore 날짜) 또는
만료된 후(인증서의 NotAfter 날짜)에는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증서의 일반 이름 또는 SAN(주체 대체 이름)이 있는 경우 CustomDomain의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 인증서는 CustomPrivateKey의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97152
Pattern: (?s)\s*-----BEGIN CERTIFICATE-----.+-----END CERTIFICATE-----\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ustomDomain
Chef Automate 2.0을 실행하는 서버에서만 지원됩니다. 서버의 선택적 퍼블릭 엔드포인트(예:
https://aws.my-company.com)입니다. 서버에 액세스하려면 서버를 만들 때 생성되는 엔드포인트
(CreateServer Endpoint 속성의 값)에 대한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가리키는 기본 설정 DNS 서비스에서
CNAME DNS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서버가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생성된 Endpoint 값
을 사용하여 서버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정의 도메인을 지정하는 경우 CustomCertificate
및 CustomPrivateKey에 대한 값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3
Pattern: ^(((?!-)[A-Za-z0-9-]{0,62}[A-Za-z0-9])\.)+((?!-)[A-Za-z0-9-]{1,62}[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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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PrivateKey
Chef Automate 2.0을 실행하는 서버에서만 지원됩니다. HTTPS를 사용하여 서버에 연결하기 위한 PEM
형식의 프라이빗 키입니다. 프라이빗 키는 암호화해서는 안 되며 암호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정
의 개인 키를 지정하는 경우 CustomDomain 및 CustomCertificate에 대한 값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4096
Pattern: (?ms)\s*^-----BEGIN (?-s:.*)PRIVATE KEY-----$.*?^-----END (?s:.*)PRIVATE KEY-----$\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isableAutomatedBackup
예약 백업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유효한 값은 true 또는 false입니다. 기본 값은 true입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gine
사용할 구성 관리 엔진입니다. 유효한 값에는 ChefAutomate 및 Puppet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00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gineAttributes
지정된 서버의 엔진 속성(선택 사항)입니다.

Chef createServer 요청에 수락되는 속성:
• CHEF_AUTOMATE_PIVOTAL_KEYbase64 인코딩 RSA 퍼블릭 키입니다. Chef API에 액세스하려
면 해당 프라이빗 키가 있어야 합니다. CHEF_AUTOMATE_PIVOTAL_KEY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여 응답으로 반환합니다. CHEF_AUTOMATE_PIVOTAL_KEY의 값을 AWS
CloudFormation 콘솔의 파라미터로 지정하는 경우 중심 키 값의 각 라인의 끝에 줄바꿈(\n) 문자를 추
가해야 합니다.
• CHEF_AUTOMATE_ADMIN_PASSWORD: Chef Automate 웹 기반 대시보드의 관리 사용자 암호입니다.
암호 길이는 최소 8자이며, 최대 32자입니다. 암호는 문자, 숫자 및 특수 문자(!/@#$%^&+=_)를 포
함할 수 있습니다. 암호에는 소문자, 대문자, 숫자 및 특수 문자가 각각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CHEF_AUTOMATE_ADMIN_PASSWORD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하나를 생성하여 응답으로 반환합
니다.

Puppet createServer 요청에 수락되는 속성:
• PUPPET_ADMIN_PASSWORD: Puppet Enterprise 콘솔을 사용하려면 암호가 ASCII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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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PPET_R10K_REMOTE: r10k remote는 제어 리포지토리의 URL입니다(예: ssh://git@your.gitrepo.com:user/control-repo.git). r10k 원격을 지정하면 TCP 포트 8170이 열립니다.
• PUPPET_R10K_PRIVATE_KEY: 프라이빗 Git 리포지토리를 사용할 경우
PUPPET_R10K_PRIVATE_KEY를 추가하여 PEM 인코딩 형식의 프라이빗 SSH 키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gineAttribute (p. 508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gineModel
서버의 엔진 모델입니다. 이 릴리스의 유효한 값에는 Monolithic(Puppet) 및 Single(Chef)이 포함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00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gineVersion
사용할 엔진의 메이저 릴리스 버전. Chef 서버의 경우 EngineVersion의 유효 값은 현재 2입니다. Puppet
서버의 경우 유효한 값은 2019 또는 2017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00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ProfileArn
Amazon EC2 인스턴스가 사용하는 인스턴스 프로파일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0000
Pattern: arn:aws:iam::[0-9]{12}:instance-profil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Type
사용할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예: m5.larg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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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0000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yPair
인스턴스에 대해 설정할 Amazon EC2 키 페어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선택 사항입니다. 원하는 경우
SSH를 사용하여 인스턴스에 연결하도록 이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00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eferredBackupWindow
자동화된 백업이 사용된 경우 AWS OpsWorks CM이 서버에서 애플리케이션 수준 데이터를 백업하는 1
시간의 시작 시간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 형식 중 하나로 지정해야 합니다.
• 매일 백업의 경우 HH:MM
• 매주 백업의 경우 DDD:HH:MM
MM은 00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지정한 시간은 협정 세계시(UTC)로 표시됩니다. 기본값은 임의 일일
시작 시간입니다.
예: 08:00 UTC의 일일 시작 시간을 나타내는 08:00
예: 매주 월요일 08:00 UTC의 시작 시간을 나타내는 Mon:08:00 (8:00 a.m.)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erredMaintenanceWindow
AWS OpsWorks CM이 인스턴스에 대해 유지 관리를 수행하는 매주 1시간의 시작 시간입니다. 유효한
값은 DDD:HH:MM 형식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MM은 00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한 시간은 협정 세
계시(UTC)로 표시됩니다. 기본값은 화요일, 수요일 또는 금요일의 임의 1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TimeWindowDefinition를 참조하십시오.
예: 매주 월요일 08:00 UTC의 시작 시간을 나타내는 Mon:08:00 (8:00 a.m.)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Ids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할 보안 그룹 ID의 목록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경우, 지정된 보
안 그룹이 SubnetIds로 지정된 VPC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AWS OpsWorks CM은 0.0.0.0/0(모든 사람)에 개방된 TCP 포트 22 및
443을 사용하는 새 보안 그룹을 하나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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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rverName
서버의 이름입니다. 서버 이름은 각 리전의 AWS 계정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서버 이름은 문자로 시
작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문자, 숫자 또는 하이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길이는 40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40
Pattern: [a-zA-Z][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rviceRoleArn
AWS OpsWorks CM 서비스 백엔드가 계정으로 작업하는 데 사용하는 서비스 역할입니다. AWS
OpsWorks 관리 콘솔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를 위해 서비스 역할을 만들지만, AWS CLI 또는 API 명령을
사용하는 경우 https://s3.amazonaws.com/opsworks-cm-us-east-1-prod-default-assets/misc/opsworkscm-roles.yaml에 있는 service-role-creation.yaml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실행합니다. 이 템플릿
은 필요한 서비스 역할과 인스턴스 프로파일이 포함된 CloudFormation 스택을 만듭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0000
Pattern: arn:aws:iam::[0-9]{12}:rol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s
서버 EC2 인스턴스를 시작할 서브넷의 ID입니다.
Amazon EC2-Classic 고객: 이 필드는 필수입니다. 모든 서버는 VPC 내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VPC에는
"퍼블릭 IP 자동 할당"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EC2-VPC 고객: 이 필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서브넷 ID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EC2 인스턴스가 Amazon
EC2에서 선택한 기본 서브넷에 생성됩니다. 서브넷 ID를 지정하는 경우, VPC에 "퍼블릭 IP 자동 할
당"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되는 Amazon EC2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플랫폼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AWS OpsWorks for Chef Automate 또는 OpsWorks for Puppet Enterprise 서버에 연결할 태그 키와 태
그 값이 포함된 맵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508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OpsWorks-CM

• 키는 비워 둘 수 없습니다.
• 키는 최대 127자로서 유니코드 문자, 숫자 또는 구분 기호 또는 특수 문자(+ - = . _ : / @)만 포
함할 수 있습니다.
• 값은 최대 255자로서 유니코드 문자, 숫자 또는 구분 기호 또는 특수 문자(+ - = . _ : / @)만 포
함할 수 있습니다.
• 선행 및 후행 공백은 키와 값에서 모두 잘립니다.
• AWS OpsWorks CM 서버에는 최대 50개의 사용자 적용 태그가 허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서버의 ARN(예:
arn:aws:OpsWorksCM:us-east-1:123456789012:server/server-a1bzhi)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서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예: arn:aws:OpsWorksCM:useast-1:123456789012:server/server-a1bzhi)입니다.
Endpoint
엔진을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DNS 이름입니다. 예: myserver-asdfghjkl.useast-1.opsworks.io.
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예제
OpsWorks for Chef Automate 서버 생성
다음 예에서는 AWS OpsWorks for Chef Automate 서버를 생성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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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PivotalKey": {
"Type": "String"
},
"Password": {
"Type": "String"
}
},
"Resources": {
"MyChefServer": {
"Type": "AWS::OpsWorksCM::Server",
"Properties": {
"BackupRetentionCount": "12",
"CustomCertificate": "-----BEGIN CERTIFICATE----- EXAMPLEqEXAMPLE== ----END CERTIFICATE-----",
"CustomDomain": "https://aws.my-company.com",
"CustomPrivateKey": "-----BEGIN RSA PRIVATE KEY----- EXAMPLEqEXAMPLE= ----END RSA PRIVATE KEY-----",
"DisableAutomatedBackup": false,
"Engine": "ChefAutomate",
"EngineVersion": "2",
"EngineAttributes": [
{
"Name": "CHEF_AUTOMATE_PIVOTAL_KEY",
"Value": {
"Ref": "PivotalKey"
}
},
{
"Name": "CHEF_AUTOMATE_ADMIN_PASSWORD",
"Value": {
"Ref": "Password"
}
}
],
"EngineModel": "Single",
"InstanceProfileArn": "INSTANCE-PROFILE-ARN",
"InstanceType": "r5.xlarge",
"PreferredBackupWindow": "08:00",
"PreferredMaintenanceWindow": "Fri:08:00",
"ServiceRoleArn": "SERVICE-ROLE-ARN"
"Tags": [
{
"Key": "Stage",
"Value": "Production"
},
{
"Key": "Name",
"Value": "test-owcm-server"
}
]
}
}
},
"Outputs": {
"endpoint": {
"Description": "OpsWorksCM Server Endpoint",
"Value": {
"Fn::GetAtt": [
"MyChefServer",
"Endpoin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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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PivotalKey:
Type: String
Password:
Type: String
Resources:
MyChefServer:
Type: AWS::OpsWorksCM::Server
Properties:
BackupRetentionCount: '12'
CustomCertificate: '-----BEGIN CERTIFICATE----- EXAMPLEqEXAMPLE== -----END
CERTIFICATE-----'
CustomDomain: 'https://aws.my-company.com'
CustomPrivateKey: '-----BEGIN RSA PRIVATE KEY----- EXAMPLEqEXAMPLE= -----END RSA
PRIVATE KEY-----'
DisableAutomatedBackup: False
Engine: 'ChefAutomate'
EngineVersion: '2'
EngineAttributes:
- Name: "CHEF_AUTOMATE_PIVOTAL_KEY"
Value:
Ref: PivotalKey
- Name: "CHEF_AUTOMATE_ADMIN_PASSWORD"
Value:
Ref: Password
EngineModel: 'Single'
InstanceProfileArn: "INSTANCE-PROFILE-ARN"
InstanceType: 'r5.xlarge'
PreferredBackupWindow: '08:00'
PreferredMaintenanceWindow: 'Fri:08:00'
ServiceRoleArn: "SERVICE-ROLE-ARN"
Tags:
- Key: "Stage"
Value: "Production"
- Key: "Name"
Value: "test-owcm-server"
Outputs:
endpoint:
Description: OpsWorksCM Server Endpoint
Value: !GetAtt [MyChefServer, Endpoint]

OpsWorks for Puppet Enterprise 서버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OpsWorks for Puppet Enterprise 서버를 생성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My OpsWorksCM Managed Server",
"Parameters": {
"AdminPassword": {
"Type": "String"
}
},
"Resources": {
"TestServerDeleteMe": {
"Type": "AWS::OpsWorksCM::Server",

API 버전 2010-05-15
508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OpsWorks-CM
"Properties": {
"AssociatePublicIpAddress": true,
"BackupRetentionCount": "12",
"DisableAutomatedBackup": false,
"Engine": "Puppet",
"EngineVersion": "2017",
"EngineAttributes": [
{
"Name": "PUPPET_ADMIN_PASSWORD",
"Value": {
"Ref": "AdminPassword"
}
}
],
"EngineModel": "Single",
"InstanceProfileArn": "arn:aws:iam::123456789012:instance-profile/
MyInstanceProfile",
"InstanceType": "m4.xlarge",
"PreferredBackupWindow": "08:00",
"PreferredMaintenanceWindow": "Fri:08:00",
"Service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MyServiceRole"
"Tags": [
{
"Key": "Stage",
"Value": "Production"
},
{
"Key": "Name",
"Value": "test-owcm-server"
}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My OpsWorksCM managed server.
Parameters:
AdminPassword:
Type: String
Resources:
MyPuppetServer:
Type: AWS::OpsWorksCM::Server
Properties:
BackupRetentionCount: '12'
DisableAutomatedBackup: False
Engine: 'Puppet'
EngineVersion: '2017'
EngineAttributes:
- Name: "PUPPET_ADMIN_PASSWORD"
Value:
Ref: AdminPassword
EngineModel: 'Monolithic'
InstanceProfileArn: "INSTANCE-PROFILE-ARN"
InstanceType: 'm4.large'
PreferredBackupWindow: '08:00'
PreferredMaintenanceWindow: 'Fri:08:00'
ServiceRoleArn: "SERVICE-ROLE-ARN"
Tags:
- Key: "Stage"
Value: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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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Name"
Value: "test-owcm-server"

Outputs:
endpoint:
Description: OpsWorksCM Server Endpoint
Value: !GetAtt [MyPuppetServer, Endpoint]

참고 항목
• AWS OpsWorks 사용 설명서의 AWS CloudFormation에서 Chef Automate 서버 생성
• AWS OpsWorks 사용 설명서의 AWS CloudFormation에서 Puppet Enterprise 마스터 서버 생성
• AWS OpsWorks CM API 참조의 CreateServer

AWS::OpsWorksCM::Server EngineAttribute
EngineAttribute 속성 유형은 AWS OpsWorks for Chef Automate 또는 OpsWorks for Puppet Enterprise
서버에 대한 관리자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EngineAttribute는 AWS::OpsWorksCM::Server 리소스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 : String

YAML
Nam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Name
속성 엔진 이름입니다.
Chef Automate 서버의 속성 이름:
• CHEF_AUTOMATE_ADMIN_PASSWORD
Puppet Enterprise 서버의 속성 이름:
• PUPPET_ADMIN_PASSWORD
• PUPPET_R10K_REMOTE
• PUPPET_R10K_PRIVATE_KEY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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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엔진 속성의 값입니다.
Chef Automate 서버의 속성 값:
• CHEF_AUTOMATE_PIVOTAL_KEY: base64 인코딩 RSA 퍼블릭 키. Chef API에 액세스하려면 해당 프
라이빗 키가 있어야 합니다. Linux 기반 컴퓨터에서 다음 OpenSSL 명령을 실행하여 이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openssl genrsa -out pivotal_key_file_name.pem 2048
Windows 기반 컴퓨터에서는 PuTTYgen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base64 인코딩 RSA 프라이빗 키를 생
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SH.com.에서 PuTTYgen - Windows에서 PuTTY용 키 생성을 참조
하십시오.
Puppet Enterprise 서버의 속성 값:
• PUPPET_ADMIN_PASSWORD: 서버가 온라인 상태가 된 후 Puppet Enterprise 콘솔 웹 페이지에 로그인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 암호입니다. 암호는 ASCII 문자 8~32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PUPPET_R10K_REMOTE: r10k remote는 제어 리포지토리의 URL입니다(예: ssh://git@your.gitrepo.com:user/control-repo.git). r10k 원격을 지정하면 TCP 포트 8170이 열립니다.
• PUPPET_R10K_PRIVATE_KEY: 프라이빗 Git 리포지토리를 사용할 경우
PUPPET_R10K_PRIVATE_KEY를 추가하여 PEM 인코딩 프라이빗 SSH 키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00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OpsWorks 사용 설명서의 AWS CloudFormation에서 Chef Automate 서버 생성
• AWS OpsWorks 사용 설명서의 AWS CloudFormation에서 Puppet Enterprise 마스터 서버 생성
• AWS OpsWorks CM API 참조의 CreateServer

Amazon Pinpoint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Pinpoint::ADMChannel (p. 5091)
• AWS::Pinpoint::APNSChannel (p. 5092)
• AWS::Pinpoint::APNSSandboxChannel (p. 5095)
• AWS::Pinpoint::APNSVoipChannel (p. 5097)
• AWS::Pinpoint::APNSVoipSandboxChannel (p. 5099)
• AWS::Pinpoint::App (p. 5102)
• AWS::Pinpoint::ApplicationSettings (p. 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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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Pinpoint::BaiduChannel (p. 5107)
•
•
•
•
•

AWS::Pinpoint::Campaign (p. 5109)
AWS::Pinpoint::EmailChannel (p. 5130)
AWS::Pinpoint::EmailTemplate (p. 5132)
AWS::Pinpoint::EventStream (p. 5134)
AWS::Pinpoint::GCMChannel (p. 5135)

• AWS::Pinpoint::PushTemplate (p. 5136)
• AWS::Pinpoint::Segment (p. 5144)
• AWS::Pinpoint::SMSChannel (p. 5157)
• AWS::Pinpoint::SmsTemplate (p. 5159)
• AWS::Pinpoint::VoiceChannel (p. 5161)

AWS::Pinpoint::ADMChannel
채널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플랫폼의 유형입니다. ADM 채널을 사용하면 Amazon Device
Messaging(ADM) 서비스를 통해 Kindle Fire 태블릿 같은 Amazon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앱에 푸시 알림
을 보낼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Amazon 디바이스에 메시지를 보내려면 먼저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에서 ADM 채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ADMChannel 리소스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ADM 채널의 상태 및 인증 설정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Pinpoint::ADMChannel",
"Properties" : {
"ApplicationId" : String,
"ClientId" : String,
"ClientSecret" : String,
"Enabled" : Boolean
}

YAML
Type: AWS::Pinpoint::ADMChannel
Properties:
ApplicationId: String
ClientId: String
ClientSecret: String
Enabled: Boolean

Properties
ApplicationId
ADM 채널이 적용되는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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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ClientId
ADM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Amazon에서 제공한 클라이언트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ientSecret
ADM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Amazon에서 제공한 클라이언트 보안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ADM 채널의 활성화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채널이 연결된 Amazon Pinpoint 애
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Application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Pinpoint::APNSChannel
채널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플랫폼의 유형입니다. APN 채널을 사용하여 Apple Push Notification 서비
스(APN)에 푸시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APN에 알림을 보내려면 먼
저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에서 APN 채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APNSChannel 리소스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APN 채널의 상태 및 인증 설정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Pinpoint::APNSChannel",
"Properties" : {
"ApplicationId" : String,
"BundleId" : String,
"Certificat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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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faultAuthenticationMethod" : String,
"Enabled" : Boolean,
"PrivateKey" : String,
"TeamId" : String,
"TokenKey" : String,
"TokenKeyId" : String

YAML
Type: AWS::Pinpoint::APNSChannel
Properties:
ApplicationId: String
BundleId: String
Certificate: String
DefaultAuthenticationMethod: String
Enabled: Boolean
PrivateKey: String
TeamId: String
TokenKey: String
TokenKeyId: String

Properties
ApplicationId
APN 채널이 적용되는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undleId
iOS 앱에 할당된 번들 식별자입니다. 이 식별자는 APN 토큰에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ertificate
Apple에서 제공한 APN 클라이언트 인증서입니다. Amazon Pinpoint가 APN 인증서를 사용하여 APN과
통신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 값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AuthenticationMethod
APN에서 인증 시 Amazon Pinpoint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기본 인증 방법입니다. 유효한 옵션은 key 또
는 certificat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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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APN 채널의 활성화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vateKey
Amazon Pinpoint가 APN과 통신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는 APN 클라이언트 인증서의 프라이빗 키입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amId
Apple 개발자 계정 팀에 할당된 식별자입니다. 이 식별자는 APN 토큰에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kenKey
APN 토큰에 사용할 인증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kenKeyId
APN 서명 키에 할당된 키 식별자입니다. Amazon Pinpoint가 APN 토큰을 사용하여 APN과 통신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 값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채널이 연결된 Amazon Pinpoint 애
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Application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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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Pinpoint::APNSSandboxChannel
채널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플랫폼의 유형입니다. APN 샌드박스 채널을 사용하여 Apple Push
Notification 서비스(APN)의 샌드박스 환경에 푸시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를 사용
하여 APN 샌드박스 환경에 알림을 보내려면 먼저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에서 APN 샌드박스 채널
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APNSSandboxChannel 리소스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APN 샌드박스 채널의 상태 및 인증 설정을 나타냅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Pinpoint::APNSSandboxChannel",
"Properties" : {
"ApplicationId" : String,
"BundleId" : String,
"Certificate" : String,
"DefaultAuthenticationMethod" : String,
"Enabled" : Boolean,
"PrivateKey" : String,
"TeamId" : String,
"TokenKey" : String,
"TokenKeyId" : String
}

YAML
Type: AWS::Pinpoint::APNSSandboxChannel
Properties:
ApplicationId: String
BundleId: String
Certificate: String
DefaultAuthenticationMethod: String
Enabled: Boolean
PrivateKey: String
TeamId: String
TokenKey: String
TokenKeyId: String

Properties
ApplicationId
APN 샌드박스 채널이 적용되는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의 고유한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undleId
iOS 앱에 할당된 번들 식별자입니다. 이 식별자는 APN 토큰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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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ertificate
Apple에서 제공한 APN 클라이언트 인증서입니다. Amazon Pinpoint가 APN 인증서를 사용하여 APN과
통신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 값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AuthenticationMethod
APN에서 인증 시 Amazon Pinpoint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기본 인증 방법입니다. 유효한 옵션은 key 또
는 certificat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APN 샌드박스 채널의 활성화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vateKey
Amazon Pinpoint가 APN과 통신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는 APN 클라이언트 인증서의 프라이빗 키입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amId
Apple 개발자 계정 팀에 할당된 식별자입니다. 이 식별자는 APN 토큰에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kenKey
APN 토큰에 사용할 인증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API 버전 2010-05-15
509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Pinpoi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kenKeyId
APN 서명 키에 할당된 키 식별자입니다. Amazon Pinpoint가 APN 토큰을 사용하여 APN과 통신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 값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채널이 연결된 Amazon Pinpoint 애
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Application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Pinpoint::APNSVoipChannel
채널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플랫폼의 유형입니다. APN VoIP 채널을 사용하여 Apple Push Notification
서비스(APN)에 VoIP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APN에 VoIP 알림을 보
내려면 먼저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에서 APN VoIP 채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APNSVoipChannel 리소스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APN VoIP 채널의 상태 및 인증 설정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Pinpoint::APNSVoipChannel",
"Properties" : {
"ApplicationId" : String,
"BundleId" : String,
"Certificate" : String,
"DefaultAuthenticationMethod" : String,
"Enabled" : Boolean,
"PrivateKey" : String,
"TeamId" : String,
"TokenKey" : String,
"TokenKeyId" : String
}

YAML
Type: AWS::Pinpoint::APNSVoipChannel
Properties:
ApplicationId: String
BundleId: String
Certificate: String
DefaultAuthenticationMethod: String
Enabled: Boolean
PrivateKey: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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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Id: String
TokenKey: String
TokenKeyId: String

Properties
ApplicationId
APN VoIP 채널이 적용되는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undleId
iOS 앱에 할당된 번들 식별자입니다. 이 식별자는 APN 토큰에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ertificate
Apple에서 제공한 APN 클라이언트 인증서입니다. Amazon Pinpoint가 APN 인증서를 사용하여 APN과
통신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 값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AuthenticationMethod
APN에서 인증 시 Amazon Pinpoint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기본 인증 방법입니다. 유효한 옵션은 key 또
는 certificat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APN VoIP 채널의 활성화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vateKey
Amazon Pinpoint가 APN과 통신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는 APN 클라이언트 인증서의 프라이빗 키입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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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amId
Apple 개발자 계정 팀에 할당된 식별자입니다. 이 식별자는 APN 토큰에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kenKey
APN 토큰에 사용할 인증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kenKeyId
APN 서명 키에 할당된 키 식별자입니다. Amazon Pinpoint가 APN 토큰을 사용하여 APN과 통신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 값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채널이 연결된 Amazon Pinpoint 애
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Application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Pinpoint::APNSVoipSandboxChannel
채널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플랫폼의 유형입니다. APN VoIP 샌드박스 채널을 사용하여 Apple Push
Notification 서비스(APN)의 샌드박스 환경에 VoIP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를 사
용하여 APN 샌드박스 환경에 VoIP 알림을 보내려면 먼저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에서 APN VoIP 샌
드박스 채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APNSVoipSandboxChannel 리소스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APN VoIP 샌드박스 채널의 상태 및 인증 설정
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Pinpoint::APNSVoipSandboxChannel",
"Properties" : {
"Application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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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ndleId" : String,
"Certificate" : String,
"DefaultAuthenticationMethod" : String,
"Enabled" : Boolean,
"PrivateKey" : String,
"TeamId" : String,
"TokenKey" : String,
"TokenKeyId" : String

YAML
Type: AWS::Pinpoint::APNSVoipSandboxChannel
Properties:
ApplicationId: String
BundleId: String
Certificate: String
DefaultAuthenticationMethod: String
Enabled: Boolean
PrivateKey: String
TeamId: String
TokenKey: String
TokenKeyId: String

Properties
ApplicationId
APN VoIP 샌드박스 채널이 적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고유한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undleId
iOS 앱에 할당된 번들 식별자입니다. 이 식별자는 APN 토큰에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ertificate
Apple에서 제공한 APN 클라이언트 인증서입니다. Amazon Pinpoint가 APN 인증서를 사용하여 APN 샌
드박스 환경과 통신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 값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AuthenticationMethod
APN에서 인증 시 Amazon Pinpoint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기본 인증 방법입니다. 유효한 옵션은 key 또
는 certificat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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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APN VoIP 샌드박스 채널의 활성화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vateKey
Amazon Pinpoint가 APN 샌드박스 환경과 통신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는 APN 클라이언트 인증서의
프라이빗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amId
Apple 개발자 계정 팀에 할당된 식별자입니다. 이 식별자는 APN 토큰에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kenKey
APN 토큰에 사용할 인증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kenKeyId
APN 서명 키에 할당된 키 식별자입니다. Amazon Pinpoint가 APN 토큰을 사용하여 APN 샌드박스 환경
과 통신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 값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채널이 연결된 Amazon Pinpoint 애
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Application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PI 버전 2010-05-15
510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Pinpoint

AWS::Pinpoint::App
앱은 프로젝트라고도 하는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관련 설정, 고객 정보, 세
그먼트, 캠페인 및 기타 유형의 Amazon Pinpoint 리소스의 모음입니다.
App 리소스는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Pinpoint::App",
"Properties" : {
"Name" : String,
"Tags" : Json
}

YAML
Type: AWS::Pinpoint::App
Properties:
Name: String
Tags: Json

Properties
Name
애플리케이션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할 태그를 정의하는 키-값 페어의 문자열 간 맵입니다. 각 태그는 필수 태그 키 및
연결된 태그 값으로 구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Application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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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애플리케이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WS::Pinpoint::ApplicationSettings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의 설정을 지정합니다. Amazon Pinpoint에서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프로젝
트라고도 함)은 관련 설정, 고객 정보, 세그먼트 및 캠페인, 기타 유형의 Amazon Pinpoint 리소스의 모음입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Pinpoint::ApplicationSettings",
"Properties" : {
"ApplicationId" : String,
"CampaignHook" : CampaignHook (p. 5105),
"CloudWatchMetricsEnabled" : Boolean,
"Limits" : Limits (p. 5106),
"QuietTime" : QuietTime (p. 5107)
}

YAML
Type: AWS::Pinpoint::ApplicationSettings
Properties:
ApplicationId: String
CampaignHook:
CampaignHook (p. 5105)
CloudWatchMetricsEnabled: Boolean
Limits:
Limits (p. 5106)
QuietTime:
QuietTime (p. 5107)

Properties
ApplicationId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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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Hook
애플리케이션에서 캠페인용 코드 후크로서 기본으로 사용할 Lambda 함수의 설정입니다. 특정 캠페인
에 대한 이러한 설정을 재정의하려면 Campaign 리소스를 사용하여 캠페인에 대한 사용자 지정 Lambda
함수 설정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mpaignHook (p. 510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oudWatchMetricsEnabled
Amazon CloudWatch에서 애플리케이션 관련 경보의 활성화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mits
애플리케이션의 캠페인에 대한 기본 전송 한도입니다. 특정 캠페인에 대한 이러한 한도를 재정의하려면
Campaign 리소스를 사용하여 캠페인에 대한 사용자 지정 한도를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imits (p. 510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ietTime
애플리케이션의 캠페인에 대한 기본 유휴 시간입니다. 유휴 시간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캠
페인이 엔드포인트에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특정 시간 범위입니다.
- 엔드포인트의 EndpointDemographic.Timezone 속성이 유효한 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엔드포인트의 시간대에서 현재 시간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QuietTime.Start 속성(또는 사용자 지
정 유휴 시간 설정이 있는 캠페인)에 의해 지정된 시간보다 늦거나 같습니다.
- 엔드포인트의 시간대에서 현재 시간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QuietTime.End 속성(또는 사용자 지정
유휴 시간 설정이 있는 캠페인)에 의해 지정된 시간보다 빠르거나 같습니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유휴 시간이 활성화되어 있어도 엔드포인트는 캠페인으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특정 캠페인에 대한 기본 유휴 설정을 재정의하려면 Campaign 리소스를 사용하여 캠페인에 대한 사용
자 지정 유휴 시간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QuietTime (p. 510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설정을 지정하는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Application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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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Pinpoint::ApplicationSettings CampaignHook
애플리케이션에서 캠페인용 코드 후크로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Lambda 함수의 설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ambdaFunctionName" : String,
"Mode" : String,
"WebUrl" : String

YAML
LambdaFunctionName: String
Mode: String
WebUrl: String

Properties
LambdaFunctionName
Amazon Pinpoint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캠페인용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호출하는 Lambda 함수의 이
름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de
Amazon Pinpoint에서 Lambda 함수를 호출하는 데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FILTER - 캠페인에서 사용되는 세그먼트를 사용자 지정하기 위한 기능을 호출합니다.
• DELIVERY -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이전에는 사용자 지정 채널을 통해 캠페인을 전송하기 위한 함
수를 호출했습니다. 이 기능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지정 채널을 통해 캠페인을 전송하
려면 캠페인의 CustomDeliveryConfiguration 및 CampaignCustomMessage 객체를 사용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bUrl
Amazon Pinpoint가 HTTPS를 통해 Lambda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 호출하는 웹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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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Pinpoint::ApplicationSettings Limits
애플리케이션의 캠페인에 대한 기본 발신 한도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ily" : Integer,
"MaximumDuration" : Integer,
"MessagesPerSecond" : Integer,
"Total" : Integer

YAML
Daily: Integer
MaximumDuration: Integer
MessagesPerSecond: Integer
Total: Integer

Properties
Daily
캠페인에서 24시간 동안 단일 엔드포인트에 보낼 수 있는 최대 메시지 수입니다. 최대 값은 10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imumDuration
캠페인이 캠페인에 예약된 시작 시간 이후에 메시지 배달을 시도할 수 있는 최대 시간(초)입니다. 최소값
은 60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ssagesPerSecond
캠페인에서 1초당 보낼 수 있는 최대 메시지 수입니다. 최소값은 50입니다. 최대값은 20,00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tal
캠페인에서 캠페인 기간 동안 단일 엔드포인트에 보낼 수 있는 최대 메시지 수입니다. 최대 값은 100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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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ApplicationSettings QuietTime
메시지가 엔드포인트로 전송되지 않을 때 시간 범위를 정의하는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 : String,
"Start" : String

YAML
End: String
Start: String

Properties
End
침묵 시간이 끝나는 특정 시간입니다. 이 값은 24시간 표기법을 사용해야 하며 HH:MM 형식이어야 합니
다. 여기서 HH는 시간(해당하는 경우 앞에 0)이고 MM은 분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2:30을 나타내려면
02:30, 오후 2:30을 나타내려면 14:30을 사용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rt
침묵 시간이 시작되는 특정 시간입니다. 이 값은 24시간 표기법을 사용해야 하며 HH:MM 형식이어야 합
니다. 여기서 HH는 시간(해당하는 경우 앞에 0)이고 MM은 분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2:30을 나타내려
면 02:30, 오후 2:30을 나타내려면 14:30을 사용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BaiduChannel
채널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플랫폼의 유형입니다. Baidu 채널을 사용하여 Baidu Cloud Push 알림 서비
스에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d를 사용하여 Baidu Cloud Push 서비스에 알림을 보내려면
먼저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Baidu 채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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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duChannel 리소스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Baidu 채널의 상태 및 인증 설정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Pinpoint::BaiduChannel",
"Properties" : {
"ApiKey" : String,
"ApplicationId" : String,
"Enabled" : Boolean,
"SecretKey" : String
}

YAML
Type: AWS::Pinpoint::BaiduChannel
Properties:
ApiKey: String
ApplicationId: String
Enabled: Boolean
SecretKey: String

Properties
ApiKey
서비스와 통신하도록 Baidu Cloud Push 서비스에서 제공한 API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plicationId
Baidu 채널을 구성하는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abled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Baidu 채널의 활성화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Key
서비스와 통신하도록 Baidu Cloud Push 서비스에서 제공한 보안 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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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채널이 연결된 Amazon Pinpoint 애
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Application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Pinpoint::Campaign
캠페인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캠페인 은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에 특정 사용자 세그먼트를 참
여시키는 메시징 이니셔티브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Pinpoint::Campaign",
"Properties" : {
"AdditionalTreatments" : [ WriteTreatmentResource (p. 5129), ... ],
"ApplicationId" : String,
"CampaignHook" : CampaignHook (p. 5115),
"Description" : String,
"HoldoutPercent" : Integer,
"IsPaused" : Boolean,
"Limits" : Limits (p. 5119),
"MessageConfiguration" : MessageConfiguration (p. 5123),
"Name" : String,
"Schedule" : Schedule (p. 5126),
"SegmentId" : String,
"SegmentVersion" : Integer,
"Tags" : Json,
"TreatmentDescription" : String,
"TreatmentName" : String
}

YAML
Type: AWS::Pinpoint::Campaign
Properties:
AdditionalTreatments:
- WriteTreatmentResource (p. 5129)
ApplicationId: String
CampaignHook:
CampaignHook (p. 5115)
Description: String
HoldoutPercent: Integer
IsPaused: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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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s:
Limits (p. 5119)
MessageConfiguration:
MessageConfiguration (p. 5123)
Name: String
Schedule:
Schedule (p. 5126)
SegmentId: String
SegmentVersion: Integer
Tags: Json
TreatmentDescription: String
TreatmentName: String

Properties
AdditionalTreatments
캠페인에 대한 기본 처리 이외에 캠페인에 대한 추가 처리를 정의하는 요청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WriteTreatmentResource (p. 512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plicationId
캠페인이 연결된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ampaignHook
캠페인에 대한 코드 후크로 사용할 Lambda 함수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mpaignHook (p. 511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캠페인의 사용자 지정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ldoutPercent
캠페인으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해서는 안 되는 사용자(세그먼트 멤버)의 할당된 비율.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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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aused
캠페인의 일시 중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일시 중지된 캠페인은 이 값을 false로 변경하여 캠페인을 재
개하지 않는 한 실행되지 않습니다. 캠페인을 다시 시작하면 캠페인이 일시 중지된 시점이 아니라 처음
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mits
캠페인의 메시징 한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imits (p. 511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ssageConfiguration
캠페인에 대한 메시지 구성 설정입니다.
Required: 예
Type: MessageConfiguration (p. 51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캠페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
캠페인의 일정 설정입니다.
Required: 예
Type: Schedule (p. 512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gmentId
세그먼트가 캠페인과 연결할 고유한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gmentVersion
캠페인과 연결할 세그먼트의 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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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캠페인과 연결할 태그를 정의하는 키-값 페어의 문자열 간 맵입니다. 각 태그는 필수 태그 키 및 연결된
태그 값으로 구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eatmentDescription
캠페인의 기본 처리에 대한 사용자 지정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eatmentName
캠페인에 여러 처리가 있는 경우 캠페인에 대한 기본 처리의 사용자 지정 이름입니다. 처리는 캠페인의
A/B 테스트에 사용되는 캠페인의 변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와 캠페인이 목표로 하는 세그먼트의 고유 식별자를 결합한 문자열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캠페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CampaignId
캠페인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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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Pinpoint::Campaign AttributeDimension
세그먼트에서 엔드포인트를 포함하거나 제외하기 위한 속성 기반 기준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Type" : String,
"Values" : [ String, ... ]

YAML
AttributeType: String
Values:
- String

Properties
AttributeType
사용할 세그먼트 차원의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CLUSIVE - 값과 일치하는 속성이 있는 엔드포인트가 세그먼트에 포함됩니다.
• EXCLUSIVE - 값과 일치하는 속성이 있는 엔드포인트가 세그먼트에서 제외됩니다.
• CONTAINS - 속성의 하위 문자열이 값과 일치하는 엔드포인트가 세그먼트에 포함됩니다.
• BEFORE - ISO_INTAST 날짜/시간 속성이 값보다 이전인 엔드포인트가 세그먼트에 포함됩니다.
• AFTER - ISO_INTAST 날짜/시간 속성이 값보다 이후인 엔드포인트가 세그먼트에 포함됩니다.
• BETWEEN - ISO_INTAST 날짜/시간 속성이 값 범위에 포함되는 엔드포인트가 세그먼트에 포함됩니다.
• ON - ISO_INTAST 날짜/시간 속성이 값과 동일한 엔드포인트가 세그먼트에 포함됩니다. 이 비교에서
는 시간이 무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세그먼트 차원에 사용할 기준 값입니다. AttributeType 속성의 값에 따라 해당 속성 값이 기준 값과
일치하는 경우 엔드포인트는 세그먼트에서 포함되거나 제외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Campaign CampaignEmailMessage
캠페인 수신자에게 전송되는 이메일 메시지의 내용과 ‘발신’ 주소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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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ody" : String,
"FromAddress" : String,
"HtmlBody" : String,
"Title" : String

YAML
Body: String
FromAddress: String
HtmlBody: String
Title: String

Properties
Body
이메일 클라이언트가 HTML 콘텐츠를 렌더링하지 않는 수신자에 대한 이메일 본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omAddress
이메일을 보낼 확인된 이메일 발신 주소입니다. 기본 주소는 애플리케이션의 이메일 채널에 지정된
FromAddress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mlBody
이메일 클라이언트가 HTML 콘텐츠를 렌더링하는 수신자에 대한 이메일 본문(HTML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tle
이메일의 제목 줄 또는 제목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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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Pinpoint::Campaign CampaignEventFilter
캠페인이 전송되도록 하는 이벤트 설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mensions" : EventDimensions (p. 5118),
"FilterType" : String

YAML
Dimensions:
EventDimensions (p. 5118)
FilterType: String

Properties
Dimensions
캠페인에 대한 이벤트 필터의 차원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ventDimensions (p. 511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terType
캠페인이 전송되도록 하는 이벤트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SYSTEM: 시스템 이벤트가
발생하면 캠페인을 보냅니다. ENDPOINT: 엔드포인트 이벤트(이벤트 리소스)가 발생하면 캠페인을 보냅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Campaign CampaignHook
캠페인의 세그먼트를 사용자 지정하는 Lambda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LambdaFunctionName" : String,
"Mod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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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Url" : String

YAML
LambdaFunctionName: String
Mode: String
WebUrl: String

Properties
LambdaFunctionName
Amazon Pinpoint가 캠페인의 세그먼트를 사용자 지정하기 위해 호출하는 Lambda 함수의 이름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de
Amazon Pinpoint에서 Lambda 함수를 호출하는 데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FILTER - 캠페인에서 사용되는 세그먼트를 사용자 지정하기 위한 기능을 호출합니다.
• DELIVERY -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이전에는 사용자 지정 채널을 통해 캠페인을 전송하기 위한 함
수를 호출했습니다. 이 기능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지정 채널을 통해 캠페인을 전송하
려면 캠페인의 CustomDeliveryConfiguration 및 CampaignCustomMessage 객체를 사용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bUrl
Amazon Pinpoint가 HTTPS를 통해 Lambda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 호출하는 웹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Campaign CampaignSmsMessage
캠페인 수신자에게 전송되는 SMS 메시지의 콘텐츠와 설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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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 String,
"EntityId" : String,
"MessageType" : String,
"OriginationNumber" : String,
"SenderId" : String,
"TemplateId" : String

YAML
Body: String
EntityId: String
MessageType: String
OriginationNumber: String
SenderId: String
TemplateId: String

Properties
Body
SMS 메시지의 본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tityId
해당 국가에서 SMS를 전송하기 위해 규제 기관으로부터 받은 엔터티 ID 또는 보안 주체(PE)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ssageType
SMS 메시지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은 TRANSACTIONAL(일회성 암호와 같이 중요하거나 시간에 민감한
메시지의 경우) 및 PROMOTIONAL(마케팅 메시지와 같이 중요하지 않거나 시간에 민감하지 않은 메시지
의 경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iginationNumber
SMS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되는 긴 코드입니다. 이 값은 AWS 계정에 할당된 전용 긴 코드 중 하나여야
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메시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E.164 형식을 사용하여 긴 코드를 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12065550100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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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erId
SMS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의 디바이스에 표시할 발신자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Id
해당 국가에서 SMS를 전송하기 위해 규제 기관으로부터 받은 템플릿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Campaign EventDimensions
캠페인이 전송되거나 여정 활동이 수행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이벤트 필터의 차원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s" : Json,
"EventType" : SetDimension (p. 5128),
"Metrics" : Json

YAML
Attributes: Json
EventType:
SetDimension (p. 5128)
Metrics: Json

Properties
Attributes
애플리케이션이 Amazon Pinpoint에 보고하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지정 속성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이벤
트 필터를 만들 때 선택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Type
캠페인을 전송하거나 여정 활동을 수행하는 이벤트의 이름입니다. Amazon Pinpoint에서 생성되는 표준
이벤트일 수 있습니다(예:_email.delivered). 캠페인의 경우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사용자 지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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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표준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에서 Amazon
Pinpoint 이벤트 스트리밍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SetDimension (p. 5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s
애플리케이션이 Amazon Pinpoint에 보고하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지정 지표입니다. 이러한 지표를 이벤
트 필터를 만들 때 선택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Campaign Limits
캠페인이 보낼 수 있는 메시지의 제한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ily" : Integer,
"MaximumDuration" : Integer,
"MessagesPerSecond" : Integer,
"Total" : Integer

YAML
Daily: Integer
MaximumDuration: Integer
MessagesPerSecond: Integer
Total: Integer

Properties
Daily
캠페인에서 24시간 동안 단일 엔드포인트에 보낼 수 있는 최대 메시지 수입니다. 최대 값은 10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imumDuration
캠페인이 캠페인에 예약된 시작 시간 이후에 메시지 배달을 시도할 수 있는 최대 시간(초)입니다. 최소값
은 60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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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ssagesPerSecond
캠페인에서 1초당 보낼 수 있는 최대 메시지 수입니다. 최소값은 50입니다. 최대값은 20,00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tal
캠페인에서 캠페인 기간 동안 단일 엔드포인트에 보낼 수 있는 최대 메시지 수입니다. 최대 값은 100입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Campaign Message
캠페인 수신자에게 전송되는 푸시 알림의 콘텐츠와 설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 : String,
"Body" : String,
"ImageIconUrl" : String,
"ImageSmallIconUrl" : String,
"ImageUrl" : String,
"JsonBody" : String,
"MediaUrl" : String,
"RawContent" : String,
"SilentPush" : Boolean,
"TimeToLive" : Integer,
"Title" : String,
"Url" : String

YAML
Action: String
Body: String
ImageIconUrl: String
ImageSmallIconUrl: String
ImageUrl: String
JsonBody: String
MediaUrl: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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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Content: String
SilentPush: Boolean
TimeToLive: Integer
Title: String
Url: String

Properties
Action
수신자가 푸시 알림을 탭하면 발생하는 동작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OPEN_APP - 앱이 열리거나 포그라운드 앱이 됩니다(백그라운드로 전송된 경우). 이는 기본 작업입니
다.
• DEEP_LINK - 앱이 열리고 지정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앱에 표시됩니다. 이 설정은 iOS 및 Android
의 딥 링크 기능을 사용합니다.
• URL - 수신자 디바이스의 기본 모바일 브라우저가 열리고 지정한 URL의 웹 페이지가 로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ody
알림 메시지의 본문입니다. 문자는 최대 200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IconUrl
푸시 알림 아이콘으로 표시할 이미지(앱의 아이콘)의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SmallIconUrl
작은 푸시 알림 아이콘(앱의 작은 아이콘 버전)으로 표시할 이미지의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Url
푸시 알림에 표시할 이미지의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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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Body
자동 푸시 알림에 사용할 JSON 페이로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diaUrl
푸시 알림에 표시할 이미지 또는 비디오의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wContent
알림 메시지의 페이로드로 사용할 원시 JSON 형식 문자열입니다. 지정된 경우 이 값은 메시지의 다른
모든 콘텐츠보다 우선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lentPush
알림이 자동 푸시 알림인지, 수신자의 디바이스에 표시되지 않는 푸시 알림인지 지정합니다. 자동 푸시
알림은 앱 구성을 업데이트하거나, 인앱 메시지 센터에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전화 홈 기능을 지원하는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ToLive
서비스에서 알림을 처음으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 푸시 알림 서비스가 메시지를 보관해야 하는 시간(초)
입니다. 이 값이 푸시 알림 서비스로 전송되면 만료 값으로 변환됩니다. 이 값이 0인 경우 서비스는 알림
이 즉시 만료되는 것처럼 취급하며, 서비스는 알림을 다시 저장하거나 전달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 값은 Amazon Device Messaging(ADM) 서비스를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tle
수신자의 디바이스에서 알림 메시지 위에 표시할 제목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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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수신자가 푸시 알림을 탭하고 Action 속성 값이 URL인 경우 수신자의 기본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열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Campaign MessageConfiguration
캠페인에 대한 메시지 구성 설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MMessage" : Message (p. 5120),
"APNSMessage" : Message (p. 5120),
"BaiduMessage" : Message (p. 5120),
"DefaultMessage" : Message (p. 5120),
"EmailMessage" : CampaignEmailMessage (p. 5113),
"GCMMessage" : Message (p. 5120),
"SMSMessage" : CampaignSmsMessage (p. 5116)

YAML
ADMMessage:
Message (p. 5120)
APNSMessage:
Message (p. 5120)
BaiduMessage:
Message (p. 5120)
DefaultMessage:
Message (p. 5120)
EmailMessage:
CampaignEmailMessage (p. 5113)
GCMMessage:
Message (p. 5120)
SMSMessage:
CampaignSmsMessage (p. 5116)

Properties
ADMMessage
캠페인이 Amazon Device Messaging(ADM) 채널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정된 경우 이 메시지
는 기본 메시지를 재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ssage (p. 51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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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NSMessage
캠페인이 Apple 푸시 알림 서비스(APN) 채널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정된 경우 이 메시지는 기
본 메시지를 재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ssage (p. 51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aiduMessage
캠페인이 Baidu 클라우드 푸시(Baidu) 채널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정된 경우 이 메시지는 기본
메시지를 재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ssage (p. 51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Message
캠페인이 캠페인에 대해 구성된 모든 채널을 통해 보내는 기본 메시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ssage (p. 51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mailMessage
캠페인이 이메일 채널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정된 경우 이 메시지는 기본 메시지를 재정의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mpaignEmailMessage (p. 51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CMMessage
캠페인이 GCM 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메시지로, 이를 통해 Amazon Pinpoint가 Firebase Cloud
Messaging(FCM) 서비스(이전의 Google Cloud Messaging(GCM) 서비스)를 통해 푸시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정된 경우 이 메시지는 기본 메시지를 재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ssage (p. 51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MSMessage
캠페인이 SMS 채널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정된 경우 이 메시지는 기본 메시지를 재정의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mpaignSmsMessage (p. 51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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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Pinpoint::Campaign MetricDimension
세그먼트에서 엔드포인트를 포함하거나 제외하기 위한 지표 기반 기준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엔드포
인트에 대해 정의한 사용자 지정 지표에서 파생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parisonOperator" : String,
"Value" : Double

YAML
ComparisonOperator: String
Value: Double

Properties
ComparisonOperator
지표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할 연산자입니다. 유효한 값은 GREATER_THAN, LESS_THAN,
GREATER_THAN_OR_EQUAL, LESS_THAN_OR_EQUAL, EQUA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비교할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Campaign QuietTime
메시지가 엔드포인트로 전송되지 않을 때 시간 범위를 정의하는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 : String,
"Start"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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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End: String
Start: String

Properties
End
침묵 시간이 끝나는 특정 시간입니다. 이 값은 24시간 표기법을 사용해야 하며 HH:MM 형식이어야 합니
다. 여기서 HH는 시간(해당하는 경우 앞에 0)이고 MM은 분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2:30을 나타내려면
02:30, 오후 2:30을 나타내려면 14:30을 사용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rt
침묵 시간이 시작되는 특정 시간입니다. 이 값은 24시간 표기법을 사용해야 하며 HH:MM 형식이어야 합
니다. 여기서 HH는 시간(해당하는 경우 앞에 0)이고 MM은 분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2:30을 나타내려
면 02:30, 오후 2:30을 나타내려면 14:30을 사용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Campaign Schedule
캠페인의 일정 설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Time" : String,
"EventFilter" : CampaignEventFilter (p. 5115),
"Frequency" : String,
"IsLocalTime" : Boolean,
"QuietTime" : QuietTime (p. 5125),
"StartTime" : String,
"TimeZone" : String

YAML
EndTime: String
EventFilter:
CampaignEventFilter (p. 5115)
Frequency: String
IsLocalTime: Boolean
Quie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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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etTime (p. 5125)
StartTime: String
TimeZone: String

Properties
EndTime
캠페인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될 예정인 ISO 8601 형식의 예약 시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Filter
Frequency 속성 값이 EVENT인 경우, 캠페인이 전송되도록 하는 이벤트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mpaignEventFilter (p. 511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equency
캠페인 전송 빈도 또는 특정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 캠페인 전송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sLocalTime
캠페인 일정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이 각 수신자의 현지 시간을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각 수신자의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일정을 설정하려면 이 값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ietTime
캠페인의 기본 침묵 시간입니다. 유휴 시간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캠페인이 엔드포인트에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특정 시간 범위입니다.
• 엔드포인트의 EndpointDemographic.Timezone 속성이 유효한 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엔드포인트의 시간대에서 현재 시간이 캠페인에 대한 QuietTime.Start 속성에 의해 지정된 시간
보다 늦거나 같습니다.
• 엔드포인트의 시간대에서 현재 시간이 캠페인에 대한 QuietTime.End 속성에 의해 지정된 시간보다
이르거나 같습니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유휴 시간이 활성화되어 있어도 엔드포인트는 캠페인으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QuietTime (p. 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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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rtTime
캠페인이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예정인 예약 시간입니다. 유효한 값은 캠페인을 즉시 시작하기 위한
IMMEDIATE 또는 ISO 8601 형식의 특정 시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Zone
IsLocalTime 속성 값이 true인 경우 캠페인 일정의 시작 UTC 오프셋입니다. 유효한 값은 UTC,
UTC+01, UTC+02, UTC+03, UTC+03:30, UTC+04, UTC+04:30, UTC+05, UTC+05:30,
UTC+05:45, UTC+06, UTC+06:30, UTC+07, UTC+08, UTC+09, UTC+09:30, UTC+10,
UTC+10:30, UTC+11, UTC+12, UTC+13, UTC-02, UTC-03, UTC-04, UTC-05, UTC-06,
UTC-07, UTC-08, UTC-09, UTC-10, 및 UTC-11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Campaign SetDimension
세그먼트 차원의 차원 유형 및 값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mensionType" : String,
"Values" : [ String, ... ]

YAML
DimensionType: String
Values:
- String

Properties
DimensionType
사용할 세그먼트 차원의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INCLUSIVE: 기준과 일치하는 엔드
포인트가 세그먼트에 포함됩니다. EXCLUSIVE: 기준과 일치하는 엔드 포인트는 세그먼트에서 제외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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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세그먼트 차원에 사용할 기준 값입니다. DimensionType 속성의 값에 따라 해당 값이 기준 값과 일치
하는 경우 엔드포인트는 세그먼트에서 포함되거나 제외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Campaign WriteTreatmentResource
캠페인 트리트먼트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트리트먼트는 캠페인의 A/B 테스트에 사용되는 캠페인의 변
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essageConfiguration" : MessageConfiguration (p. 5123),
"Schedule" : Schedule (p. 5126),
"SizePercent" : Integer,
"TreatmentDescription" : String,
"TreatmentName" : String

YAML
MessageConfiguration:
MessageConfiguration (p. 5123)
Schedule:
Schedule (p. 5126)
SizePercent: Integer
TreatmentDescription: String
TreatmentName: String

Properties
MessageConfiguration
트리트먼트에 대한 메시지 구성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essageConfiguration (p. 51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
트리트먼트의 일정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hedule (p. 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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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zePercent
트리트먼트를 보낼 사용자(세그먼트 멤버)의 할당된 백분율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eatmentDescription
트리트먼트에 대한 사용자 지정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eatmentName
처리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EmailChannel
채널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플랫폼의 유형입니다. 이메일 채널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보내려면 먼저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메일 채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EmailChannel 리소스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메일 채널의 상태, ID 및 기타 설정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Pinpoint::EmailChannel",
"Properties" : {
"ApplicationId" : String,
"ConfigurationSet" : String,
"Enabled" : Boolean,
"FromAddress" : String,
"Identity" : String,
"RoleArn" : String
}

YAML
Type: AWS::Pinpoint::EmailChanne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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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Id: String
ConfigurationSet: String
Enabled: Boolean
FromAddress: String
Identity: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ApplicationId
이메일 채널을 지정하는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figurationSet
채널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에 적용할 Amazon SES 구성 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메일 채널의 활성화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romAddress
채널을 통해 이메일을 보낼 때부터 이메일을 보내려는 확인된 이메일 주소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entity
채널을 통해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려는 Amazon Simple Email Service(Amazon SES)에서 확인된 자
격 증명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채널에 대한 이메일 관련 이벤트 데이터를 제출할 때 Amazon Pinpoint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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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채널이 연결된 Amazon Pinpoint 애
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Application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Pinpoint::EmailTemplate
이메일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에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메시지 템플릿은 모든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메시지에서 정의, 저장 및 재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설정 집합입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Pinpoint::EmailTemplate",
"Properties" : {
"DefaultSubstitutions" : String,
"HtmlPart" : String,
"Subject" : String,
"Tags" : Json,
"TemplateDescription" : String,
"TemplateName" : String,
"TextPart" : String
}

YAML
Type: AWS::Pinpoint::EmailTemplate
Properties:
DefaultSubstitutions: String
HtmlPart: String
Subject: String
Tags: Json
TemplateDescription: String
TemplateName: String
TextPart: String

Properties
DefaultSubstitutions
메시지 템플릿의 메시지 변수에 사용할 기본값을 지정하는 JSON 객체입니다. 이 객체는 키-값 페어의
집합입니다. 각 키는 템플릿에서 메시지 변수를 정의합니다. 해당 값은 해당 변수의 기본값을 정의합니
다.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메시지를 생성할 때 메시지별 및 주소별 변수와 값으로 이러한 기본값을 재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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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mlPart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이메일 메시지에 사용할 HTML 형식의 메시지 본문입니다. HTML 콘텐
츠를 렌더링하는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는 HTML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HTML 메시지에 링
크, 서식 있는 텍스트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ject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이메일 메시지에 사용할 제목 줄 또는 제목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메시지 템플릿과 연결할 태그를 정의하는 키-값 페어의 문자열 간 맵입니다. 각 태그는 필수 태그 키 및
연결된 태그 값으로 구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Description
메시지 템플릿에 대한 사용자 정의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Name
메시지 템플릿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extPart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이메일 메시지에 사용할 일반 텍스트 형식의 메시지 본문입니다. HTML
콘텐츠를 렌더링하지 않는 이메일 클라이언트와 모바일 디바이스 같이 지연 시간이 긴 네트워크에 연결
된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일반 텍스트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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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는 메시지 템플릿의 이름(TemplateName)을 반환
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메시지 템플릿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WS::Pinpoint::EventStream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새 이벤트 스트림을 생성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존 이벤트 스트림의 설정을 업
데이트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Pinpoint::EventStream",
"Properties" : {
"ApplicationId" : String,
"DestinationStreamArn" : String,
"RoleArn" : String
}

YAML
Type: AWS::Pinpoint::EventStream
Properties:
ApplicationId: String
DestinationStreamArn: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ApplicationId
데이터를 내보낼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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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tinationStreamArn
이벤트 데이터를 게시할 Amazon Kinesis 데이터 스트림 또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
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의 경우 ARN 형식: arn:aws:kinesis:region:accountid:stream/stream_name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경우 ARN 형식: arn:aws:firehose:region:accountid:deliverystream/stream_nam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mazon Pinpoint가 AWS 계정의 스트림에 이벤트 데이터를 게시하도록 승인하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이벤트 스트림이 연결된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Application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Pinpoint::GCMChannel
채널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플랫폼의 유형입니다. GCM 채널을 사용하여 Google Cloud
Messaging(GCM) 서비스를 대체하는 Firebase Cloud Messaging(FCM) 서비스에 푸시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FCM에 알림을 보내려면 먼저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의
GCM 채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GCMChannel 리소스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GCM 채널의 상태 및 인증 설정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Pinpoint::GCMChannel",
"Proper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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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iKey" : String,
"ApplicationId" : String,
"Enabled" : Boolean

YAML
Type: AWS::Pinpoint::GCMChannel
Properties:
ApiKey: String
ApplicationId: String
Enabled: Boolean

Properties
ApiKey
Google 서비스와 통신하도록 Google에서 제공한 웹 API 키(서버 키라고도 함)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plicationId
GCM 채널이 적용되는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abled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GCM 채널의 활성화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채널이 연결된 Amazon Pinpoint 애
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Application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Pinpoint::PushTemplate
푸시 알림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에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메시지 템플릿은 모
든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메시지에서 정의, 저장 및 재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설정 집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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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Pinpoint::PushTemplate",
"Properties" : {
"ADM" : AndroidPushNotificationTemplate (p. 5139),
"APNS" : APNSPushNotificationTemplate (p. 5141),
"Baidu" : AndroidPushNotificationTemplate (p. 5139),
"Default" : DefaultPushNotificationTemplate (p. 5143),
"DefaultSubstitutions" : String,
"GCM" : AndroidPushNotificationTemplate (p. 5139),
"Tags" : Json,
"TemplateDescription" : String,
"TemplateName" : String
}

YAML
Type: AWS::Pinpoint::PushTemplate
Properties:
ADM:
AndroidPushNotificationTemplate (p. 5139)
APNS:
APNSPushNotificationTemplate (p. 5141)
Baidu:
AndroidPushNotificationTemplate (p. 5139)
Default:
DefaultPushNotificationTemplate (p. 5143)
DefaultSubstitutions: String
GCM:
AndroidPushNotificationTemplate (p. 5139)
Tags: Json
TemplateDescription: String
TemplateName: String

Properties
ADM
ADM (Amazon Device Messaging) 채널에 사용할 메시지 템플릿입니다. 이 메시지 템플릿은 푸시 알림
채널(Default)에 대한 기본 템플릿을 재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droidPushNotificationTemplate (p. 513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NS
APN(Apple Push Notification) 채널에 사용할 메시지 템플릿입니다. 이 메시지 템플릿은 푸시 알림 채널
(Default)에 대한 기본 템플릿을 재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PNSPushNotificationTemplate (p. 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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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aidu
Baidu(Baidu Cloud Push) 채널에 사용할 메시지 템플릿입니다. 이 메시지 템플릿은 푸시 알림 채널
(Default)에 대한 기본 템플릿을 재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droidPushNotificationTemplate (p. 513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
푸시 알림 채널에 사용할 기본 메시지 템플릿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faultPushNotificationTemplate (p. 514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Substitutions
메시지 템플릿의 메시지 변수에 사용할 기본값을 지정하는 JSON 객체입니다. 이 객체는 키-값 페어의
집합입니다. 각 키는 템플릿에서 메시지 변수를 정의합니다. 해당 값은 해당 변수의 기본값을 정의합니
다.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메시지를 생성할 때 메시지별 및 주소별 변수와 값으로 이러한 기본값을 재
정의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CM
GCM 채널에 사용할 메시지 템플릿으로, Firebase Cloud Messaging(FCM) 서비스(이전의 Google
Cloud Messaging(GCM) 서비스)를 통해 알림을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 메시지 템플릿은 푸시 알림
채널(Default)에 대한 기본 템플릿을 재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droidPushNotificationTemplate (p. 513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메시지 템플릿과 연결할 태그를 정의하는 키-값 페어의 문자열 간 맵입니다. 각 태그는 필수 태그 키 및
연결된 태그 값으로 구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Description
메시지 템플릿에 대한 사용자 정의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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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Name
메시지 템플릿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는 메시지 템플릿의 이름(TemplateName)을 반환
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메시지 템플릿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WS::Pinpoint::PushTemplate AndroidPushNotificationTemplate
ADM(Amazon Device Messaging), Baidu(Baidu Cloud Push) 또는 GCM (Firebase Cloud Messaging, 이전
Google Cloud Messaging)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푸시 알림에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 템플릿에 대한 채널별
콘텐츠 및 설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 : String,
"Body" : String,
"ImageIconUrl" : String,
"ImageUrl" : String,
"SmallImageIconUrl" : String,
"Sound" : String,
"Title" : String,
"Url" : String

YAML
Actio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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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ring
ImageIconUrl: String
ImageUrl: String
SmallImageIconUrl: String
Sound: String
Title: String
Url: String

Properties
Action
수신자가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푸시 알림을 탭하는 경우 발생할 작업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
음과 같습니다.
• OPEN_APP - 앱이 열리거나 포그라운드 앱이 됩니다(백그라운드로 전송된 경우). 이는 기본 작업입니
다.
• DEEP_LINK - 앱이 열리고 지정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앱에 표시됩니다. 이 작업은 Android 플랫폼
의 딥 링크 기능을 사용합니다.
• URL - 수신자 디바이스의 기본 모바일 브라우저가 열리고 지정한 URL의 웹 페이지가 로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ody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푸시 알림에 사용할 메시지 본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IconUrl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푸시 알림의 콘텐츠 보기에 표시할 큰 아이콘 이미지의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Url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푸시 알림에 표시할 이미지의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mallImageIconUrl
상태 표시줄에 표시할 작은 아이콘 이미지의 URL과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푸시 알림의 콘텐츠
보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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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nd
수신자가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푸시 알림을 수신할 때 재생할 사운드입니다. 기본 스트림을
사용하거나 앱에 번들로 제공되는 사운드 리소스의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ndroid 플랫폼에
서는 사운드 파일이 /res/raw/에 상주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tle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푸시 알림에 사용할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수신자의 디바이스에서 알림
메시지 위에 나타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l
수신자가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푸시 알림을 탭하고 Action 속성 값이 URL인 경우 수신자의
기본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열리는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PushTemplate APNSPushNotificationTemplate
APN(Apple Push Notification) 서비스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푸시 알림에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 템플릿에 대
한 채널별 콘텐츠 및 설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 : String,
"Body" : String,
"MediaUrl" : String,
"Sound" : String,
"Title" : String,
"Url" : String

YAML
Actio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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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ring
MediaUrl: String
Sound: String
Title: String
Url: String

Properties
Action
수신자가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푸시 알림을 탭하는 경우 발생할 작업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
음과 같습니다.
• OPEN_APP - 앱이 열리거나 포그라운드 앱이 됩니다(백그라운드로 전송된 경우). 이는 기본 작업입니
다.
• DEEP_LINK - 앱이 열리고 지정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앱에 표시됩니다. 이 설정은 iOS 플랫폼의 딥
링크 기능을 사용합니다.
• URL - 수신자 디바이스의 기본 모바일 브라우저가 열리고 지정한 URL의 웹 페이지가 로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ody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푸시 알림에 사용할 메시지 본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diaUrl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푸시 알림에 표시할 이미지 또는 비디오의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nd
수신자가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푸시 알림을 수신할 때 재생할 사운드의 키입니다. 이 키의 값
은 앱의 기본 번들이나 앱의 데이터 컨테이너의 Library/Sounds 폴더에 있는 사운드 파일의 이름입
니다. 사운드 파일을 찾을 수 없거나 default로 값을 지정하면 시스템에서 기본 경고음이 재생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tle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푸시 알림에 사용할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수신자의 디바이스에서 알림
메시지 위에 나타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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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l
수신자가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푸시 알림을 탭하고 Action 속성 값이 URL인 경우 수신자의
기본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열리는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PushTemplate DefaultPushNotificationTemplate
푸시 알림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에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 템플릿의 기본 설정 및 콘텐츠를 지정합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 : String,
"Body" : String,
"Sound" : String,
"Title" : String,
"Url" : String

YAML
Action: String
Body: String
Sound: String
Title: String
Url: String

Properties
Action
수신자가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푸시 알림을 탭하는 경우 발생할 작업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
음과 같습니다.
• OPEN_APP - 앱이 열리거나 포그라운드 앱이 됩니다(백그라운드로 전송된 경우). 이는 기본 작업입니
다.
• DEEP_LINK - 앱이 열리고 지정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앱에 표시됩니다. 이 설정은 iOS 및 Android
플랫폼의 딥 링크 기능을 사용합니다.
• URL - 수신자 디바이스의 기본 모바일 브라우저가 열리고 지정한 URL의 웹 페이지가 로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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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푸시 알림에 사용할 메시지 본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nd
수신자가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푸시 알림을 수신할 때 재생할 사운드입니다. 기본 스트림을
사용하거나 앱에 번들로 제공되는 사운드 리소스의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ndroid 플랫폼에
서는 사운드 파일이 /res/raw/에 상주해야 합니다.
iOS 플랫폼의 경우 이 값은 앱의 기본 번들에 있는 사운드 파일 이름이나 앱의 데이터 컨테이너에 있는
Library/Sounds 폴더에 대한 키입니다. 사운드 파일을 찾을 수 없거나 default로 값을 지정하면 시
스템에서 기본 경고음이 재생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tle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푸시 알림에 사용할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수신자의 디바이스에서 알림
메시지 위에 나타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l
수신자가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푸시 알림을 탭하고 Action 속성 값이 URL인 경우 수신자의
기본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열리는 UR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Segment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새 세그먼트를 생성하거나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기존 세그먼트의 구성, 차원 및 기타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Pinpoint::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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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
"ApplicationId" : String,
"Dimensions" : SegmentDimensions (p. 5153),
"Name" : String,
"SegmentGroups" : SegmentGroups (p. 5155),
"Tags" : Json
}

YAML
Type: AWS::Pinpoint::Segment
Properties:
ApplicationId: String
Dimensions:
SegmentDimensions (p. 5153)
Name: String
SegmentGroups:
SegmentGroups (p. 5155)
Tags: Json

Properties
ApplicationId
세그먼트가 연결된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imensions
세그먼트에 대한 차원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gmentDimensions (p. 51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세그먼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gmentGroups
세그먼트를 빌드하기 위해 그룹의 기본 세그먼트에 적용할 차원 및 사용할 세그먼트 그룹입니다. 세그먼
트 그룹은 0개 이상의 기본 세그먼트로 구성됩니다. 요청에는 한 개의 세그먼트 그룹만 포함될 수 있습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gmentGroups (p. 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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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세그먼트와 연결할 태그를 정의하는 키-값 페어의 문자열 간 맵입니다. 각 태그는 필수 태그 키 및 연결
된 태그 값으로 구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세그먼트가 연결된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Application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세그먼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SegmentId
세그먼트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AWS::Pinpoint::Segment AttributeDimension
세그먼트에서 엔드포인트를 포함하거나 제외하기 위한 속성 기반 기준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Type" : String,
"Values" : [ String, ... ]

YAML
AttributeType: String
Values:
- String

API 버전 2010-05-15
514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Pinpoint

Properties
AttributeType
사용할 세그먼트 차원의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CLUSIVE - 값과 일치하는 속성이 있는 엔드포인트가 세그먼트에 포함됩니다.
• EXCLUSIVE - 값과 일치하는 속성이 있는 엔드포인트가 세그먼트에서 제외됩니다.
• CONTAINS - 속성의 하위 문자열이 값과 일치하는 엔드포인트가 세그먼트에 포함됩니다.
• BEFORE - ISO_INTAST 날짜/시간 속성이 값보다 이전인 엔드포인트가 세그먼트에 포함됩니다.
• AFTER - ISO_INTAST 날짜/시간 속성이 값보다 이후인 엔드포인트가 세그먼트에 포함됩니다.
• BETWEEN - ISO_INTAST 날짜/시간 속성이 값 범위에 포함되는 엔드포인트가 세그먼트에 포함됩니다.
• ON - ISO_INTAST 날짜/시간 속성이 값과 동일한 엔드포인트가 세그먼트에 포함됩니다. 이 비교에서
는 시간이 무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세그먼트 차원에 사용할 기준 값입니다. AttributeType 속성의 값에 따라 해당 속성 값이 기준 값과
일치하는 경우 엔드포인트는 세그먼트에서 포함되거나 제외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Segment Behavior
해당 세그먼트에 대해 사용자가 최근에 앱을 얼마나 사용했는가와 같은 동작 기반 기준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cency" : Recency (p. 5153)

YAML
Recency:
Recency (p. 5153)

Properties
Recency
세그먼트 멤버가 얼마나 최근에 활성화되었는지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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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cency (p. 51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Segment Coordinates
위치의 GPS 좌표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atitude" : Double,
"Longitude" : Double

YAML
Latitude: Double
Longitude: Double

Properties
Latitude
위치의 위도 좌표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ngitude
위치의 경도 좌표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Segment Demographic
해당 세그먼트에 대해 디바이스 플랫폼 같은 인구 통계 기반 기준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ppVersion" : SetDimension (p. 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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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nel" : SetDimension (p. 5156),
"DeviceType" : SetDimension (p. 5156),
"Make" : SetDimension (p. 5156),
"Model" : SetDimension (p. 5156),
"Platform" : SetDimension (p. 5156)

YAML
AppVersion:
SetDimension
Channel:
SetDimension
DeviceType:
SetDimension
Make:
SetDimension
Model:
SetDimension
Platform:
SetDimension

(p. 5156)
(p. 5156)
(p. 5156)
(p. 5156)
(p. 5156)
(p. 5156)

Properties
AppVersion
세그먼트의 앱 버전 기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tDimension (p. 51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hannel
세그먼트의 채널 기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tDimension (p. 51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iceType
세그먼트의 디바이스 유형 기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tDimension (p. 51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ke
세그먼트의 디바이스 제조사 기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tDimension (p. 51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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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세그먼트의 디바이스 모델 기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tDimension (p. 51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latform
세그먼트의 디바이스 플랫폼 기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tDimension (p. 51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Segment GPSPoint
엔드포인트 위치의 GPS 좌표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ordinates" : Coordinates (p. 5148),
"RangeInKilometers" : Double

YAML
Coordinates:
Coordinates (p. 5148)
RangeInKilometers: Double

Properties
Coordinates
거리를 측정하기 시작할 GPS 좌표입니다.
Required: 예
Type: Coordinates (p. 51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ngeInKilometers
GPS 좌표로부터의 범위(킬로미터 단위)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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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Segment Groups
세그먼트의 세그먼트 그룹을 처리할 때 평가할 세그먼트 기준 세트를 정의하는 어레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mensions" : [ SegmentDimensions (p. 5153), ... ],
"SourceSegments" : [ SourceSegments (p. 5156), ... ],
"SourceType" : String,
"Type" : String

YAML
Dimensions:
- SegmentDimensions (p. 5153)
SourceSegments:
- SourceSegments (p. 5156)
SourceType: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Dimensions
세그먼트에 포함하거나 제외할 차원을 정의하는 어레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gmentDimensions (p. 515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Segments
세그먼트를 구축할 기반이 되는 세그먼트입니다. 소스 세그먼트라고도 하는 기본 세그먼트는 세그먼트
에 대한 엔드포인트의 초기 모집단을 정의합니다. 세그먼트에 차원을 추가하면 Amazon Pinpoint는 지정
한 차원을 사용하여 기본 세그먼트를 필터링합니다.
두 개 이상의 차원 세그먼트 또는 단 하나의 가져온 세그먼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져온 세그먼트를
지정하면 Amazon Pinpoint 콘솔에 표시되는 세그먼트 크기 추정치에는 필터가 적용되지 않은 가져온 세
그먼트의 크기가 표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ourceSegments (p. 5156) 목록 (p. 51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Type
세그먼트의 여러 기본 세그먼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세그먼트에 세 개의 기본 세
그먼트를 지정하는 경우, 결과 세그먼트가 기본 세그먼트 전체나 일부를 기반으로 하는지, 기반으로 하
는 세그먼트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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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세그먼트의 여러 차원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세그먼트에 세 개의 차원을 지정하는
경우, 결과 세그먼트에 전체 차원 또는 일부와 일치하는 엔드포인트가 포함되는지, 포함되는 것이 없는
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Segment Location
해당 세그먼트에 대해 리전 또는 GPS 좌표 같은 위치 기반 기준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untry" : SetDimension (p. 5156),
"GPSPoint" : GPSPoint (p. 5150)

YAML
Country:
SetDimension (p. 5156)
GPSPoint:
GPSPoint (p. 5150)

Properties
Country
세그먼트의 국가 또는 리전 코드(ISO 3166-1 alpha-2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tDimension (p. 51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PSPoint
세그먼트의 GPS 포인트 차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PSPoint (p. 51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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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Pinpoint::Segment Recency
세그먼트 멤버가 얼마나 최근에 활성화되었는지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uration" : String,
"RecencyType" : String

YAML
Duration: String
RecencyType: String

Properties
Duration
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를 판단할 때 사용할 기간입니다.
가능한 값: HR_24 | DAY_7 | DAY_14 | DAY_30.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encyType
세그먼트에 사용할 최신성 차원의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은 ACTIVE 및 INACTIVE입니다. 값이
ACTIVE인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앱을 사용한 사용자가 세그먼트에 포함됩니다. 값이 INACTIVE인 경
우, 지정된 기간 내에 앱을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가 세그먼트에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Segment SegmentDimensions
세그먼트의 차원 설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ttributes" :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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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havior" : Behavior (p. 5147),
"Demographic" : Demographic (p. 5148),
"Location" : Location (p. 5152),
"Metrics" : Json,
"UserAttributes" : Json

YAML
Attributes: Json
Behavior:
Behavior (p. 5147)
Demographic:
Demographic (p. 5148)
Location:
Location (p. 5152)
Metrics: Json
UserAttributes: Json

Properties
Attributes
세그먼트의 기준으로 사용할 하나 이상의 사용자 지정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ehavior
사용자가 얼마나 최근에 앱을 사용했는가와 같은, 세그먼트에 대한 동작 기반 기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ehavior (p. 51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mographic
디바이스 플랫폼과 같은, 세그먼트에 대한 인구 통계 기반 기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mographic (p. 51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cation
리전 또는 GPS 좌표 등, 세그먼트에 대한 위치 기반 기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cation (p. 515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s
세그먼트의 기준으로 사용할 하나 이상의 사용자 지정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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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Attributes
세그먼트의 기준으로 사용할 하나 이상의 사용자 지정 사용자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Segment SegmentGroups
세그먼트의 세그먼트 그룹을 처리할 때 평가할 세그먼트 기준 세트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roups" : [ Groups (p. 5151), ... ],
"Include" : String

YAML
Groups:
- Groups (p. 5151)
Include: String

Properties
Groups
세그먼트의 세그먼트 그룹을 처리할 때 평가할 세그먼트 기준 세트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roups (p. 5151) 목록 (p. 515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
세그먼트의 여러 세그먼트 그룹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세그먼트에 세 개의 세그먼
트 그룹이 포함된 경우, 결과 세그먼트에 전체 세그먼트 그룹 또는 일부와 일치하는 엔드포인트가 포함
되는지, 또는 포함되는 것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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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Segment SetDimension
세그먼트 차원의 차원 유형 및 값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mensionType" : String,
"Values" : [ String, ... ]

YAML
DimensionType: String
Values:
- String

Properties
DimensionType
사용할 세그먼트 차원의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INCLUSIVE: 기준과 일치하는 엔드
포인트가 세그먼트에 포함됩니다. EXCLUSIVE: 기준과 일치하는 엔드 포인트는 세그먼트에서 제외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세그먼트 차원에 사용할 기준 값입니다. DimensionType 속성의 값에 따라 해당 값이 기준 값과 일치
하는 경우 엔드포인트는 세그먼트에서 포함되거나 제외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Segment SourceSegments
세그먼트를 빌드할 기반이 되는 기본 세그먼트를 지정합니다. 소스 세그먼트라고도 하는 기본 세그먼트는 세
그먼트에 대한 엔드포인트의 초기 모집단을 정의합니다. 세그먼트에 차원을 추가하면 Amazon Pinpoint는 지
정한 차원을 사용하여 기본 세그먼트를 필터링합니다.
두 개 이상의 차원 세그먼트 또는 단 하나의 가져온 세그먼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져온 세그먼트를 지정
하면 Amazon Pinpoint 콘솔에 표시되는 세그먼트 크기 추정치에는 필터가 적용되지 않은 가져온 세그먼트의
크기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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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 : String,
"Version" : Integer

YAML
Id: String
Version: Integer

Properties
Id
소스 세그먼트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소스 세그먼트의 버전 번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SMSChannel
채널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플랫폼의 유형입니다. SMS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려면 SMS 채널을 통해 메
시지를 보냅니다.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면 먼저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
션에서 SMS 채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SMSChannel 리소스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SMS 채널의 상태, 발신자 ID 및 기타 설정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Pinpoint::SMSChannel",
"Properties" : {
"ApplicationId" : String,
"Enabled" :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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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nderId" : String,
"ShortCode" : String

YAML
Type: AWS::Pinpoint::SMSChannel
Properties:
ApplicationId: String
Enabled: Boolean
SenderId: String
ShortCode: String

Properties
ApplicationId
SMS 채널이 적용되는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abled
애플리케이션에서 SMS 채널을 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nderId
SMS 채널에서 메시지를 수신할 때 수신자의 디바이스에 표시할 자격 증명입니다.

Note
SenderID는 특정 국가 및 리전에서만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
서의 지원되는 국가 및 리전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ortCode
SMS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하려는 등록된 짧은 코드입니다.

Note
SMS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전용 짧은 코드 받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의 Amazon Pinpoint를 통한 SMS 메시징 전용 짧은 코드 요청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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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채널이 연결된 Amazon Pinpoint 애
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Application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Pinpoint::SmsTemplate
SMS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에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메시지 템플릿은 모든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메시지에서 정의, 저장 및 재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설정 집합입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Pinpoint::SmsTemplate",
"Properties" : {
"Body" : String,
"DefaultSubstitutions" : String,
"Tags" : Json,
"TemplateDescription" : String,
"TemplateName" : String
}

YAML
Type: AWS::Pinpoint::SmsTemplate
Properties:
Body: String
DefaultSubstitutions: String
Tags: Json
TemplateDescription: String
TemplateName: String

Properties
Body
메시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문자 메시지에 사용할 메시지 본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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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Substitutions
메시지 템플릿의 메시지 변수에 사용할 기본값을 지정하는 JSON 객체입니다. 이 객체는 키-값 페어의
집합입니다. 각 키는 템플릿에서 메시지 변수를 정의합니다. 해당 값은 해당 변수의 기본값을 정의합니
다.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메시지를 생성할 때 메시지별 및 주소별 변수와 값으로 이러한 기본값을 재
정의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메시지 템플릿과 연결할 태그를 정의하는 키-값 페어의 문자열 간 맵입니다. 각 태그는 필수 태그 키 및
연결된 태그 값으로 구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Description
메시지 템플릿에 대한 사용자 정의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Name
메시지 템플릿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는 메시지 템플릿의 이름(TemplateName)을 반환
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메시지 템플릿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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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Pinpoint::VoiceChannel
채널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플랫폼의 유형입니다. 음성 메시지를 보내려면 음성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보냅니다.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음성 메시지를 보내려면 먼저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에서
음성 채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VoiceChannel 리소스는 애플리케이션의 음성 채널에 대한 상태 및 기타 정보를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Pinpoint::VoiceChannel",
"Properties" : {
"ApplicationId" : String,
"Enabled" : Boolean
}

YAML
Type: AWS::Pinpoint::VoiceChannel
Properties:
ApplicationId: String
Enabled: Boolean

Properties
ApplicationId
음성 채널이 적용되는 Amazon Pinpoint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abled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음성 채널의 활성화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채널이 연결된 Amazon Pinpoint 애
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자(Application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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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이메일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 (p. 5162)
•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p. 5167)
• AWS::PinpointEmail::DedicatedIpPool (p. 5173)
• AWS::PinpointEmail::Identity (p. 5175)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
구성 세트를 생성합니다. 구성 세트는 Amazon Pinpoint를 통해 전송하는 이메일에 적용 가능한 규칙 그룹입
니다. 이메일 헤더에 구성 세트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 세트를 이메일에 적용합니다. 구성 세
트를 이메일에 적용하면 해당 구성 세트의 모든 규칙이 이메일에 적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
"Properties" : {
"DeliveryOptions" : DeliveryOptions (p. 5164),
"Name" : String,
"ReputationOptions" : ReputationOptions (p. 5164),
"SendingOptions" : SendingOptions (p. 5165),
"Tags" : [ Tags (p. 5165), ... ],
"TrackingOptions" : TrackingOptions (p. 5166)
}

YAML
Type: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
Properties:
DeliveryOptions:
DeliveryOptions (p. 5164)
Name: String
ReputationOptions:
ReputationOptions (p. 5164)
SendingOptions:
SendingOptions (p. 5165)
Tags:
- Tags (p. 5165)
TrackingOptions:
TrackingOptions (p. 5166)

Properties
DeliveryOptions
구성 세트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데 사용되는 전용 IP 풀을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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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liveryOptions (p. 51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구성 세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putationOptions
Amazon Pinpoint가 구성 세트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이메일에 대한 평판 지표를 수집하는지 여부를 정의
하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putationOptions (p. 51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ndingOptions
Amazon Pinpoint가 구성 세트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를 정의하는 객체입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ndingOptions (p. 516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구성 세트와 연결할 태그(키 및 값)를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 (p. 5165) 태그 (p. 516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ckingOptions
구성 세트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이메일에 대한 열기 및 클릭 추적 옵션을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rackingOptions (p. 516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 "Ref": "myConfigurationSet" }
Amazon Pinpoint 구성 세트 myConfigurationSet의 경우 Ref는 구성 세트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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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 DeliveryOptions
구성 세트를 전용 IP 풀과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ndingPoolName" : String

YAML
SendingPoolName: String

Properties
SendingPoolName
구성 세트와 연결할 전용 IP 풀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 ReputationOptions
현재 AWS 리전에서 이 구성 세트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이메일에 대한 평판 지표의 모음을 사용 또는 사용
중지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putationMetricsEnabled" : Boolean

YAML
ReputationMetricsEnabled: Boolean

Properties
ReputationMetricsEnabled
true인 경우 구성 세트에 대한 평판 지표의 추적이 활성화됩니다. false인 경우 구성 세트에 대한 평판
지표의 추적이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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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 SendingOptions
현재 AWS 리전에서 이 구성 세트를 사용하는 메시지에 대해 이메일 전송을 사용 또는 사용 중지하는 데 사
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ndingEnabled" : Boolean

YAML
SendingEnabled: Boolean

Properties
SendingEnabled
true인 경우, 구성 세트에 이메일 전송이 활성화됩니다. false인 경우, 구성 세트에 이메일 전송이 비
활성화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 Tags
구성 세트와 연결할 태그(키 및 값)를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API 버전 2010-05-15
516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Pinpoint 이메일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하나의 태그를 정의하는 키-값 페어의 한 부분입니다. 태그 키의 최대 길이는 128자입니다. 최소 길이는
1자입니다.
구성 세트에 태그를 지정하려면 이 값이 필요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하나의 태그를 정의하는 키-값 페어의 선택적 부분입니다. 태그 값의 최대 길이는 256자입니다. 최소 길
이는 0자입니다. 리소스에 특정 태그 값을 지정하지 않으려면 이 파라미터의 값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Amazon Pinpoint는 값을 빈 문자열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 TrackingOptions
구성 세트에 대한 추적 옵션을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보내면 수신자
가 이메일을 열 때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보이지 않는 이미지가 포함됩니다. 이메일에 링크가 포함된 경우 수
신자가 클릭할 때 추적하기 위해 해당 링크가 약간 변경됩니다.
이러한 이미지와 링크에는 AWS가 운영하는 도메인에 대한 참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미지 및 링크에 대
해 작동하는 도메인을 사용하도록 Amazon Pinpoint를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ustomRedirectDomain" : String

YAML
CustomRedirectDomain: String

Properties
CustomRedirectDomain
이벤트 열기와 클릭을 추적하는 데 사용할 도메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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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이벤트 대상 생성 Amazon Pinpoint에서 이벤트에는 메시지 보내기, 전송, 열기, 클릭, 반송 메일 및 수신 거부
가 포함됩니다. 이벤트 대상은 이러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반송 메일
또는 수신 거부를 받는 경우 알림이 수신되도록 Amazon SNS에 이벤트 데이터를 보내거나 Amazon Kinesis
Data Firehose를 사용하여 장기 스토리지를 위한 Amazon S3에 데이터를 스트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일 구성 세트에는 둘 이상의 이벤트 대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Properties" : {
"ConfigurationSetName" : String,
"EventDestination" : EventDestination (p. 5170),
"EventDestinationName" : String
}

YAML
Type: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Properties:
ConfigurationSetName: String
EventDestination:
EventDestination (p. 5170)
EventDestinationName: String

Properties
ConfigurationSetName
수정하려는 이벤트 대상이 포함된 구성 세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ventDestination
이벤트 대상을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ventDestination (p. 517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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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DestinationName
수정할 이벤트 대상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 "Ref": "myEventDestination" }
Amazon Pinpoint 이벤트 대상 myEventDestination의 경우 Ref는 구성 세트 이벤트 대상의 이름을 반환
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CloudWatchDestination
이메일 이벤트의 Amazon CloudWatch 대상을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Amazon CloudWatch를 사용하여 이메
일 전송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mensionConfigurations" : [ DimensionConfiguration (p. 5168), ... ]

YAML
DimensionConfigurations:
- DimensionConfiguration (p. 5168)

Properties
DimensionConfigurations
이메일 이벤트를 Amazon CloudWatch로 보낼 때 사용할 차원을 정의하는 객체의 어레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imensionConfiguration (p. 516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DimensionConfiguration
이메일 이벤트를 Amazon CloudWatch로 보낼 때 사용할 차원을 정의하는 객체의 어레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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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faultDimensionValue" : String,
"DimensionName" : String,
"DimensionValueSource" : String

YAML
DefaultDimensionValue: String
DimensionName: String
DimensionValueSource: String

Properties
DefaultDimensionValue
이메일을 발송할 때 차원 값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Amazon CloudWatch로 게시하는 차원의 기본값입니
다. 이 값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ASCII 문자(a-z, A-Z), 숫자(0), 밑줄(_) 또는 대시(-)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 256자를 넘으면 안 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mensionName
이메일 전송 지표에 연결된 Amazon CloudWatch 차원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
니다.
• ASCII 문자(a-z, A-Z), 숫자(0), 밑줄(_) 또는 대시(-)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 256자를 넘으면 안 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mensionValueSource
Amazon Pinpoint가 Amazon CloudWatch에 게시할 차원의 값을 찾는 위치입니다. 사용 가능한 값은
MESSAGE_TAG, EMAIL_HEADER, LINK_TAG입니다.
Amazon Pinpoint가 X-SES-MESSAGE-TAGS 헤더 또는 SendEmail API에 대한 파라미터를 이용해 지
정한 메시지 태그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MESSAGE_TAG를 선택합니다. Amazon Pinpoint가 사용자의 이
메일 헤더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EMAIL_HEADER를 선택합니다. Amazon Pinpoint가 링크에 지정된 태그
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LINK_TAG를 선택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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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EventDestination
Amazon Pinpoint에서 이벤트에는 메시지 보내기, 전송, 열기, 클릭, 반송 메일 및 수신 거부가 포함됩니다. 이
벤트 대상은 이러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반송 메일 또는 수신 거부를
받는 경우 알림이 수신되도록 Amazon SNS에 이벤트 데이터를 보내거나 Amazon Kinesis Data Firehose를
사용하여 장기 스토리지를 위한 Amazon S3에 데이터를 스트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oudWatchDestination" : CloudWatchDestination (p. 5168),
"Enabled" : Boolean,
"KinesisFirehoseDestination" : KinesisFirehoseDestination (p. 5171),
"MatchingEventTypes" : [ String, ... ],
"PinpointDestination" : PinpointDestination (p. 5172),
"SnsDestination" : SnsDestination (p. 5173)

YAML
CloudWatchDestination:
CloudWatchDestination (p. 5168)
Enabled: Boolean
KinesisFirehoseDestination:
KinesisFirehoseDestination (p. 5171)
MatchingEventTypes:
- String
PinpointDestination:
PinpointDestination (p. 5172)
SnsDestination:
SnsDestination (p. 5173)

Properties
CloudWatchDestination
이메일 이벤트의 Amazon CloudWatch 대상을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Amazon CloudWatch를 사용하여
이메일 전송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oudWatchDestination (p. 51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true인 경우 이벤트 대상이 활성화됩니다. 이벤트 대상이 활성화되면 지정된 이벤트 유형이 이
EventDestinationDefinition의 대상으로 전송됩니다.
false인 경우 이벤트 대상이 비활성화됩니다. 이벤트 대상이 비활성화되면 이벤트가 지정된 대상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API 버전 2010-05-15
517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Pinpoint 이메일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inesisFirehoseDestination
이메일 이벤트의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대상을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Amazon Kinesis Data
Firehose를 사용하여 Amazon S3 및 Amazon Redshift 등, 다른 서비스로 데이터를 스트리밍할 수 있습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inesisFirehoseDestination (p. 517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tchingEventTypes
Amazon Pinpoint가 지정된 이벤트 대상으로 보내는 이벤트 유형입니다. 사용 가능한 값은 SEND,
REJECT, BOUNCE, COMPLAINT, DELIVERY, OPEN, CLICK, RENDERING_FAILURE입니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inpointDestination
이메일 이벤트의 Amazon Pinpoint 대상을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Amazon Pinpoint 이벤트를 사용하여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에서 속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사용하여 캠페인에 대한 세
그먼트를 생성할 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inpointDestination (p. 517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sDestination
이메일 이벤트의 Amazon SNS 대상을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특정 이메일 이벤트가 발생하면 Amazon
SNS를 사용하여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nsDestination (p. 517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KinesisFirehoseDestination
이메일 이벤트의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대상을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Amazon Kinesis Data
Firehose를 사용하여 Amazon S3 및 Amazon Redshift 등, 다른 서비스로 데이터를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DeliveryStreamArn" : String,
"IamRoleAr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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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DeliveryStreamArn: String
IamRoleArn: String

Properties
DeliveryStreamArn
Amazon Pinpoint가 이메일 이벤트를 보내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스트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amRoleArn
Amazon Pinpoint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스트림으로 이메일 이벤트를 보낼 때 사용하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PinpointDestination
이메일 이벤트의 Amazon Pinpoint 대상을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Amazon Pinpoint 이벤트를 사용하여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에서 속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사용하여 캠페인에 대한 세그먼
트를 생성할 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plicationArn" : String

YAML
ApplicationArn: String

Properties
ApplicationArn
이메일 이벤트를 보낼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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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SnsDestination
이메일 이벤트의 Amazon SNS 대상을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특정 이메일 이벤트가 발생하면 Amazon SNS
를 사용하여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opicArn" : String

YAML
TopicArn: String

Properties
TopicArn
이메일 이벤트를 게시할 Amazon SNS 주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mazon SNS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N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Email::DedicatedIpPool
새 전용 IP 풀 생성 요청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PinpointEmail::DedicatedIpPool",
"Properties" : {
"PoolName" : String,
"Tags" : [ Tags (p. 5174), ... ]
}

YAML
Type: AWS::PinpointEmail::DedicatedIp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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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PoolName: String
Tags:
- Tags (p. 5174)

Properties
PoolName
전용 IP 풀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전용 IP 풀과 연결할 태그(키 및 값)를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 (p. 5174) 태그 (p. 517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 "Ref": "myDedicatedIpPool" }
Amazon Pinpoint 전용 IP 풀 myDedicatedIpPool의 경우 Ref는 IP 풀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PinpointEmail::DedicatedIpPool Tags
전용 IP 풀과 연결할 태그(키 및 값)를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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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Key
하나의 태그를 정의하는 키-값 페어의 한 부분입니다. 태그 키의 최대 길이는 128자입니다. 최소 길이는
1자입니다.
전용 IP 풀에 태그를 지정하려면 이 값이 필요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하나의 태그를 정의하는 키-값 페어의 선택적 부분입니다. 태그 값의 최대 길이는 256자입니다. 최소 길
이는 0자입니다. 리소스에 특정 태그 값을 지정하지 않으려면 이 파라미터의 값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Amazon Pinpoint는 값을 빈 문자열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Email::Identity
Amazon Pinpoint를 통해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사용할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Amazon Pinpoint에서 자격
증명은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입니다.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자격 증명
에서 이메일을 보내려면 먼저 자격 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증명을 확인함으로써 사용자가 주소 또는
도메인의 소유자임을 증명하고 해당 자격 증명에서 이메일을 전송할 Amazon Pinpoint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면 Amazon Pinpoint에서 해당 주소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확인 이메일에서 링크를 따
라 이동하면 바로 이메일 주소가 확인됩니다.
이러한 도메인 확인 작업을 통해 DKIM 토큰 세트가 제공되며 이 세트를 CNAME 토큰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
다. 도메인의 DNS 구성에 이러한 CNAME 토큰을 추가합니다. Amazon Pinpoint가 도메인에 대한 DNS 구성
에서 이러한 레코드를 탐지하면 도메인이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메인 확인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약
72시간이 걸립니다.

Important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자격 증명을 지정하면 CloudFormation은 해당 자격 증명이 성공적으
로 생성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이메일을 보내려면 먼저 자격
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PinpointEmail::Identity",
"Properties" : {
"DkimSigningEnabled" : Boolean,
"FeedbackForwardingEnabled" : Boolean,
"MailFromAttributes" : MailFromAttributes (p. 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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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 String,
"Tags" : [ Tags (p. 5178), ... ]

YAML
Type: AWS::PinpointEmail::Identity
Properties:
DkimSigningEnabled: Boolean
FeedbackForwardingEnabled: Boolean
MailFromAttributes:
MailFromAttributes (p. 5178)
Name: String
Tags:
- Tags (p. 5178)

Properties
DkimSigningEnabled
도메인 자격 증명의 경우 이러한 속성은 도메인에 대한 DomainKeys Identified Mail(DKIM) 서명을 활성
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값이 true인 경우 도메인에서 보내는 메시지는 amazonses.com 도메인에 대한 키뿐 아니라 사
용자 도메인에 대한 DKIM 키를 모두 사용하여 서명됩니다. 값이 false인 경우 보내는 메시지는
amazonses.com 도메인에 대한 DKIM 키만을 사용하여 서명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eedbackForwardingEnabled
자격 증명에 대한 피드백 전달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설정은 자격 증명이 반송
또는 수신 거부 이벤트를 초래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데 사용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결정합니다.
피드백 전달을 활성화하면 반송 또는 수신 거부 이벤트 발생 시 Amazon Pinpoint가 이메일 알림을 보냅
니다. Amazon Pinpoint는 원본 이메일의 Return-Path 헤더에 지정된 주소로 이 알림을 보냅니다.
피드백 전달을 비활성화하면 Amazon Pinpoint는 Amazon SNS 주제 알림과 같은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알림을 보냅니다. 반송 및 수신 거부의 추적 방법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송 또는 수신 거부 알림을 받기
위한 다른 메커니즘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이벤트 발생 시(이 설정이 비활성화되더라도) Amazon
Pinpoint가 이메일 알림을 보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ilFromAttributes
이메일 자격 증명에 대한 사용자 지정 Mail-From 도메인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ilFromAttributes (p. 51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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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자격 증명의 주소 또는 도메인(예: sender@example.com 또는 example.co.uk)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이메일 자격 증명과 연결할 태그(키 및 값)를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 (p. 5178) 태그 (p. 517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 "Ref": "myEmailIdentity" }
Amazon Pinpoint 자격 증명 myEmailIdentity의 경우 Ref는 자격 증명의 이름(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을 반송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IdentityDNSRecordName1
도메인에 대한 DNS 구성에 추가해야 하는 첫 번째 토큰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의 도메인 확인을 참조하십시오.
IdentityDNSRecordName2
도메인에 대한 DNS 구성에 추가해야 하는 두 번째 토큰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IdentityDNSRecordName3
도메인에 대한 DNS 구성에 추가해야 하는 세 번째 토큰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IdentityDNSRecordValue1
도메인에 대한 DNS 구성에 추가해야 하는 첫 번째 토큰의 레코드 값입니다.
IdentityDNSRecordValue2
도메인에 대한 DNS 구성에 추가해야 하는 두 번째 토큰의 레코드 값입니다.
IdentityDNSRecordValue3
도메인에 대한 DNS 구성에 추가해야 하는 세 번째 토큰의 레코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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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의 이메일 자격 증명 확인

AWS::PinpointEmail::Identity MailFromAttributes
MAIL FROM 도메인과 연결된 속성 목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ehaviorOnMxFailure" : String,
"MailFromDomain" : String

YAML
BehaviorOnMxFailure: String
MailFromDomain: String

Properties
BehaviorOnMxFailure
사용자 지정 MAIL FROM 도메인에 필요한 MX 레코드를 읽을 수 없을 때 Amazon Pinpoint가 수행
하는 작업입니다. 이 값을 UseDefaultValue로 설정하면 Amazon Pinpoint는 amazonses.com을
MAIL FROM 도메인으로 사용합니다. 이 값을 RejectMessage로 설정하면 Amazon Pinpoint에서
MailFromDomainNotVerified 오류를 반환하고 이메일 전송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동작은 사용자 지정 MAIL FROM 도메인 구성이 Pending, Failed 및 TemporaryFailure 상
태에 있을 때 수행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REJECT_MESSAGE | USE_DEFAULT_VALU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ilFromDomain
이메일 자격 증명이 사용자 지정 MAIL FROM 도메인으로 사용하는 도메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PinpointEmail::Identity Tags
이 자격 증명과 연결할 태그(키 및 값)를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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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하나의 태그를 정의하는 키-값 페어의 한 부분입니다. 태그 키의 최대 길이는 128자입니다. 최소 길이는
1자입니다.
이 자격 증명에 태그를 지정하려면 이 값이 필요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하나의 태그를 정의하는 키-값 페어의 선택적 부분입니다. 태그 값의 최대 길이는 256자입니다. 최소 길
이는 0자입니다. 리소스에 특정 태그 값을 지정하지 않으려면 이 파라미터의 값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Amazon Pinpoint는 값을 빈 문자열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QLDB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QLDB::Ledger (p. 5179)
• AWS::QLDB::Stream (p. 5183)

AWS::QLDB::Ledger
AWS::QLDB::Ledger 리소스는 AWS account에서 새 Amazon Quantum Ledger Database(Amazon
QLDB) 원장을 지정합니다. Amazon QLDB는 완전관리형 원장 데이터베이스로, 중앙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이 소유하는 투명하고, 변경 불가능하며, 암호화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트랜잭션 로그를 제공합니다. QLDB
를 사용하여 모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변경 내용을 추적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시간대별 변경 기록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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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Amazon QLDB API 참조의 CreateLedger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QLDB::Ledger",
"Properties" : {
"DeletionProtection" : Boolean,
"KmsKey" : String,
"Name" : String,
"PermissionsMod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QLDB::Ledger
Properties:
DeletionProtection: Boolean
KmsKey: String
Name: String
PermissionsMod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letionProtection
사용자가 원장을 삭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플래그입니다. 원장 생성 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이 기능이 기
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true).
삭제 보호가 사용되는 경우 원장을 삭제하기 전에 먼저 사용 중지해야 합니다. UpdateLedger 작업을
호출하여 플래그를 false로 설정하면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Key
원장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할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의 키입니
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QLDB 개발자 안내서에서 저장 중 암호화를 참조하세요.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이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 AWS_OWNED_KMS_KEY: 사용자를 대신하여 AWS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AWS KMS 키를 사용합니
다.
• 정의되지 않음: 기본적으로 AWS 소유 KMS 키를 사용합니다.
• 유효한 대칭 고객 관리형 KMS 키: 사용자가 생성, 소유 및 관리하는 계정에서 지정된 KMS 키를 사용
합니다.
Amazon QLDB는 비대칭 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
발자 안내서의 대칭 및 비대칭 키 사용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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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관리형 KMS 키를 지정하려면 키 ID, Amazon 리소스 이름(ARN), 별칭 이름 또는 별칭 ARN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별칭 이름을 사용할 때 접두사로 "alias/"를 사용합니다. 다른 AWS 계정에 키를 지정
하려면 키 ARN 또는 별칭 ARN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
• 키 ID: 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 키 ARN: arn:aws:kms:usea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 별칭 이름: alias/ExampleAlias
• 별칭 ARN: arn:aws:kms:us-east-2:111122223333:alias/ExampleAlias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키 식별자(KeyId)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6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생성할 원장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현재 리전의 AWS 계정에 있는 모든 원장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원장 이름에 대한 이름 지정 제약 조건은 Amazon QLDB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QLDB의 할당량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
Pattern: (?!^.*--)(?!^[0-9]+$)(?!^-)(?!.*-$)^[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ermissionsMode
생성하려는 원장에 할당할 권한 모드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다음 값 중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 ALLOW_ALL: 원장에 대한 API 수준 세분성으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는 레거시 권한 모드입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면 이 원장에 대한 SendCommand API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지정된 원장의 모든 테
이블에서 모든 PartiQL 명령(따라서ALLOW_ALL)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는 원장에 대해 생성
된 테이블 수준 또는 명령 수준 IAM 권한 정책을 무시합니다.
• STANDARD: (권장) 원장, 테이블 및 PartiQL 명령에 대한 세분성으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 모
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드는 이 원장의 모든 테이블에 PartiQL 명령을 실행하라는 모든 사용자 요청을 거부
합니다. PartiQL 명령의 실행을 허용하려면 원장에 대한 SendCommand API 권한 외에 특정 테이블 리
소스 및 PartiQL 작업에 대한 IAM 권한 정책을 생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QLDB 개발
자 안내서에서 표준 권한 모드 시작하기를 참조하세요.

Note
원장 데이터의 보안을 최대화하려면 STANDARD 권한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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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OW_ALL | STANDAR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 "Ref": "myQLDBLedger" }
논리적 ID myQLDBLedger를 사용하는 리소스의 경우 Ref는 Amazon QLDB 원장 이름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Amazon QLDB 원장
다음 예에서는 저장 시 암호화를 위해 지정된 고객 관리형 KMS 키 및 STANDARD의 PermissionsMode를
사용하는 Amazon QLDB 원장을 설명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Resources" : {
"myQLDBLedger": {
"Type": "AWS::QLDB::Ledger",
"Properties": {
"DeletionProtection": true,
"KmsKey": "arn:aws:kms:usea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Name": "exampleLedger",
"PermissionsMode": "STANDARD",
"Tags": [
{
"Key": "Domain",
"Value": "Tes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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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QLDBLedger:
Type: "AWS::QLDB::Ledger"
Properties:
DeletionProtection: true
KmsKey: "arn:aws:kms:us-ea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Name: "exampleLedger"
PermissionsMode: "STANDARD"
Tags:
- Key: Domain
Value: Test

참고 항목
• Amazon QLDB API 참조의 CreateLedger

AWS::QLDB::Stream
AWS::QLDB::Stream 리소스는 지정된 Amazon Quantum Ledger Database(Amazon QLDB) 원장에 대한
저널 스트림을 지정합니다. 스트림은 원장의 저널에 커밋된 모든 문서 개정본을 캡처하고 지정된 Amazon
Kinesis Data Streams 리소스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QLDB API 참조의 StreamJournalToKinesis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QLDB::Stream",
"Properties" : {
"ExclusiveEndTime" : String,
"InclusiveStartTime" : String,
"KinesisConfiguration" : KinesisConfiguration (p. 5187),
"LedgerName" : String,
"RoleArn" : String,
"Stream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QLDB::Stream
Properties:
ExclusiveEndTime: String
InclusiveStartTime: String
KinesisConfiguration:
KinesisConfiguration (p. 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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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gerName: String
RoleArn: String
Stream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ExclusiveEndTime
스트림이 끝날 때를 지정하는 독점 날짜 및 시간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정의하지 않으면 취소하기 전까
지 스트림이 무기한 실행됩니다.
ISO 8601은 ExclusiveEndTime 날짜 및 시간 형식이어야 하며 협정 세계시(UTC)여야 합니다. 예:
2019-06-13T21:36:34Z.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clusiveStartTime
스트리밍 저널 데이터를 시작할 시작 날짜 및 시간(경계값 포함)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ISO 8601 날짜
및 시간 형식이어야 하며 협정 세계시(UTC)여야 합니다. 예: 2019-06-13T21:36:34Z.
InclusiveStartTime은 미래 시간일 수 없으며 ExclusiveEndTime 이전이어야 합니다.
원장의 CreationDateTime 이전인 InclusiveStartTime을 제공하는 경우 , QLDB는 실제로 기본
값을 원장의 CreationDateTime으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inesisConfiguration
스트림 요청에 대한 Kinesis Data Streams 대상의 구성 설정입니다.
Required: 예
Type: KinesisConfiguration (p. 518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edgerName
원장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
Pattern: (?!^.*--)(?!^[0-9]+$)(?!^-)(?!.*-$)^[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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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Arn
저널 스트림에 Kinesis Data Streams 리소스에 데이터 레코드를 쓸 수 있는 QLDB 권한을 부여하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저널 스트림을 요청할 때 QLDB에 역할을 전달하려면 IAM 역할 리소스에 대한 iam:PassRole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모든 저널 스트림 요청에 필요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16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reamName
QLDB 저널 스트림에 할당할 이름입니다. 사용자 정의 이름은 스트림의 목적을 식별하고 나타내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림 이름은 지정된 원장에 대한 다른 활성 스트림 간에 고유해야 합니다. 스트림 이름은 Amazon
QLDB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QLDB의 할당량에 정의된 원장 이름과 동일한 명명 제약 조건을 갖습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
Pattern: (?!^.*--)(?!^[0-9]+$)(?!^-)(?!.*-$)^[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ID 또는 ARN. 예:
{ "Ref": "myQLDBStream" }
논리 ID가 myQLDBStream인 리소스의 경우 Ref는 Amazon QLDB 저널 스트림의 ID 또는 ARN을 반환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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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QLDB 저널 스트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 arn:aws:qldb:useast-1:123456789012:stream/exampleLedger/IiPT4brpZCqCq3f4MTHbYy.
Id
QLDB가 각 QLDB 저널 스트림에 할당하는 고유 ID입니다. 예: IiPT4brpZCqCq3f4MTHbYy.

예제
Amazon QLDB Stream
다음 예제에서는 exampleLedger라는 원장에 대한 Amazon QLDB 저널 스트림과 ARN이
arn:aws:kinesis:us-east-1:123456789012:stream/stream-for-qldb인 Kinesis Data Streams
대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Resources" : {
"myQLDBStream": {
"Type": "AWS::QLDB::Stream",
"Properties": {
"ExclusiveEndTime" : "2020-05-29T22:59:59Z",
"InclusiveStartTime" : "2020-05-29T00:00:00Z",
"KinesisConfiguration" : {
"AggregationEnabled": true,
"StreamArn": "arn:aws:kinesis:us-east-1:123456789012:stream/stream-for-qldb"
},
"LedgerName" : "exampleLedger",
"RoleArn" : "arn:aws:iam::123456789012:role/my-kinesis-stream-role",
"StreamName" : "exampleLedger-stream",
"Tags": [
{
"Key": "Domain",
"Value": "Test"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QLDB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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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QLDB::Stream"
Properties:
ExclusiveEndTime: "2020-05-29T22:59:59Z"
InclusiveStartTime: "2020-05-29T00:00:00Z"
KinesisConfiguration:
AggregationEnabled: true
StreamArn: "arn:aws:kinesis:us-east-1:123456789012:stream/stream-for-qldb"
LedgerName: "exampleLedger"
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my-kinesis-stream-role"
StreamName: "exampleLedger-stream"
Tags:
- Key: Domain
Value: Test

참고 항목
• Amazon QLDB API 참조의 StreamJournalToKinesis

AWS::QLDB::Stream KinesisConfiguration
Amazon QLDB 저널 스트림에 대한 Amazon Kinesis Data Streams 대상의 구성 설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ggregationEnabled" : Boolean,
"StreamArn" : String

YAML
AggregationEnabled: Boolean
StreamArn: String

Properties
AggregationEnabled
QLDB에서 단일 Kinesis Data Streams 레코드에 여러 데이터 레코드를 게시하여 API 호출당 전송되는
레코드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레코드 집계는 레코드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스트
림 소비자의 집계를 해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Streams 개발자 안내서에서
KPL 주요 개념 및 소비자 집계 해제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reamArn
Kinesis Data Streams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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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16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mazon QuickSight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QuickSight::Analysis (p. 5188)
• AWS::QuickSight::Dashboard (p. 5209)
• AWS::QuickSight::DataSet (p. 5222)
• AWS::QuickSight::DataSource (p. 5252)
• AWS::QuickSight::Template (p. 5280)
• AWS::QuickSight::Theme (p. 5286)

AWS::QuickSight::Analysis
Amazon QuickSight에서 분석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QuickSight::Analysis",
"Properties" : {
"AnalysisId" : String,
"AwsAccountId" : String,
"Errors" : [ AnalysisError (p. 5191), ... ],
"Name" : String,
"Parameters" : Parameters (p. 5196),
"Permissions" : [ ResourcePermission (p. 5197), ... ],
"SourceEntity" : AnalysisSourceEntity (p. 5192),
"Tags" : [ Tag, ... ],
"ThemeArn" : String
}

YAML
Type: AWS::QuickSight::Analysis
Properties:
AnalysisId: String
AwsAccountId: String
Errors:
- AnalysisError (p. 5191)
Name: String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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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p. 5196)
Permissions:
- ResourcePermission (p. 5197)
SourceEntity:
AnalysisSourceEntity (p. 5192)
Tags:
- Tag
ThemeArn: String

Properties
AnalysisId
생성 중인 분석의 ID입니다. 이 ID는 분석 URL에 표시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AccountId
분석을 생성할 AWS 계정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2
Maximum: 12
Pattern: ^[0-9]{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rror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Error (p. 519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생성 중인 분석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QuickSight 콘솔의 분석에 대해 표시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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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사용할 파라미터 이름 및 재정의 값입니다. 분석은 어떤 파라미터 유형이라도 가질 수 있으며, 일부 파라
미터는 여러 값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arameters (p. 51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missions
분석에 대한 보안 주체 및 리소스 수준 권한을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Permissions 구조를 사용하여
Amazon 리소스 이름(ARN)에 나열된 각 보안 주체에 대한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작업 정보의 목록을 제공하여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지정하지 않으려면 Permissions을(를) 생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Permission (p. 5197) 목록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Entity
생성 중인 분석에 사용할 원본 개체입니다. 이 메타데이터 구조에는 소스 템플릿과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세트를 설명하는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SourceEntity (p. 51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분석에 할당된 리소스 태그에 대한 키-값 쌍의 맵을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emeArn
생성 중인 분석에 적용할 테마의 ARN입니다. QuickSight 콘솔에서 테마를 보려면 해당 테마에 대한 액
세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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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Fn::GetAtt
Arn
분석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CreatedTim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DataSetArns
분석 데이터 세트의 ARN입니다.
LastUpdatedTime
분석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입니다.

AWS::QuickSight::Analysis AnalysisError
분석에 대한 메타데이터 오류 구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essage" : String,
"Type" : String

YAML
Message: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Message
분석 오류에 연결된 메시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분석 오류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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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ACCESS_DENIED | COLUMN_GEOGRAPHIC_ROLE_MISMATCH |
COLUMN_REPLACEMENT_MISSING | COLUMN_TYPE_MISMATCH | DATA_SET_NOT_FOUND
| INTERNAL_FAILURE | PARAMETER_NOT_FOUND | PARAMETER_TYPE_INVALID |
PARAMETER_VALUE_INCOMPATIBLE | SOURCE_NOT_FOUN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Analysis AnalysisSourceEntity
분석의 소스 엔터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ourceTemplate" : AnalysisSourceTemplate (p. 5192)

YAML
SourceTemplate:
AnalysisSourceTemplate (p. 5192)

Properties
SourceTemplate
분석의 소스 엔터티에 대한 소스 템플릿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sisSourceTemplate (p. 51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Analysis AnalysisSourceTemplate
분석의 소스 템플릿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DataSetReferences" : [ DataSetReference (p. 5193), ... ]

YAML
Arn: String
DataSet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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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SetReference (p. 5193)

Properties
Arn
분석 소스 템플릿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SetReferences
분석의 소스 템플릿에 대한 데이터 세트 참조입니다.
Required: 예
Type: DataSetReference (p. 519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Analysis DataSetReference
데이터 세트 참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SetArn" : String,
"DataSetPlaceholder" : String

YAML
DataSetArn: String
DataSetPlaceholder: String

Properties
DataSetArn
데이터 세트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SetPlaceholder
데이터 세트 자리 표시자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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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Analysis DateTimeParameter
날짜-시간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s" : [ String, ... ]

YAML
Name: String
Values:
- String

Properties
Name
날짜/시간 파라미터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날짜/시간 파라미터의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Analysis DecimalParameter
10진수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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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Name" : String,
"Values" : [ Double, ... ]

YAML
Name: String
Values:
- Double

Properties
Name
10진수 파라미터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10진수 파라미터의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Analysis IntegerParameter
정수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s" : [ Double, ... ]

YAML
Name: String
Values:
-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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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Name
정수 파라미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정수 파라미터의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Analysis Parameters
QuickSight 파라미터 목록과 목록의 재정의 값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eTimeParameters" : [ DateTimeParameter (p. 5194), ... ],
"DecimalParameters" : [ DecimalParameter (p. 5194), ... ],
"IntegerParameters" : [ IntegerParameter (p. 5195), ... ],
"StringParameters" : [ StringParameter (p. 5208), ... ]

YAML
DateTimeParameters:
- DateTimeParameter (p. 5194)
DecimalParameters:
- DecimalParameter (p. 5194)
IntegerParameters:
- IntegerParameter (p. 5195)
StringParameters:
- StringParameter (p. 5208)

Properties
DateTimeParameters
날짜-시간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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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ateTimeParameter (p. 5194)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cimalParameters
10진수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cimalParameter (p. 5194)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gerParameters
정수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tegerParameter (p. 5195)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ingParameters
문자열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Parameter (p. 5208)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Analysis ResourcePermission
리소스에 대한 권한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s" : [ String, ... ],
"Principal" : String

YAML
Action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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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String

Properties
Actions
권한을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IAM 작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ncipal
보안 주체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것은 다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원본 또는 데이터 집합에 연결된 Amazon QuickSight 사용자 또는 그룹의 ARN입니다. (이는
일반적임)
• 분석, 대시보드, 템플릿 또는 테마에 연결된 Amazon QuickSight 사용자, 그룹 또는 네임스페이스의
ARN입니다. (이는 일반적임)
• AWS account 루트의 ARN입니다. Amazon QuickSight ARN이 아니라 IAM ARN입니다. 이 옵션은
AWS accounts 간에 리소스(템플릿)를 공유하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음)
시트는 Amazon QuickSight에서 한 페이지에 함께 표시되는 시각적 개체 세트가 포함된 객체입니다. 모
든 분석 및 대시보드에는 적어도 하나의 시트가 포함됩니다. 각 시트에는 차트, 피벗 테이블 또는 설명적
인사이트와 같은 시각화 위젯이 하나 이상 포함됩니다. 컨트롤 및 필터 등과 같은 다른 구성 요소에 시트
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시트에 연결된 고유 식별자입니다.
시트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QuickSight 콘솔의 시트 탭에 표시됩니다.
문자열 파라미터입니다.
문자열 파라미터의 값입니다.
문자열 파라미터의 표시 이름입니다.
데이터 세트를 생성합니다.
이 데이터 세트 버전이 생성된 시간입니다.
이 데이터 세트 버전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입니다.

데이터 세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특정 QuickSight 기능에서 함께 작동하는 열 그룹입니다. 현재 지리 공간 계층만 지원됩니다.
기초 데이터 소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테이블을 선언합니다.
데이터를 SPICE로 가져올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데이터 집합의 필드 및 중첩된 하위 폴더가 포함된 폴더입니다.
물리적 테이블에서 데이터의 조합 및 변환을 구성합니다.
AWS 계정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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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세트에 대한 리소스 권한 목록입니다.
생성하려는 데이터 세트의 ID입니다. 이 ID는 각 AWS 계정의 AWS 리전별로 고유합니다.
생성하려는 데이터에 대한 행 수준 보안 구성입니다.
데이터 세트에 할당된 리소스 태그에 대한 키-값 쌍의 맵을 포함합니다.
하나 이상의 ColumnLevelPermissionRule 정의 세트입니다.
데이터 세트의 표시 이름입니다.
데이터 집합에 대한 계산된 열입니다.
계산된 열을 식별하는 고유 ID입니다. 데이터 집합을 업데이트하는 동안 계산된 열의 열 ID가 기존의 계
산된 열의 열 ID와 일치하면 Amazon QuickSight는 기존의 계산된 열을 보존합니다.
열 이름.
계산된 열을 정의하는 표현식입니다.
열을 다른 유형으로 캐스팅하는 변환 작업입니다.
열 이름.
문자열에서 날짜/시간 유형으로 열을 캐스팅할 때 Amazon QuickSight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문자열을
입력하여 소스 데이터 형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열 데이터 유형입니다.
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메타데이터입니다.
열에 대한 설명의 텍스트입니다.
특정 Amazon QuickSight 기능에서 함께 작동하는 열 그룹입니다. 이 구조는 변형 유형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유효하려면 속성 중 하나만 null이 아니어야 합니다.
계층을 나타내는 지리 공간 열 그룹입니다.
하나 이상의 제한된 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도록 정의된 규칙입니다. 각 데이터 세트에는 여러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된 열을 만들려면 하나 이상의 규칙에 추가합니다. 각 규칙은 하나 이상의
열과 하나 이상의 사용자 또는 그룹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한된 열을 보려면 해당 열에 대한 규칙에 사용
자 또는 그룹을 추가해야 합니다.
열 이름의 배열입니다.
Amazon QuickSight 사용자 또는 그룹을 위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의 배열입니다.
TagColumnOperation 구조의 열에 대한 태그입니다. 이 구조는 변형 유형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유효하
려면 속성 중 하나만 null이 아니어야 합니다.
열에 대한 지리 공간 역할입니다.
열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산된 열을 생성하는 변환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에서 생성된 열은 렉시컬 클로저를 형성합니다.
생성할 계산된 열입니다.
사용자 지정 SQL 쿼리의 결과에서 빌드된 물리적 테이블 유형입니다.
데이터 원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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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쿼리입니다.
SQL 쿼리 결과 세트의 열 스키마입니다.
SQL 쿼리 결과에 대한 표시 이름입니다.
FieldFolder 요소는 필드 그리고 중첩된 하위 폴더를 포함하는 폴더입니다.
필드 폴더에 대한 설명입니다.
폴더에는 열 목록이 있습니다. 열은 하나의 폴더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기준으로 행을 필터링하는 변환 작업입니다.
부울 값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표현식입니다. 표현식이 true로 평가되는 행은 데이터 집합에 유지됩니다.
계층을 나타내는 지리 공간 열 그룹입니다.
이 계층의 열입니다.
국가 코드입니다.
계층의 표시 이름입니다.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사용하는 대기 정책입니다. 기본값은 SPICE 수집이 36시간의
제한 시간으로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사용하는 대기 정책입니다. 기본값은 SPICE 수집이 36시간의
제한 시간으로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SPICE 수집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이터 세트 생성 또는 업데이트를 성공으로 표시합니다. 기본
값입니다(true). DataSetImportMode 모드가 SPICE로 설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수집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는 최대 시간(시)입니다. 기본 시간 초과는 36시간입니다.
DataSetImportMode 모드가 SPICE로 WaitForSpiceIngestion이(가) true로 설정된 경우에만 적
용됩니다.
변환 작업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열의 메타데이터입니다.
열의 데이터 형식.
기초 데이터 소스에 있는 이 열의 이름입니다.
조인에 연결된 명령입니다.
조인의 ON 절에 제공된 조인 명령입니다.
조인의 유형입니다.
왼쪽 피연산자의 조인 키 속성입니다.
조인의 왼쪽에있는 피연산자입니다.
조인의 오른쪽에 있는 피연산자입니다.
오른쪽 피연산자의 조인 키 속성입니다.
조인에 참여하는 열에 연결된 속성입니다.
테이블의 행이 조인 키의 열로 고유하게 식별됨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Amazon QuickSight에서 쿼리 성
능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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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테이블은 조인 및 데이터 변환의 작동 단위입니다. 논리적 테이블에는 물리적 테이블 또는 조인
의 결과일 수 있는 소스가 포함됩니다. 논리적 테이블이 물리적 테이블을 가리키는 경우 논리적 테이블
은 변환 작업을 통해 해당 물리적 테이블의 변경 가능한 복사본으로 작동합니다.
논리적 테이블의 표시 이름입니다.
이 논리적 테이블에 작용하는 변환 작업입니다.
이 논리적 테이블의 소스입니다.
논리적 테이블의 소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구조는 변형 유형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유효하려면 속성
중 하나만 null이 아니어야 합니다.
물리적 테이블 ID입니다.
두 논리적 테이블의 조인 결과를 지정합니다.
출력 열입니다.
유형입니다.
열에 대한 설명입니다.
데이터 집합의 표시 이름입니다.
기초 소스의 데이터 모양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소스의 보기입니다. 이 구조는 변형 유형 구조입
니다. 이 구조가 유효하려면 속성 중 하나만 null이 아니어야 합니다.
관계형 데이터 소스에 대한 물리적 테이블 유형입니다.
사용자 지정 SQL 쿼리의 결과에서 빌드된 물리적 테이블 유형입니다.
S3 데이터 소스에 대한 물리적 테이블 유형입니다.
열을 프로젝션하는 변환 작업입니다. 프로젝션 이후 수행되는 작업은 프로젝션된 열만 참조할 수 있습니
다.
프로젝션된 열입니다.
관계형 데이터 소스에 대한 물리적 테이블 유형입니다.
데이터 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테이블의 열 스키마입니다.
스키마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특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적용됩니다.
테이블에 연결된 카탈로그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열의 이름을 바꾸는 변환 작업입니다.
열의 새 이름입니다.
이름을 바꿀 열의 이름입니다.
리소스에 대한 권한입니다.
다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IAM 작업입니다.
보안 주체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것은 다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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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원본 또는 데이터 집합에 연결된 Amazon QuickSight 사용자 또는 그룹의 ARN입니다. (이는
일반적임)
• 분석, 대시보드, 템플릿 또는 테마에 연결된 Amazon QuickSight 사용자, 그룹 또는 네임스페이스의
ARN입니다. (이는 일반적임)
• AWS account 루트의 ARN입니다. Amazon QuickSight ARN이 아니라 IAM ARN입니다. 이 옵션은
AWS accounts 간에 리소스(템플릿)를 공유하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음)
행 수준 보안(RLS)에 대한 권한이 포함된 데이터 집합에 대한 정보입니다. 권한 데이터 집합은 필드
를 사용자 또는 그룹에 매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QuickSight 사용 설명서에서 행 수준 보안
(RLS)을 사용하여 데이터 집합에 대한 액세스 제한을 참조하세요.
PermissionPolicy를 DENY_ACCESS로 설정하여 권한을 거부하는 옵션은 새 RLS 데이터 집합에 대
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RLS에 대한 권한이 포함된 데이터 집합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LS에 대한 권한이 포함된 데이터 집합에 연결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RLS에 대한 권한을 해석할 때 사용할 권한 유형입니다. DENY_ACCESS는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
서만 포함됩니다.
S3 데이터 원본에 대한 물리적 테이블 유형입니다.
데이터 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S3 데이터 원본에 대한 물리적 테이블 유형입니다.

Note
JSON 파일이 아닌 경우 STRING 데이터 유형만 입력 열에서 지원됩니다.
S3 소스 파일 형식에 대한 정보입니다.
추가 정보를 사용하여 열에 태그를 지정하는 변환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작용하는 열입니다.
데이터 세트 열 태그이며 현재 지리 공간 유형 태깅에만 사용됩니다.

Note
AWS 태깅 기능의 태그가 아닙니다.
논리적 테이블의 데이터 변환입니다. 이 구조는 변형 유형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유효하려면 속성 중 하
나만 null이 아니어야 합니다.
추가 정보를 사용하여 열에 태그를 지정하는 작업입니다.
일부 조건에 따라 행을 필터링하는 작업입니다.
열을 다른 유형으로 캐스팅하는 변환 작업입니다.
계산된 열을 생성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에서 생성된 열은 렉시컬 클로저를 형성합니다.
열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열을 프로젝션하는 작업입니다. 프로젝션 이후 수행되는 작업은 프로젝션된 열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
소스 파일 형식에 대한 정보입니다.
파일에 헤더 행이 있는지 또는 파일에 각각 헤더 행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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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한정자입니다.
파일 형식입니다.
데이터 읽기를 시작할 행 번호입니다.
파일 값 사이의 구분 기호입니다.
데이터 소스를 생성합니다.
요청의 HTTP 상태입니다.
이 데이터 원본이 생성된 시간입니다.
이 데이터 원본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시간입니다.
데이터 원본의 구조입니다.
데이터 세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QuickSight에서 기본 소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파라미터입니다.
데이터 소스의 유형입니다. 현재 이 작업에 대해 지원되는 유형은 ATHENA, AURORA,
AURORA_POSTGRESQL, AMAZON_ELASTICSEARCH, MARIADB, MYSQL, POSTGRESQL, PRESTO,
REDSHIFT, S3, SNOWFLAKE, SPARK, SQLSERVER, TERADATA입니다. ListDataSources을
(를) 사용하여 모든 데이터 원본 목록을 반환합니다.
AMAZON_ELASTICSEARCH은(는) Amazon 관리형 Elasticsearch 서비스용입니다.
QuickSight에서 기본 소스에 연결할 때 VPC 연결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이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이 데이터 소스와 함께 저장된 자격 증명에 대해 공유하려는 대체 데이터 소스 파라미터 세트
입니다. 생성 또는 업데이트 요청을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를 복사할 때 자격 증명은 데이터 소
스 파라미터와 함께 적용됩니다. API 작업은 요청에 있는 DataSourceParameters 구조를
AlternateDataSourceParameters 허용 목록의 구조와 비교합니다. 구조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요청에 이 기존 데이터 소스의 자격 증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ternateDataSourceParameters
목록이 null이면 이 DataSourceParameters에 원래 사용된 Credentials가 자동으로 허용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또는 데이터 소스 생성의 오류 정보입니다.
AWS 계정 ID입니다.
데이터 원본에 대한 리소스 권한 목록입니다.
QuickSight에서 기초 소스에 연결할 때 적용되는 Secure Socket Layer(SSL) 속성입니다.
기본 원본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자격 증명 QuickSight입니다. 현재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기반으로
하는 자격 증명만 지원됩니다.
데이터 원본의 ID입니다. 이 ID는 각 AWS 계정의 AWS 리전별로 고유합니다.
데이터 원본에 할당된 리소스 태그에 대한 키-값 쌍의 맵을 포함합니다.
데이터 소스의 표시 이름입니다.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파라미터입니다.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도메인입니다.
Amazon Athena 파라미터입니다.
Amazon Athena에 사용되는 작업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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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Aurora 파라미터입니다.
포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호스트입니다.
Amazon Aurora with PostgreSQL Compatibility 파라미터입니다.
포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호스트입니다.
AWS IoT Analytics 파라미터입니다.
데이터 세트 이름입니다.
자격 증명으로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의 조합입니다.
이러한 자격 증명에 대해 공유하려는 대체 데이터 소스 파라미터 세트입니다. 생성 또는 업데이트 요청
을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를 복사할 때 자격 증명은 데이터 소스 파라미터와 함께 적용됩니다. API 작업
은 요청에 있는 DataSourceParameters 구조를 AlternateDataSourceParameters 허용 목록의
구조와 비교합니다. 구조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요청에 기존 자격 증명과 새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ternateDataSourceParameters 목록이 null이면 이러한 Credentials에 원래 사용
된 DataSourceParameters가 자동으로 허용됩니다.
사용자 이름.
암호.
데이터 소스 자격 증명입니다. 이 구조는 변형 유형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유효하려면 속성 중 하나만
null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용하려는 자격 증명 페어가 있는 데이터 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CopySourceArn이 null이 아닌 경우 ARN에 있는 데이터 소스의 자격 증명 페어가
DataSourceCredentials 구조의 자격 증명으로 사용됩니다.
자격 증명 페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redentialPair를 참조하세요.
데이터 소스 생성 또는 업데이트에 대한 오류 정보입니다.
오류 유형입니다.
오류 메시지.
Amazon QuickSight에서 기본 소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구조는 변형 유형 구조
입니다. 이 구조가 유효하려면 속성 중 하나만 null이 아니어야 합니다.
Jira 파라미터입니다.
Jira 사이트의 기본 URL입니다.
Twitter 파라미터입니다.
Aurora PostgreSQL 파라미터입니다.
ServiceNow 파라미터입니다.
Teradata 파라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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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RDS 파라미터입니다.
Amazon Athena 파라미터입니다.
Spark 파라미터입니다.
MariaDB 파라미터입니다.
Presto 파라미터입니다.
AWS IoT Analytics 파라미터입니다.
Amazon Redshift 파라미터입니다.
MySQL 파라미터입니다.
SQL Server 파라미터입니다.
Snowflake 파라미터입니다.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파라미터입니다.
PostgreSQL 파라미터입니다.
S3 파라미터입니다.
Amazon Aurora MySQL 파라미터입니다.
Jira 파라미터입니다.
Amazon S3 매니페스트 파일 위치입니다.
Amazon S3 버킷입니다.
객체를 식별하는 Amazon S3 키입니다.
MariaDB 파라미터입니다.
포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호스트입니다.
MySQL 파라미터입니다.
포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호스트입니다.
Oracle 파라미터입니다.
포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호스트입니다.
Oracle 파라미터입니다.
PostgreSQL 파라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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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호스트입니다.
Presto 파라미터입니다.
포트입니다.
호스트입니다.
카탈로그입니다.
Amazon RDS 파라미터입니다.
인스턴스 ID입니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Amazon Redshift 파라미터입니다. Host 및 Port가 모두 설정된 경우 ClusterId 필드를 비워 둘 수
있습니다. ClusterId 필드가 설정되어 있으면 Host 및 Port 필드를 비워 둘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ID입니다. Host 및 Port가 제공된 경우 이 필드를 비워 둘 수 있습니다.
포트입니다. ClusterId가 제공된 경우 이 필드를 비워 둘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호스트입니다. ClusterId가 제공된 경우 이 필드를 비워 둘 수 있습니다.
리소스에 대한 권한입니다.
권한을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IAM 작업입니다.
보안 주체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것은 다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원본 또는 데이터 집합에 연결된 Amazon QuickSight 사용자 또는 그룹의 ARN입니다. (이는
일반적임)
• 분석, 대시보드, 템플릿 또는 테마에 연결된 Amazon QuickSight 사용자, 그룹 또는 네임스페이스의
ARN입니다. (이는 일반적임)
• AWS account 루트의 ARN입니다. Amazon QuickSight ARN이 아니라 IAM ARN입니다. 이 옵션은
AWS accounts 간에 리소스(템플릿)를 공유하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음)
S3 파라미터입니다.
Amazon S3 매니페스트 파일의 위치입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이 QuickSight에 업로드된 경우 NULL입니
다.
Snowflake 파라미터입니다.
웨어하우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호스트입니다.
Spark 파라미터입니다.
포트입니다.
호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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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Server 파라미터입니다.
포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호스트입니다.
QuickSight에서 기초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 때 적용되는 Secure Socket Layer(SSL) 속성입니다.
SSL을 비활성화할지 여부를 제어하는 부울 옵션입니다.
Teradata 파라미터입니다.
포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호스트입니다.
VPC 연결 속성입니다.
VPC 연결에 대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Twitter 파라미터입니다.
Twitter 쿼리 문자열입니다.
Twitter를 쿼리할 최대 행 수입니다.
ServiceNow 파라미터입니다.
기본 사이트의 URL입니다.
데이터 원본의 구조입니다.
Amazon QuickSight에서 기초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구조는 변형 유
형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유효하려면 속성 중 하나만 null이 아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Analysis Sheet
시트는 Amazon QuickSight에서 한 페이지에 함께 표시되는 시각적 개체 세트가 포함된 객체입니다. 모든 분
석 및 대시보드에는 적어도 하나의 시트가 포함됩니다. 각 시트에는 차트, 피벗 테이블 또는 설명적 인사이트
와 같은 시각화 위젯이 하나 이상 포함됩니다. 컨트롤 및 필터 등과 같은 다른 구성 요소에 시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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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etId" : String

YAML
Name: String
SheetId: String

Properties
Name
시트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QuickSight 콘솔의 시트 탭에 표시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eetId
시트에 연결된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Analysis StringParameter
문자열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s" : [ String, ... ]

YAML
Name: String
Value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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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Name
문자열 파라미터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문자열 파라미터의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shboard
템플릿에서 대시보드를 생성합니다. 먼저 템플릿을 생성하려면 CreateTemplate API 작업을 참조하세
요.
대시보드는 분석에서 생성된 Amazon QuickSight 보고서를 식별하는 Amazon QuickSight의 엔터티입니다.
Amazon QuickSight 대시보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권한이 있으면 해당 보고서에서 예약된 이메일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권한이 있으면 다른 AWS account에 있는 템플릿에서 대시보드를 생
성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QuickSight::Dashboard",
"Properties" : {
"AwsAccountId" : String,
"DashboardId" : String,
"DashboardPublishOptions" : DashboardPublishOptions (p. 5213),
"Name" : String,
"Parameters" : Parameters (p. 5219),
"Permissions" : [ ResourcePermission (p. 5220), ... ],
"SourceEntity" : DashboardSourceEntity (p. 5214),
"Tags" : [ Tag, ... ],
"ThemeArn" : String,
"VersionDescription" : String
}

YAML
Type: AWS::QuickSight::Dashboard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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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ccountId: String
DashboardId: String
DashboardPublishOptions:
DashboardPublishOptions (p. 5213)
Name: String
Parameters:
Parameters (p. 5219)
Permissions:
- ResourcePermission (p. 5220)
SourceEntity:
DashboardSourceEntity (p. 5214)
Tags:
- Tag
ThemeArn: String
VersionDescription: String

Properties
AwsAccountId
사용자가 대시보드를 만들려는 AWS 계정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2
Maximum: 12
Pattern: ^[0-9]{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ashboardId
대시보드에 대한 ID이며 IAM 정책에도 추가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ashboardPublishOptions
대시보드를 생성할 때 대시보드를 게시하기 위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AdHocFilteringOption의 경우 AvailabilityStatus - 이 상태는 ENABLED 또는 DISABLED일
수 있습니다. 이를 DISABLED(으)로 설정하면 QuickSight가 게시된 대시보드에서 왼쪽 필터 창을 비활
성화합니다. 이는 임시(일회성) 필터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ENABLED입니다.
• AvailabilityStatus의 경우 ExportToCSVOption - 이 상태는 ENABLED 또는 DISABLED일 수
있습니다. 이를 DISABLED(으)로 설정하면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내보내는 시각적 옵션이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ENABLED입니다.
• VisibilityState의 경우 SheetControlsOption - 이 가시성 상태는 COLLAPSED 또는
EXPANDED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COLLAPSED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521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QuickSight

Required: 아니요
Type: DashboardPublishOptions (p. 52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대시보드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기본 설정을 재정의하는 데 사용할 대시보드 생성을 위한 파라미터입니다. 대시보드는 어떤 파라미터 유
형이라도 가질 수 있으며, 일부 파라미터는 여러 값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arameters (p. 521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missions
대시보드의 권한이 포함된 구조입니다. 각 보안 주체 ARN에 대한 IAM 작업 정보 목록을 제공하여 권한
부여를 위해 이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지정하지 않으려면 권한 목록을 생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Permission (p. 5220) 목록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Entity
대시보드를 생성할 때 소스로 사용 중인 개체입니다. SourceEntity에서는 소스로 사용할 개체의 유형
을 지정합니다. 템플릿에서만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SourceTemplate 개체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분석의 대시보드를 생성해야 하는 경우, 먼저 CreateTheme API 작업을 사용하여 분석을 템플
릿으로 변환합니다. SourceTemplate의 경우, 소스 템플릿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합니
다. SourceTemplate ARN은 모든 AWS account 및 Amazon QuickSight 지원 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ourceTemplate 내의 DataSetReferences 개체를 사용하여 원본에 나열된 자리 표시자의 대체 데
이터 세트를 나열합니다. 각 데이터 세트의 스키마는 해당 자리 표시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shboardSourceEntity (p. 521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대시보드에 할당된 리소스 태그에 대한 키-값 쌍의 맵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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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emeArn
이 대시보드에 사용 중인 테마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 필드에 값을 추가하면 원본 개체
에 사용되는 값이 재정의됩니다. 테마 ARN은 대시보드를 생성할 때와 동일한 AWS 계정에 있어야 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Description
생성 중인 대시보드의 첫 번째 버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Fn::GetAtt
Arn
대시보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CreatedTime
이 대시보드 버전이 생성된 시간입니다.
LastPublishedTime
대시보드가 마지막으로 게시된 시간입니다.
LastUpdatedTime
대시보드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입니다.

AWS::QuickSight::Dashboard AdHocFilteringOption
임시(일회성) 필터링 옵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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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vailabilityStatus" : String

YAML
AvailabilityStatus: String

Properties
AvailabilityStatus
가용성 상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shboard DashboardPublishOptions
대시보드 게시 옵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HocFilteringOption" : AdHocFilteringOption (p. 5212),
"ExportToCSVOption" : ExportToCSVOption (p. 5217),
"SheetControlsOption" : SheetControlsOption (p. 5221)

YAML
AdHocFilteringOption:
AdHocFilteringOption (p. 5212)
ExportToCSVOption:
ExportToCSVOption (p. 5217)
SheetControlsOption:
SheetControlsOption (p. 5221)

Properties
AdHocFilteringOption
임시(일회성) 필터링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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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dHocFilteringOption (p. 52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portToCSVOption
.csv로 내보내기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xportToCSVOption (p. 52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eetControlsOption
시트 제어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heetControlsOption (p. 522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shboard DashboardSourceEntity
대시보드 소스 엔터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ourceTemplate" : DashboardSourceTemplate (p. 5214)

YAML
SourceTemplate:
DashboardSourceTemplate (p. 5214)

Properties
SourceTemplate
소스 템플릿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shboardSourceTemplate (p. 521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shboard DashboardSourceTemplate
대시보드 소스 템플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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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DataSetReferences" : [ DataSetReference (p. 5215), ... ]

YAML
Arn: String
DataSetReferences:
- DataSetReference (p. 5215)

Properties
Arn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SetReferences
데이터 세트 참조입니다.
Required: 예
Type: DataSetReference (p. 521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shboard DataSetReference
데이터 세트 참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SetArn" : String,
"DataSetPlaceholder" : String

YAML
DataSet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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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Placeholder: String

Properties
DataSetArn
데이터 세트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SetPlaceholder
데이터 세트 자리 표시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shboard DateTimeParameter
날짜-시간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s" : [ String, ... ]

YAML
Name: String
Values:
- String

Properties
Name
날짜/시간 파라미터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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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날짜/시간 파라미터의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shboard DecimalParameter
10진수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s" : [ Double, ... ]

YAML
Name: String
Values:
- Double

Properties
Name
10진수 파라미터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10진수 파라미터의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shboard ExportToCSVOption
.csv로 내보내기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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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vailabilityStatus" : String

YAML
AvailabilityStatus: String

Properties
AvailabilityStatus
가용성 상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shboard IntegerParameter
정수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s" : [ Double, ... ]

YAML
Name: String
Values:
- Double

Properties
Name
정수 파라미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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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정수 파라미터의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shboard Parameters
QuickSight 파라미터 목록과 목록의 재정의 값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eTimeParameters" : [ DateTimeParameter (p. 5216), ... ],
"DecimalParameters" : [ DecimalParameter (p. 5217), ... ],
"IntegerParameters" : [ IntegerParameter (p. 5218), ... ],
"StringParameters" : [ StringParameter (p. 5221), ... ]

YAML
DateTimeParameters:
- DateTimeParameter (p. 5216)
DecimalParameters:
- DecimalParameter (p. 5217)
IntegerParameters:
- IntegerParameter (p. 5218)
StringParameters:
- StringParameter (p. 5221)

Properties
DateTimeParameters
날짜-시간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eTimeParameter (p. 5216)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cimalParameters
10진수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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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cimalParameter (p. 5217)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gerParameters
정수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tegerParameter (p. 5218)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ringParameters
문자열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Parameter (p. 5221)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shboard ResourcePermission
리소스에 대한 권한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s" : [ String, ... ],
"Principal" : String

YAML
Actions:
- String
Principal: String

Properties
Actions
권한을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IAM 작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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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ncipal
보안 주체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것은 다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원본 또는 데이터 집합에 연결된 Amazon QuickSight 사용자 또는 그룹의 ARN입니다. (이는
일반적임)
• 분석, 대시보드, 템플릿 또는 테마에 연결된 Amazon QuickSight 사용자, 그룹 또는 네임스페이스의
ARN입니다. (이는 일반적임)
• AWS account 루트의 ARN입니다. Amazon QuickSight ARN이 아니라 IAM ARN입니다. 이 옵션은
AWS accounts 간에 리소스(템플릿)를 공유하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음)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shboard SheetControlsOption
시트 제어 옵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isibilityState" : String

YAML
VisibilityState: String

Properties
VisibilityState
가시성 상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LLAPSED | EXPAND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shboard StringParameter
문자열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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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Name" : String,
"Values" : [ String, ... ]

YAML
Name: String
Values:
- String

Properties
Name
문자열 파라미터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문자열 파라미터의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데이터 세트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QuickSight::DataSet",
"Properties" : {
"AwsAccountId" : String,
"ColumnGroups" : [ ColumnGroup (p. 5228), ... ],
"ColumnLevelPermissionRules" : [ ColumnLevelPermissionRule (p. 5229), ... ],
"DataSetId" : String,
"FieldFolders" : {Key : Value, ...},
"ImportMode" : String,
"IngestionWaitPolicy" : IngestionWaitPolicy (p. 5235),
"LogicalTableMap" : {Key : Value, ...},
"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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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rmissions" : [ ResourcePermission (p. 5245), ... ],
"PhysicalTableMap" : {Key : Value, ...},
"RowLevelPermissionDataSet" : RowLevelPermissionDataSet (p. 5246),
"Tags" : [ Tag, ... ]

YAML
Type: AWS::QuickSight::DataSet
Properties:
AwsAccountId: String
ColumnGroups:
- ColumnGroup (p. 5228)
ColumnLevelPermissionRules:
- ColumnLevelPermissionRule (p. 5229)
DataSetId: String
FieldFolders:
Key : Value
ImportMode: String
IngestionWaitPolicy:
IngestionWaitPolicy (p. 5235)
LogicalTableMap:
Key : Value
Name: String
Permissions:
- ResourcePermission (p. 5245)
PhysicalTableMap:
Key : Value
RowLevelPermissionDataSet:
RowLevelPermissionDataSet (p. 5246)
Tags:
- Tag

Properties
AwsAccountId
AWS 계정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2
Maximum: 12
Pattern: ^[0-9]{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lumnGroups
특정 QuickSight 기능에서 함께 작동하는 열 그룹입니다. 현재 지리 공간 계층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lumnGroup (p. 5228) 목록
Maximum: 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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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LevelPermissionRules
하나 이상의 ColumnLevelPermissionRule 정의 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lumnLevelPermissionRule (p. 522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SetId
생성하려는 데이터 세트의 ID입니다. 이 ID는 각 AWS 계정의 AWS 리전별로 고유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ieldFolders
데이터 집합의 필드 및 중첩된 하위 폴더가 포함된 폴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ieldFolder (p. 5232)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portMode
데이터를 SPICE로 가져올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RECT_QUERY | SPIC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gestionWaitPolicy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사용하는 대기 정책입니다. 기본값은 SPICE 수집이 36시간의
제한 시간으로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gestionWaitPolicy (p. 52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icalTableMap
물리적 테이블에서 데이터의 조합 및 변환을 구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gicalTable (p. 5239)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데이터 세트의 표시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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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missions
데이터 세트에 대한 리소스 권한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Permission (p. 5245) 목록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hysicalTableMap
기초 데이터 소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테이블을 선언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hysicalTable (p. 5241)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wLevelPermissionDataSet
생성하려는 데이터에 대한 행 수준 보안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owLevelPermissionDataSet (p. 52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데이터 세트에 할당된 리소스 태그에 대한 키-값 쌍의 맵을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Fn::GetAtt
Arn
데이터 세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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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dSpiceCapacityInBytes
CreatedTime
이 데이터 세트 버전이 생성된 시간입니다.
LastUpdatedTime
이 데이터 세트 버전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입니다.
OutputColumns

AWS::QuickSight::DataSet CalculatedColumn
데이터 집합에 대한 계산된 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lumnId" : String,
"ColumnName" : String,
"Expression" : String

YAML
ColumnId: String
ColumnName: String
Expression: String

Properties
ColumnId
계산된 열을 식별하는 고유 ID입니다. 데이터 집합을 업데이트하는 동안 계산된 열의 열 ID가 기존의 계
산된 열의 열 ID와 일치하면 Amazon QuickSight는 기존의 계산된 열을 보존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lumnName
열 이름.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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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pression
계산된 열을 정의하는 표현식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4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CastColumnTypeOperation
열을 다른 유형으로 캐스팅하는 변환 작업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lumnName" : String,
"Format" : String,
"NewColumnType" : String

YAML
ColumnName: String
Format: String
NewColumnType: String

Properties
ColumnName
열 이름.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rmat
문자열에서 날짜/시간 유형으로 열을 캐스팅할 때 Amazon QuickSight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문자열을
입력하여 소스 데이터 형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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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wColumnType
새로운 열 데이터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ATETIME | DECIMAL | INTEGER | STRING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ColumnDescription
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메타데이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ext" : String

YAML
Text: String

Properties
Text
열에 대한 설명의 텍스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5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ColumnGroup
특정 Amazon QuickSight 기능에서 함께 작동하는 열 그룹입니다. 이 구조는 변형 유형 구조입니다. 이 구조
가 유효하려면 속성 중 하나만 null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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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eoSpatialColumnGroup" : GeoSpatialColumnGroup (p. 5234)

YAML
GeoSpatialColumnGroup:
GeoSpatialColumnGroup (p. 5234)

Properties
GeoSpatialColumnGroup
계층을 나타내는 지리 공간 열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eoSpatialColumnGroup (p. 523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ColumnLevelPermissionRule
하나 이상의 제한된 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도록 정의된 규칙입니다. 각 데이터 세트에는 여러 규칙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된 열을 만들려면 하나 이상의 규칙에 추가합니다. 각 규칙은 하나 이상의 열과 하
나 이상의 사용자 또는 그룹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한된 열을 보려면 해당 열에 대한 규칙에 사용자 또는 그
룹을 추가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lumnNames" : [ String, ... ],
"Principals" : [ String, ... ]

YAML
ColumnNames:
- String
Principals:
- String

Properties
ColumnNames
열 이름의 배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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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ncipals
Amazon QuickSight 사용자 또는 그룹을 위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ColumnTag
TagColumnOperation 구조의 열에 대한 태그입니다. 이 구조는 변형 유형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유효하려면
속성 중 하나만 null이 아니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lumnDescription" : ColumnDescription (p. 5228),
"ColumnGeographicRole" : String

YAML
ColumnDescription:
ColumnDescription (p. 5228)
ColumnGeographicRole: String

Properties
ColumnDescription
열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lumnDescription (p. 52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lumnGeographicRole
열에 대한 지리 공간 역할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ITY | COUNTRY | COUNTY | LATITUDE | LONGITUDE | POSTCODE | STAT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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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QuickSight::DataSet CreateColumnsOperation
계산된 열을 생성하는 변환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에서 생성된 열은 렉시컬 클로저를 형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lumns" : [ CalculatedColumn (p. 5226), ... ]

YAML
Columns:
- CalculatedColumn (p. 5226)

Properties
Columns
생성할 계산된 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CalculatedColumn (p. 5226) 목록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CustomSql
사용자 지정 SQL 쿼리의 결과에서 빌드된 물리적 테이블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lumns" : [ InputColumn (p. 5235), ... ],
"DataSourceArn" : String,
"Name" : String,
"SqlQuery" : String

YAML
Columns:
- InputColumn (p. 5235)
DataSourceArn: String
Name: String
SqlQuery: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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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olumns
SQL 쿼리 결과 세트의 열 스키마입니다.
Required: 예
Type: InputColumn (p. 5235) 목록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SourceArn
데이터 원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SQL 쿼리 결과에 대한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qlQuery
SQL 쿼리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55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FieldFolder
FieldFolder 요소는 필드 그리고 중첩된 하위 폴더를 포함하는 폴더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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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umns" : [ String, ... ],
"Description" : String

YAML
Columns:
- String
Description: String

Properties
Columns
폴더에는 열 목록이 있습니다. 열은 하나의 폴더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필드 폴더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FilterOperation
조건을 기준으로 행을 필터링하는 변환 작업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ditionExpression" : String

YAML
ConditionExpression: String

Properties
ConditionExpression
부울 값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표현식입니다. 표현식이 true로 평가되는 행은 데이터 집합에 유지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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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4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GeoSpatialColumnGroup
계층을 나타내는 지리 공간 열 그룹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lumns" : [ String, ... ],
"CountryCode" : String,
"Name" : String

YAML
Columns:
- String
CountryCode: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Columns
이 계층의 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untryCode
국가 코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U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계층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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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IngestionWaitPolicy
데이터 집합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사용하는 대기 정책입니다. 기본값은 SPICE 수집이 36시간의 제
한 시간으로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gestionWaitTimeInHours" : Double,
"WaitForSpiceIngestion" : Boolean

YAML
IngestionWaitTimeInHours: Double
WaitForSpiceIngestion: Boolean

Properties
IngestionWaitTimeInHours
수집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는 최대 시간(시)입니다. 기본 시간 초과는 36시간입니다.
DataSetImportMode 모드가 SPICE로 WaitForSpiceIngestion이(가) true로 설정된 경우에만 적
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aitForSpiceIngestion
SPICE 수집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이터 집합 생성 또는 업데이트를 성공으로 표시합니다. 기본
값입니다(true). DataSetImportMode 모드가 SPICE로 설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InputColumn
변환 작업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열의 메타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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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Type" : String

YAML
Name: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Name
기초 데이터 소스에 있는 이 열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열의 데이터 형식.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IT | BOOLEAN | DATETIME | DECIMAL | INTEGER | JSON | STRING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JoinInstruction
조인에 연결된 명령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LeftJoinKeyProperties" : JoinKeyProperties (p. 5238),
"LeftOperand" : String,
"OnClause" : String,
"RightJoinKeyProperties" : JoinKeyProperties (p. 5238),
"RightOperan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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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String

YAML
LeftJoinKeyProperties:
JoinKeyProperties (p. 5238)
LeftOperand: String
OnClause: String
RightJoinKeyProperties:
JoinKeyProperties (p. 5238)
RightOperand: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LeftJoinKeyProperties
왼쪽 피연산자의 조인 키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oinKeyProperties (p. 523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eftOperand
조인의 왼쪽에있는 피연산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0-9a-zA-Z-]*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nClause
조인의 ON 절에 제공된 조인 명령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ightJoinKeyProperties
오른쪽 피연산자의 조인 키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oinKeyProperties (p. 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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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ightOperand
조인의 오른쪽에 있는 피연산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0-9a-zA-Z-]*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조인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NNER | LEFT | OUTER | RIGH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JoinKeyProperties
조인에 참여하는 열에 연결된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UniqueKey" : Boolean

YAML
UniqueKey: Boolean

Properties
UniqueKey
테이블의 행이 조인 키의 열로 고유하게 식별됨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Amazon QuickSight에서 쿼리 성
능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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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QuickSight::DataSet LogicalTable
논리적 테이블은 조인 및 데이터 변환의 작동 단위입니다. 논리적 테이블에는 물리적 테이블 또는 조인의 결
과일 수 있는 소스가 포함됩니다. 논리적 테이블이 물리적 테이블을 가리키는 경우 논리적 테이블은 변환 작
업을 통해 해당 물리적 테이블의 변경 가능한 복사본으로 작동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ias" : String,
"DataTransforms" : [ TransformOperation (p. 5249), ... ],
"Source" : LogicalTableSource (p. 5240)

YAML
Alias: String
DataTransforms:
- TransformOperation (p. 5249)
Source:
LogicalTableSource (p. 5240)

Properties
Alias
논리적 테이블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Transforms
이 논리적 테이블에 작용하는 변환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ransformOperation (p. 5249) 목록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
이 논리적 테이블의 소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LogicalTableSource (p. 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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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LogicalTableSource
논리적 테이블의 소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구조는 변형 유형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유효하려면 속성 중
하나만 null이 아니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JoinInstruction" : JoinInstruction (p. 5236),
"PhysicalTableId" : String

YAML
JoinInstruction:
JoinInstruction (p. 5236)
PhysicalTableId: String

Properties
JoinInstruction
두 논리적 테이블의 조인 결과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oinInstruction (p. 52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hysicalTableId
물리적 테이블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0-9a-zA-Z-]*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OutputColumn
출력 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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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Type" : String

YAML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열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5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데이터 집합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ATETIME | DECIMAL | INTEGER | STRING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PhysicalTable
기초 소스의 데이터 모양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소스의 보기입니다. 이 구조는 변형 유형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유효하려면 속성 중 하나만 null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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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ustomSql" : CustomSql (p. 5231),
"RelationalTable" : RelationalTable (p. 5243),
"S3Source" : S3Source (p. 5247)

YAML
CustomSql:
CustomSql (p. 5231)
RelationalTable:
RelationalTable (p. 5243)
S3Source:
S3Source (p. 5247)

Properties
CustomSql
사용자 지정 SQL 쿼리의 결과에서 빌드된 물리적 테이블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ustomSql (p. 523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lationalTable
관계형 데이터 소스에 대한 물리적 테이블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lationalTable (p. 524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Source
S3 데이터 소스에 대한 물리적 테이블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Source (p. 52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ProjectOperation
열을 프로젝션하는 변환 작업입니다. 프로젝션 이후 수행되는 작업은 프로젝션된 열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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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ProjectedColumns" : [ String, ... ]

YAML
ProjectedColumns:
- String

Properties
ProjectedColumns
프로젝션된 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2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RelationalTable
관계형 데이터 소스에 대한 물리적 테이블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talog" : String,
"DataSourceArn" : String,
"InputColumns" : [ InputColumn (p. 5235), ... ],
"Name" : String,
"Schema" : String

YAML
Catalog: String
DataSourceArn: String
InputColumns:
- InputColumn (p. 5235)
Name: String
Schema: String

Properties
Catalog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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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SourceArn
데이터 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Columns
테이블의 열 스키마입니다.
Required: 예
Type: InputColumn (p. 5235) 목록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ma
스키마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특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RenameColumnOperation
열의 이름을 바꾸는 변환 작업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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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umnName" : String,
"NewColumnName" : String

YAML
ColumnName: String
NewColumnName: String

Properties
ColumnName
이름을 바꿀 열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wColumnName
열의 새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ResourcePermission
리소스에 대한 권한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s" : [ String, ... ],
"Principal" : String

YAML
Action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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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String

Properties
Actions
다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IAM 작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ncipal
보안 주체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것은 다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원본 또는 데이터 집합에 연결된 Amazon QuickSight 사용자 또는 그룹의 ARN입니다. (이는
일반적임)
• 분석, 대시보드, 템플릿 또는 테마에 연결된 Amazon QuickSight 사용자, 그룹 또는 네임스페이스의
ARN입니다. (이는 일반적임)
• AWS account 루트의 ARN입니다. Amazon QuickSight ARN이 아니라 IAM ARN입니다. 이 옵션은
AWS accounts 간에 리소스(템플릿)를 공유하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음)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RowLevelPermissionDataSet
행 수준 보안(RLS)에 대한 권한이 포함된 데이터 집합에 대한 정보입니다. 권한 데이터 집합은 필드를 사용
자 또는 그룹에 매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QuickSight 사용 설명서에서 행 수준 보안(RLS)을 사용
하여 데이터 집합에 대한 액세스 제한을 참조하세요.
PermissionPolicy를 DENY_ACCESS로 설정하여 권한을 거부하는 옵션은 새 RLS 데이터 집합에 대해 지
원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FormatVersion" : String,
"Namespace" : String,
"PermissionPolicy" : String

YAML
Arn: String
FormatVersion: String
Namespace: String
PermissionPolicy: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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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rn
RLS에 대한 권한이 포함된 데이터 집합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rmatVersion
RLS에 대한 권한이 포함된 데이터 집합과 연결된 사용자 또는 그룹 규칙입니다.
기본적으로 FormatVersion은 VERSION_1입니다. FormatVersion이 VERSION_1인 경
우 UserName 및 GroupName이 필요합니다. FormatVersion이 VERSION_2, UserARN이고
GroupARN이 필요한 경우 Namespace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VERSION_1 | VERSION_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space
RLS에 대한 권한이 포함된 데이터 집합에 연결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4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missionPolicy
RLS에 대한 권한을 해석할 때 사용할 권한 유형입니다. DENY_ACCESS는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
서만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ENY_ACCESS | GRANT_ACCE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S3Source
S3 데이터 원본에 대한 물리적 테이블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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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DataSourceArn" : String,
"InputColumns" : [ InputColumn (p. 5235), ... ],
"UploadSettings" : UploadSettings (p. 5251)

YAML
DataSourceArn: String
InputColumns:
- InputColumn (p. 5235)
UploadSettings:
UploadSettings (p. 5251)

Properties
DataSourceArn
데이터 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putColumns
S3 데이터 원본에 대한 물리적 테이블 유형입니다.

Note
JSON 파일이 아닌 경우 STRING 데이터 유형만 입력 열에서 지원됩니다.
Required: 예
Type: InputColumn (p. 5235) 목록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ploadSettings
S3 소스 파일 형식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UploadSettings (p. 525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TagColumnOperation
추가 정보를 사용하여 열에 태그를 지정하는 변환 작업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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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olumnName" : String,
"Tags" : [ ColumnTag (p. 5230), ... ]

YAML
ColumnName: String
Tags:
- ColumnTag (p. 5230)

Properties
ColumnName
이 작업이 작용하는 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데이터 세트 열 태그이며 현재 지리 공간 유형 태깅에만 사용됩니다.

Note
AWS 태깅 기능의 태그가 아닙니다.
Required: 예
Type: ColumnTag (p. 5230) 목록
Maximum: 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TransformOperation
논리적 테이블의 데이터 변환입니다. 이 구조는 변형 유형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유효하려면 속성 중 하나만
null이 아니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astColumnTypeOperation" : CastColumnTypeOperation (p. 5227),
"CreateColumnsOperation" : CreateColumnsOperation (p. 5231),
"FilterOperation" : FilterOperation (p. 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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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Operation" : ProjectOperation (p. 5242),
"RenameColumnOperation" : RenameColumnOperation (p. 5244),
"TagColumnOperation" : TagColumnOperation (p. 5248)

YAML
CastColumnTypeOperation:
CastColumnTypeOperation (p. 5227)
CreateColumnsOperation:
CreateColumnsOperation (p. 5231)
FilterOperation:
FilterOperation (p. 5233)
ProjectOperation:
ProjectOperation (p. 5242)
RenameColumnOperation:
RenameColumnOperation (p. 5244)
TagColumnOperation:
TagColumnOperation (p. 5248)

Properties
CastColumnTypeOperation
열을 다른 유형으로 캐스팅하는 변환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stColumnTypeOperation (p. 52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eateColumnsOperation
계산된 열을 생성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에서 생성된 열은 렉시컬 클로저를 형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reateColumnsOperation (p. 523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terOperation
일부 조건에 따라 행을 필터링하는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ilterOperation (p. 523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jectOperation
열을 프로젝션하는 작업입니다. 프로젝션 이후 수행되는 작업은 프로젝션된 열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jectOperation (p. 524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nameColumnOperation
열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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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RenameColumnOperation (p. 524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ColumnOperation
추가 정보를 사용하여 열에 태그를 지정하는 작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ColumnOperation (p. 52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et UploadSettings
소스 파일 형식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ainsHeader" : Boolean,
"Delimiter" : String,
"Format" : String,
"StartFromRow" : Double,
"TextQualifier" : String

YAML
ContainsHeader: Boolean
Delimiter: String
Format: String
StartFromRow: Double
TextQualifier: String

Properties
ContainsHeader
파일에 헤더 행이 있는지 또는 파일에 각각 헤더 행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limiter
파일 값 사이의 구분 기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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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rmat
파일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LF | CSV | ELF | JSON | TSV | XLSX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rtFromRow
데이터 읽기를 시작할 행 번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xtQualifier
텍스트 한정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OUBLE_QUOTE | SINGLE_QUOT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데이터 소스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QuickSight::DataSource",
"Properties" : {
"AlternateDataSourceParameters" : [ DataSourceParameters (p. 5262), ... ],
"AwsAccountId" : String,
"Credentials" : DataSourceCredentials (p. 5260),
"DataSourceId" : String,
"DataSourceParameters" : DataSourceParameters (p. 5262),
"ErrorInfo" : DataSourceErrorInfo (p. 5261),
"Name" : String,
"Permissions" : [ ResourcePermission (p. 5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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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lProperties" : SslProperties (p. 5278),
"Tags" : [ Tag, ... ],
"Type" : String,
"VpcConnectionProperties" : VpcConnectionProperties (p. 5279)

YAML
Type: AWS::QuickSight::DataSource
Properties:
AlternateDataSourceParameters:
- DataSourceParameters (p. 5262)
AwsAccountId: String
Credentials:
DataSourceCredentials (p. 5260)
DataSourceId: String
DataSourceParameters:
DataSourceParameters (p. 5262)
ErrorInfo:
DataSourceErrorInfo (p. 5261)
Name: String
Permissions:
- ResourcePermission (p. 5273)
SslProperties:
SslProperties (p. 5278)
Tags:
- Tag
Type: String
VpcConnectionProperties:
VpcConnectionProperties (p. 5279)

Properties
AlternateDataSourceParameters
이 데이터 소스와 함께 저장된 자격 증명에 대해 공유하려는 대체 데이터 소스 파라미터 세트
입니다. 생성 또는 업데이트 요청을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를 복사할 때 자격 증명은 데이터 소
스 파라미터와 함께 적용됩니다. API 작업은 요청에 있는 DataSourceParameters 구조를
AlternateDataSourceParameters 허용 목록의 구조와 비교합니다. 구조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요청에 이 기존 데이터 소스의 자격 증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ternateDataSourceParameters
목록이 null이면 이 DataSourceParameters에 원래 사용된 Credentials가 자동으로 허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ourceParameters (p. 5262)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AccountId
AWS 계정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2
Maximum: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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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0-9]{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redentials
기본 원본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자격 증명 QuickSight입니다. 현재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기반으로
하는 자격 증명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ourceCredentials (p. 52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SourceId
데이터 원본의 ID입니다. 이 ID는 각 AWS 계정의 AWS 리전별로 고유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ataSourceParameters
QuickSight에서 기본 소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ourceParameters (p. 526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rrorInfo
마지막 업데이트 또는 데이터 소스 생성의 오류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ourceErrorInfo (p. 526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데이터 소스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missions
데이터 원본에 대한 리소스 권한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Permission (p. 527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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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slProperties
QuickSight에서 기초 소스에 연결할 때 적용되는 Secure Socket Layer(SSL)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slProperties (p. 52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데이터 원본에 할당된 리소스 태그에 대한 키-값 쌍의 맵을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데이터 소스의 유형입니다. 현재 이 작업에 대해 지원되는 유형은 ATHENA, AURORA,
AURORA_POSTGRESQL, AMAZON_ELASTICSEARCH, MARIADB, MYSQL, POSTGRESQL, PRESTO,
REDSHIFT, S3, SNOWFLAKE, SPARK, SQLSERVER, TERADATA입니다. ListDataSources을
(를) 사용하여 모든 데이터 원본 목록을 반환합니다.
AMAZON_ELASTICSEARCH은(는) Amazon 관리형 Elasticsearch 서비스용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DOBE_ANALYTICS | AMAZON_ELASTICSEARCH | ATHENA | AURORA |
AURORA_POSTGRESQL | AWS_IOT_ANALYTICS | GITHUB | JIRA | MARIADB | MYSQL |
ORACLE | POSTGRESQL | PRESTO | REDSHIFT | S3 | SALESFORCE | SERVICENOW |
SNOWFLAKE | SPARK | SQLSERVER | TERADATA | TIMESTREAM | TWITTER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cConnectionProperties
QuickSight에서 기본 소스에 연결할 때 VPC 연결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이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pcConnectionProperties (p. 527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Fn::GetAtt
Arn
데이터 세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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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Time
이 데이터 원본이 생성된 시간입니다.
LastUpdatedTime
이 데이터 원본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시간입니다.
Status
요청의 HTTP 상태입니다.

AWS::QuickSight::DataSource AmazonElasticsearchParameters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omain" : String

YAML
Domain: String

Properties
Domain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도메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AthenaParameters
Amazon Athena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WorkGroup"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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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WorkGroup: String

Properties
WorkGroup
Amazon Athena에 사용되는 작업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AuroraParameters
Amazon Aurora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base" : String,
"Host" : String,
"Port" : Double

YAML
Database: String
Host: String
Port: Double

Properties
Database
데이터베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525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QuickSight

Host
호스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포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AuroraPostgreSqlParameters
Amazon Aurora with PostgreSQL Compatibility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base" : String,
"Host" : String,
"Port" : Double

YAML
Database: String
Host: String
Port: Double

Properties
Database
데이터베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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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
호스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포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CredentialPair
자격 증명으로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의 조합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ternateDataSourceParameters" : [ DataSourceParameters (p. 5262), ... ],
"Password" : String,
"Username" : String

YAML
AlternateDataSourceParameters:
- DataSourceParameters (p. 5262)
Password: String
Username: String

Properties
AlternateDataSourceParameters
이러한 자격 증명에 대해 공유하려는 대체 데이터 소스 파라미터 세트입니다. 생성 또는 업데이트 요청
을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를 복사할 때 자격 증명은 데이터 소스 파라미터와 함께 적용됩니다. API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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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요청에 있는 DataSourceParameters 구조를 AlternateDataSourceParameters 허용 목록의
구조와 비교합니다. 구조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요청에 기존 자격 증명과 새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ternateDataSourceParameters 목록이 null이면 이러한 Credentials에 원래 사용
된 DataSourceParameters가 자동으로 허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SourceParameters (p. 5262)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ssword
암호.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
사용자 이름.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DataSourceCredentials
데이터 소스 자격 증명입니다. 이 구조는 변형 유형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유효하려면 속성 중 하나만 null이
아니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pySourceArn" : String,
"CredentialPair" : CredentialPair (p. 5259)

YAML
CopySource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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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Pair:
CredentialPair (p. 5259)

Properties
CopySourceArn
사용하려는 자격 증명 페어가 있는 데이터 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CopySourceArn이 null이 아닌 경우 ARN에 있는 데이터 소스의 자격 증명 페어가
DataSourceCredentials 구조의 자격 증명으로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rn:[-a-z0-9]*:quicksight:[-a-z0-9]*:[0-9]{12}:datasourc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redentialPair
자격 증명 페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redentialPair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CredentialPair (p. 525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DataSourceErrorInfo
데이터 소스 생성 또는 업데이트에 대한 오류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essage" : String,
"Type" : String

YAML
Message: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Message
오류 메시지.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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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오류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CCESS_DENIED | CONFLICT | COPY_SOURCE_NOT_FOUND |
ENGINE_VERSION_NOT_SUPPORTED | GENERIC_SQL_FAILURE | TIMEOUT | UNKNOWN |
UNKNOWN_HOS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DataSourceParameters
Amazon QuickSight에서 기초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구조는 변형 유형 구
조입니다. 이 구조가 유효하려면 속성 중 하나만 null이 아니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mazonElasticsearchParameters" : AmazonElasticsearchParameters (p. 5256),
"AthenaParameters" : AthenaParameters (p. 5256),
"AuroraParameters" : AuroraParameters (p. 5257),
"AuroraPostgreSqlParameters" : AuroraPostgreSqlParameters (p. 5258),
"MariaDbParameters" : MariaDbParameters (p. 5266),
"MySqlParameters" : MySqlParameters (p. 5267),
"OracleParameters" : OracleParameters (p. 5268),
"PostgreSqlParameters" : PostgreSqlParameters (p. 5269),
"PrestoParameters" : PrestoParameters (p. 5270),
"RdsParameters" : RdsParameters (p. 5271),
"RedshiftParameters" : RedshiftParameters (p. 5272),
"S3Parameters" : S3Parameters (p. 5274),
"SnowflakeParameters" : SnowflakeParameters (p. 5275),
"SparkParameters" : SparkParameters (p. 5276),
"SqlServerParameters" : SqlServerParameters (p. 5277),
"TeradataParameters" : TeradataParameters (p. 5278)

YAML
AmazonElasticsearchParameters:
AmazonElasticsearchParameters (p. 5256)
AthenaParameters:
AthenaParameters (p. 5256)
AuroraParameters:
AuroraParameters (p. 5257)
AuroraPostgreSqlParameters:
AuroraPostgreSqlParameters (p. 5258)
MariaDbParameters:
MariaDbParameters (p. 5266)
MySqlParameters:
MySqlParameters (p. 5267)
Oracle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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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Parameters (p. 5268)
PostgreSqlParameters:
PostgreSqlParameters (p. 5269)
PrestoParameters:
PrestoParameters (p. 5270)
RdsParameters:
RdsParameters (p. 5271)
RedshiftParameters:
RedshiftParameters (p. 5272)
S3Parameters:
S3Parameters (p. 5274)
SnowflakeParameters:
SnowflakeParameters (p. 5275)
SparkParameters:
SparkParameters (p. 5276)
SqlServerParameters:
SqlServerParameters (p. 5277)
TeradataParameters:
TeradataParameters (p. 5278)

Properties
AmazonElasticsearchParameters
Amazon Elasticsearch Service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mazonElasticsearchParameters (p. 5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thenaParameters
Amazon Athena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thenaParameters (p. 5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roraParameters
Amazon Aurora MySQL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roraParameters (p. 525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roraPostgreSqlParameters
Aurora PostgreSQL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uroraPostgreSqlParameters (p. 525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riaDbParameters
MariaDB 파라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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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MariaDbParameters (p. 526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ySqlParameters
MySQL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ySqlParameters (p. 526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acleParameters
Oracle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racleParameters (p. 52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stgreSqlParameters
PostgreSQL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ostgreSqlParameters (p. 526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stoParameters
Presto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estoParameters (p. 527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dsParameters
Amazon RDS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dsParameters (p. 527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dshiftParameters
Amazon Redshift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dshiftParameters (p. 527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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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Parameters
S3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Parameters (p. 527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owflakeParameters
Snowflake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nowflakeParameters (p. 527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parkParameters
Spark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parkParameters (p. 52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qlServerParameters
SQL Server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qlServerParameters (p. 527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radataParameters
Teradata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eradataParameters (p. 52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ManifestFileLocation
Amazon S3 매니페스트 파일 위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Bucket"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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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 String

YAML
Bucket: String
Key: String

Properties
Bucket
Amazon S3 버킷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
객체를 식별하는 Amazon S3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MariaDbParameters
MariaDB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base" : String,
"Host" : String,
"Port" : Double

YAML
Database: String
Host: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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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Double

Properties
Database
데이터베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
호스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포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MySqlParameters
MySQL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base" : String,
"Host" : String,
"Port" :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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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Database: String
Host: String
Port: Double

Properties
Database
데이터베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
호스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포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OracleParameters
Oracle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Databas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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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t" : String,
"Port" : Double

YAML
Database: String
Host: String
Port: Double

Properties
Database
데이터베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
호스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포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PostgreSqlParameters
PostgreSQL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base" : String,
"Host" : String,
"Port" : Double

YAML
Databas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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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 String
Port: Double

Properties
Database
데이터베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
호스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포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PrestoParameters
Presto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talog" : String,
"Host" : String,
"Port" :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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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Catalog: String
Host: String
Port: Double

Properties
Catalog
카탈로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
호스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포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RdsParameters
Amazon RDS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Database" : String,
"Instance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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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Database: String
InstanceId: String

Properties
Database
데이터베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Id
인스턴스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RedshiftParameters
Amazon Redshift 파라미터입니다. Host 및 Port가 모두 설정된 경우 ClusterId 필드를 비워 둘 수 있습
니다. ClusterId 필드가 설정되어 있으면 Host 및 Port 필드를 비워 둘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usterId" : String,
"Database" : String,
"Host" : String,
"Port" : Double

YAML
ClusterId: String
Database: String
Host: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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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Double

Properties
ClusterId
클러스터 ID입니다. Host 및 Port가 제공된 경우 이 필드를 비워 둘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
데이터베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
호스트입니다. ClusterId가 제공된 경우 이 필드를 비워 둘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포트입니다. ClusterId가 제공된 경우 이 필드를 비워 둘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최소: 0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ResourcePermission
리소스에 대한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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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s" : [ String, ... ],
"Principal" : String

YAML
Actions:
- String
Principal: String

Properties
Actions
권한을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IAM 작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ncipal
보안 주체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것은 다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원본 또는 데이터 집합에 연결된 Amazon QuickSight 사용자 또는 그룹의 ARN입니다. (이는
일반적임)
• 분석, 대시보드, 템플릿 또는 테마에 연결된 Amazon QuickSight 사용자, 그룹 또는 네임스페이스의
ARN입니다. (이는 일반적임)
• AWS account 루트의 ARN입니다. Amazon QuickSight ARN이 아니라 IAM ARN입니다. 이 옵션은
AWS accounts 간에 리소스(템플릿)를 공유하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음)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S3Parameters
S3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nifestFileLocation" : ManifestFileLocation (p. 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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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ManifestFileLocation:
ManifestFileLocation (p. 5265)

Properties
ManifestFileLocation
Amazon S3 매니페스트 파일의 위치입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이 QuickSight에 업로드된 경우 NULL입니
다.
Required: 예
Type: ManifestFileLocation (p. 526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SnowflakeParameters
Snowflake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base" : String,
"Host" : String,
"Warehouse" : String

YAML
Database: String
Host: String
Warehouse: String

Properties
Database
데이터베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
호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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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arehouse
웨어하우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SparkParameters
Spark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ost" : String,
"Port" : Double

YAML
Host: String
Port: Double

Properties
Host
호스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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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Double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SqlServerParameters
SQL Server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base" : String,
"Host" : String,
"Port" : Double

YAML
Database: String
Host: String
Port: Double

Properties
Database
데이터베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
호스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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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포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SslProperties
QuickSight에서 기초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 때 적용되는 Secure Socket Layer(SSL)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sableSsl" : Boolean

YAML
DisableSsl: Boolean

Properties
DisableSsl
SSL을 비활성화할지 여부를 제어하는 부울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TeradataParameters
Teradata 파라미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Databas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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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t" : String,
"Port" : Double

YAML
Database: String
Host: String
Port: Double

Properties
Database
데이터베이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
호스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포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최소: 1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DataSource VpcConnectionProperties
VPC 연결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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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VpcConnectionArn" : String

YAML
VpcConnectionArn: String

Properties
VpcConnectionArn
VPC 연결에 대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Template
기존 Amazon QuickSight 분석 또는 템플릿에서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결과 템플릿을 사용하여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은 분석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캡슐화하고 대시보드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QuickSight 엔터티입니다. 템플릿은 분석에 연결된 데이터 세트를 자리 표시자로 대체하여 추상화 계층을 추
가합니다. 템플릿을 사용하여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소스 분석 및 템플릿을 생성할 때 사용한 동일
한 스키마를 따르는 데이터 세트로 데이터 세트 자리 표시자를 바꾸면 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QuickSight::Template",
"Properties" : {
"AwsAccountId" : String,
"Name" : String,
"Permissions" : [ ResourcePermission (p. 5283), ... ],
"SourceEntity" : TemplateSourceEntity (p. 5285),
"Tags" : [ Tag, ... ],
"TemplateId" : String,
"VersionDescription" : String
}

YAML
Type: AWS::QuickSight::Template
Properties:
AwsAccountId: String
Name: String
Per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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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Permission (p. 5283)
SourceEntity:
TemplateSourceEntity (p. 5285)
Tags:
- Tag
TemplateId: String
VersionDescription: String

Properties
AwsAccountId
그룹이 속한 AWS 계정의 ID입니다. 현재 Amazon QuickSight 계정이 포함된 AWS 계정의 ID를 사용합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2
Maximum: 12
Pattern: ^[0-9]{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템플릿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missions
템플릿에 설정할 리소스 권한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Permission (p. 5283) 목록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Entity
템플릿을 생성할 때 소스로 사용하고 있는 개체입니다. SourceEntity에서는 소스로 사용할 개체의 유
형을 지정합니다(템플릿의 경우 SourceTemplate, 분석의 경우 SourceAnalysis). 이 두 가지 모두
Amazon 리소스 이름(ARN)이 필요합니다. SourceTemplate의 경우, 소스 템플릿의 ARN을 지정합니
다. SourceAnalysis의 경우, 소스 분석의 ARN을 지정합니다. SourceTemplate ARN에는 AWS 계
정 및 QuickSight 지원 AWS 리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ourceTemplate 또는 SourceAnalysis 내의 DataSetReferences 개체를 사용하여 원본에 나열
된 자리 표시자의 대체 데이터 세트를 나열합니다. 각 데이터 세트의 스키마는 해당 자리 표시자와 일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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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TemplateSourceEntity (p. 528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리소스에 할당된 리소스 태그에 대한 키-값 쌍의 맵을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Id
생성하려는 템플릿의 ID입니다. 이 템플릿은 각 AWS 계정의 AWS 리전별로 고유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ersionDescription
생성 중인 현재 템플릿 버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API 작업은 템플릿의 첫 번째 버전을 생성
합니다. UpdateTemplate이(가) 호출될 때마다 새 버전이 생성됩니다. 템플릿의 각 버전에는
VersionDescription 필드에 버전에 대한 설명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Fn::GetAtt
Arn
템플릿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CreatedTime
이 템플릿이 생성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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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UpdatedTime
이 템플릿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입니다.

AWS::QuickSight::Template DataSetReference
데이터 세트 참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SetArn" : String,
"DataSetPlaceholder" : String

YAML
DataSetArn: String
DataSetPlaceholder: String

Properties
DataSetArn
데이터 세트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SetPlaceholder
데이터 세트 자리 표시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Template ResourcePermission
리소스에 대한 권한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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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s" : [ String, ... ],
"Principal" : String

YAML
Actions:
- String
Principal: String

Properties
Actions
권한을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IAM 작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ncipal
보안 주체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것은 다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원본 또는 데이터 집합에 연결된 Amazon QuickSight 사용자 또는 그룹의 ARN입니다. (이는
일반적임)
• 분석, 대시보드, 템플릿 또는 테마에 연결된 Amazon QuickSight 사용자, 그룹 또는 네임스페이스의
ARN입니다. (이는 일반적임)
• AWS account 루트의 ARN입니다. Amazon QuickSight ARN이 아니라 IAM ARN입니다. 이 옵션은
AWS accounts 간에 리소스(템플릿)를 공유하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음)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Template TemplateSourceAnalysis
템플릿의 소스 분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DataSetReferences" : [ DataSetReference (p. 5283), ... ]

YAML
Arn: String
DataSetReferences:
- DataSetReference (p. 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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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rn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SetReferences
템플릿에서 자리 표시자로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 참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Required: 예
Type: DataSetReference (p. 528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Template TemplateSourceEntity
템플릿의 소스 엔터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ourceAnalysis" : TemplateSourceAnalysis (p. 5284),
"SourceTemplate" : TemplateSourceTemplate (p. 5286)

YAML
SourceAnalysis:
TemplateSourceAnalysis (p. 5284)
SourceTemplate:
TemplateSourceTemplate (p. 5286)

Properties
SourceAnalysis
소스 분석입니다(분석 기반인 경우).
Required: 아니요
Type: TemplateSourceAnalysis (p. 528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Template
소스 템플릿입니다(템플릿 기반인 경우).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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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emplateSourceTemplate (p. 528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Template TemplateSourceTemplate
템플릿의 소스 템플릿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YAML
Arn: String

Properties
Arn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Theme
테마를 생성합니다.
테마는 색상 및 레이아웃에 대한 구성 옵션 세트입니다. 테마는 분석 및 대시보드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은 Amazon QuickSight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QuickSight에서 테마 사용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QuickSight::Theme",
"Properties" : {
"AwsAccountId" : String,
"BaseThemeId" : String,
"Configuration" : ThemeConfiguration (p. 5294),
"Name" : String,
"Permissions" : [ ResourcePermission (p. 5292), ... ],
"Tags" : [ Tag, ... ],
"Theme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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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sionDescription" : String

YAML
Type: AWS::QuickSight::Theme
Properties:
AwsAccountId: String
BaseThemeId: String
Configuration:
ThemeConfiguration (p. 5294)
Name: String
Permissions:
- ResourcePermission (p. 5292)
Tags:
- Tag
ThemeId: String
VersionDescription: String

Properties
AwsAccountId
새 테마를 저장할 AWS 계정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2
Maximum: 12
Pattern: ^[0-9]{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aseThemeId
사용자 지정 테마가 상속할 테마의 ID입니다. 모든 테마는 Amazon QuickSight에서 정의한 시작 테
마 중 하나에서 상속됩니다. 시작 테마 목록을 보려면 QuickSight 분석 내에서 테마를 선택하거나
ListThemes을(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figuration
테마 표시 속성을 포함하는 테마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hemeConfiguration (p. 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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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테마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missions
새 테마에 적용할 리소스 권한의 유효한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Permission (p. 5292) 목록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리소스에 추가하려는 리소스 태그에 대한 키-값 쌍의 맵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hemeId
생성하려는 테마의 ID입니다. 이 테마 ID는 각 AWS 계정의 AWS 리전별로 고유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ersionDescription
생성하고 있는 테마의 첫 번째 버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UpdateTheme이(가) 호출될 때마다 새 버전이
생성됩니다. 테마의 각 버전에는 VersionDescription 필드에 버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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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5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Fn::GetAtt
Arn
테마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CreatedTime
테마가 생성된 시간입니다.
LastUpdatedTime
테마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입니다.
Type
테마 유형입니다.

AWS::QuickSight::Theme BorderStyle
시각적 개체의 타일 테두리에 대한 표시 옵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how" : Boolean

YAML
Show: Boolean

Properties
Show
시각적 개체에 대한 테두리 표시를 활성화하는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Theme DataColorPalette
차트의 데이터 색상에 사용되는 테마 색상입니다. 색상 설명은 6개의 영숫자 문자와 # 접두사로 구성된 16진
수 색상 코드입니다(예: #37BF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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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lors" : [ String, ... ],
"EmptyFillColor" : String,
"MinMaxGradient" : [ String, ... ]

YAML
Colors:
- String
EmptyFillColor: String
MinMaxGradient:
- String

Properties
Colors
색상의 16진수 코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mptyFillColor
데이터 부족이 강조 표시된 차트에 적용되는 색상의 16진수 코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F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MaxGradient
색상 그라데이션을 설명하는 최소 및 최대 16진수 코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Theme Font
Font 속성 유형은 AWS::QuickSight::Theme (p. 5286)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를 지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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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ontFamily" : String

YAML
FontFamily: String

Properties
FontFamily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Theme GutterStyle
시트의 타일 간 제본용 여백 간격에 대한 표시 옵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how" : Boolean

YAML
Show: Boolean

Properties
Show
이 부울 값은 시트 타일 사이에 제본용 여백 공간을 표시할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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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QuickSight::Theme MarginStyle
시트의 외부 가장자리 주위의 여백에 대한 표시 옵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how" : Boolean

YAML
Show: Boolean

Properties
Show
이 부울 값은 시트 여백을 표시할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Theme ResourcePermission
리소스에 대한 권한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s" : [ String, ... ],
"Principal" : String

YAML
Actions:
- String
Principal: String

Properties
Actions
권한을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IAM 작업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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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ncipal
보안 주체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것은 다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원본 또는 데이터 집합에 연결된 Amazon QuickSight 사용자 또는 그룹의 ARN입니다. (이는
일반적임)
• 분석, 대시보드, 템플릿 또는 테마에 연결된 Amazon QuickSight 사용자, 그룹 또는 네임스페이스의
ARN입니다. (이는 일반적임)
• AWS account 루트의 ARN입니다. Amazon QuickSight ARN이 아니라 IAM ARN입니다. 이 옵션은
AWS accounts 간에 리소스(템플릿)를 공유하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음)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Theme SheetStyle
시트에 대한 테마 표시 옵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ile" : TileStyle (p. 5295),
"TileLayout" : TileLayoutStyle (p. 5295)

YAML
Tile:
TileStyle (p. 5295)
TileLayout:
TileLayoutStyle (p. 5295)

Properties
Tile
타일에 대한 표시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ileStyle (p. 52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leLayout
타일에 대한 레이아웃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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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ileLayoutStyle (p. 52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Theme ThemeConfiguration
테마 구성입니다. 이 구성에는 테마의 모든 표시 속성이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ColorPalette" : DataColorPalette (p. 5289),
"Sheet" : SheetStyle (p. 5293),
"Typography" : Typography (p. 5296),
"UIColorPalette" : UIColorPalette (p. 5297)

YAML
DataColorPalette:
DataColorPalette (p. 5289)
Sheet:
SheetStyle (p. 5293)
Typography:
Typography (p. 5296)
UIColorPalette:
UIColorPalette (p. 5297)

Properties
DataColorPalette
차트 데이터 색상에 적용되는 색상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ColorPalette (p. 528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eet
시트와 관련된 표시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heetStyle (p. 52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ography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Typography (p. 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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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IColorPalette
데이터에 적용되는 색상을 제외하고 UI 및 차트에 적용되는 색상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UIColorPalette (p. 529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Theme TileLayoutStyle
시트의 타일 레이아웃에 대한 표시 옵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utter" : GutterStyle (p. 5291),
"Margin" : MarginStyle (p. 5292)

YAML
Gutter:
GutterStyle (p. 5291)
Margin:
MarginStyle (p. 5292)

Properties
Gutter
타일 사이에 적용되는 제본용 여백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utterStyle (p. 52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rgin
시트의 외부 가장자리 주위에 적용되는 여백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rginStyle (p. 52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Theme TileStyle
시트의 타일과 관련된 표시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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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order" : BorderStyle (p. 5289)

YAML
Border:
BorderStyle (p. 5289)

Properties
Border
타일 주위의 테두리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orderStyle (p. 528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QuickSight::Theme Typography
Typography 속성 유형은 AWS::QuickSight::Theme (p. 5286)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ontFamilies" : [ Font (p. 5290), ... ]

YAML
FontFamilies:
- Font (p. 5290)

Properties
FontFamilie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Font (p. 529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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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QuickSight::Theme UIColorPalette
데이터 색상을 제외하고 UI 및 차트에 적용되는 테마 색상입니다. 색상 설명은 6개의 영숫자 문자와 # 접두
사로 구성된 16진수 색상 코드입니다(예: #37BFF5). 자세한 내용은 Amazon QuickSight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QuickSight에서 테마 사용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ent" : String,
"AccentForeground" : String,
"Danger" : String,
"DangerForeground" : String,
"Dimension" : String,
"DimensionForeground" : String,
"Measure" : String,
"MeasureForeground" : String,
"PrimaryBackground" : String,
"PrimaryForeground" : String,
"SecondaryBackground" : String,
"SecondaryForeground" : String,
"Success" : String,
"SuccessForeground" : String,
"Warning" : String,
"WarningForeground" : String

YAML
Accent: String
AccentForeground: String
Danger: String
DangerForeground: String
Dimension: String
DimensionForeground: String
Measure: String
MeasureForeground: String
PrimaryBackground: String
PrimaryForeground: String
SecondaryBackground: String
SecondaryForeground: String
Success: String
SuccessForeground: String
Warning: String
WarningForeground: String

Properties
Accent
이 색상은 선택한 상태 및 버튼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F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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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ccentForeground
이 전경색은 강조 색상 위에 나타나는 텍스트 또는 기타 요소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F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nger
오류 메시지에 적용되는 색상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F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ngerForeground
이 전경색은 오류 색상 위에 나타나는 텍스트 또는 기타 요소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F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mension
차원으로 식별되는 필드 이름에 적용되는 색상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F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mensionForeground
이 전경색은 차원 색상 위에 나타나는 텍스트 또는 기타 요소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F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asure
측정값으로 식별되는 필드 이름에 적용되는 색상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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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Pattern: ^#[A-F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asureForeground
이 전경색은 측정값 색상 위에 나타나는 텍스트 또는 기타 요소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F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maryBackground
시각적 개체 및 기타 중요한 UI에 적용되는 배경색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F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maryForeground
격자선, 테두리, 테이블 줄무늬, 아이콘 등과 같은 주 배경 영역 위에 나타나는 텍스트 및 기타 전경 요소
의 색상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F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ondaryBackground
시트 배경 및 시트 컨트롤에 적용되는 배경색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F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ondaryForeground
보조 배경 위에 나타나는 시트 제목, 시트 컨트롤 텍스트 또는 UI에 적용되는 전경색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F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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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성공 메시지(예: 다운로드 성공 확인 표시)에 적용되는 색상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F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ccessForeground
이 전경색은 성공 색상 위에 나타나는 텍스트 또는 기타 요소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F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arning
경고 및 정보 메시지에 적용되는 색상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F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arningForeground
이 전경색은 경고 색상 위에 나타나는 텍스트 또는 기타 요소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F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Resource Access Manage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RAM::ResourceShare (p. 5300)

AWS::RAM::ResourceShare
리소스 공유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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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RAM::ResourceShare",
"Properties" : {
"AllowExternalPrincipals" : Boolean,
"Name" : String,
"PermissionArns" : [ String, ... ],
"Principals" : [ String, ... ],
"ResourceArns" : [ String,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RAM::ResourceShare
Properties:
AllowExternalPrincipals: Boolean
Name: String
PermissionArns:
- String
Principals:
- String
ResourceArns:
-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llowExternalPrincipals
AWS Organizations 조직 외부의 보안 주체가 리소스 공유와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리소스 공유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missionArns
리소스 공유에 연결할 권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권한에 대한 ARN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RAM은 각 리소스 유형에 대한 기본 버전의 권한을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리소스 공유의 각 리소스
유형에는 하나의 권한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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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s
리소스 공유와 연결할 보안 주체입니다.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AWS 계정 ID
• AWS Organizations 조직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 AWS Organizations 조직 단위(OU)의 ARN
• IAM 역할의 ARN
• IAM 사용자의 ARN

Note
모든 리소스 유형을 IAM 역할 및 IAM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Resource Access Manager 사용 설명서에서 IAM 역할 및 IAM 사용자와 공유를 참조하세
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Arns
리소스 공유와 연결할 리소스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하나 이상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공유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리소스 공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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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리소스 공유 생성
다음 예에서는 리소스 공유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resourceshare:
Type: "AWS::RAM::ResourceShare"
Properties:
Name: "My Resource Share"
ResourceArns:
- "arn:aws:ec2:us-east-1:123456789012:resourcetype/12345678-1234-1234-1234-12345678"
Principals:
- "210987654321"
Tags:
- Key: "Key1"
Value: "Value1"
- Key: "Key2"
Value: "Value2"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T00:00:00.000Z",
"Resources": {
"myresourceshare": {
"Type": "AWS::RAM::ResourceShare",
"Properties": {
"Name": "My Resource Share",
"ResourceArns": [
"arn:aws:ec2:us-east-1:123456789012:resourcetype/12345678-1234-1234-1234-12345678"
],
"Principals": [
"210987654321"
],
"Tags": [
{
"Key": "Key1",
"Value": "Value1"
},
{
"Key": "Key2",
"Value": "Value2"
}
]
}
}
}
}

참고 항목
• AWS Resource Access Manager API 참조의 CreateResourceShare
• AWS Resource Access Manager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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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리소스 유형 참
조
리소스 유형
• AWS::RDS::DBCluster (p. 5304)
• AWS::RDS::DBClusterParameterGroup (p. 5325)
• AWS::RDS::DBInstance (p. 5327)
• AWS::RDS::DBParameterGroup (p. 5355)
• AWS::RDS::DBProxy (p. 5357)
• AWS::RDS::DBProxyEndpoint (p. 5365)
• AWS::RDS::DBProxyTargetGroup (p. 5369)
• AWS::RDS::DBSecurityGroup (p. 5372)
• AWS::RDS::DBSecurityGroupIngress (p. 5377)
• AWS::RDS::DBSubnetGroup (p. 5378)
• AWS::RDS::EventSubscription (p. 5381)
• AWS::RDS::GlobalCluster (p. 5383)
• AWS::RDS::OptionGroup (p. 5394)

AWS::RDS::DBCluster
AWS::RDS::DBCluster 리소스는 Amazon Aurora DB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Aurora 사용 설명서의 Amazon Aurora DB 클러스터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Note
Amazon Aurora가 지원되는 AWS 리전에서만 이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DB 클러스터 업데이트
‘업데이트 필수: 대체’ 레이블이 지정된 속성이 업데이트되면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먼저 대체 DB 클
러스터를 생성하고, 해당 대체 DB 클러스터를 가리키도록 다른 종속 리소스의 참조를 변경하고 이전 DB 클
러스터를 삭제합니다.

Important
스택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의 스냅샷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 DB 클러스터를 대체한 이후에 데이터를 잃게 됩니다. 데이터를 유지하려면 다
음 절차에 수행하십시오.
1. DB 클러스터에서 아무런 활동도 없도록 DB 인스턴스를 사용 중인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비활성
화합니다.
2. DB 클러스터의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DB 스냅샷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B 클러스터 스냅
샷 생성을 참조하세요.
3. DB 클러스터 스냅샷을 사용하여 DB 클러스터를 복원하려면 DB 클러스터 변경 사항
으로 업데이트된 템플릿을 수정하고 사용하려는 DB 클러스터 스냅샷의 ID를 사용하여
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추가합니다.
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사용하여 DB 클러스터를 복원하는 경우 DB 클러스터에 대한 향
후 업데이트에 동일한 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속성을 업데이트에
지정할 경우 DB 클러스터가 DB 클러스터 스냅샷에서 다시 복원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
터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빈 DB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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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터가 생성되고 원래 DB 클러스터가 삭제됩니다. 이전 스냅샷 복원 속성과 다른 속성을 지정
할 경우 새 DB 클러스터가 지정된 SnapshotIdentifier 속성에서 복원되고 원래 DB 클러스
터는 삭제됩니다.
4. 스택을 업데이트합니다.
현재 Aurora 서버리스 DB 클러스터의 스택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PreferredBackupWindow,
PreferredMaintenanceWindow 및 Port 속성 중 하나를 지정할 때 다른 속성에 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프로비저닝된 DB 클러스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리소스의 다른 속성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odifyDBCluster 단원을 참조하세
요. 스택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를 참조하세요.
DB 클러스터 삭제
AWS::RDS::DBCluster 리소스의 기본 DeletionPolicy는 Snapshot입니다. AWS CloudFormation에
서 리소스를 삭제하는 방법은 DeletionPolicy 속성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DS::DBCluster",
"Properties" : {
"AssociatedRoles" : [ DBClusterRole (p. 5322), ... ],
"AvailabilityZones" : [ String, ... ],
"BacktrackWindow" : Long,
"BackupRetentionPeriod" : Integer,
"CopyTagsToSnapshot" : Boolean,
"DatabaseName" : String,
"DBClusterIdentifier" : String,
"DBClusterParameterGroupName" : String,
"DBSubnetGroupName" : String,
"DeletionProtection" : Boolean,
"EnableCloudwatchLogsExports" : [ String, ... ],
"EnableHttpEndpoint" : Boolean,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 Boolean,
"Engine" : String,
"EngineMode" : String,
"EngineVersion" : String,
"GlobalClusterIdentifier" : String,
"KmsKeyId" : String,
"MasterUsername" : String,
"MasterUserPassword" : String,
"Port" : Integer,
"PreferredBackupWindow" : String,
"PreferredMaintenanceWindow" : String,
"ReplicationSourceIdentifier" : String,
"RestoreType" : String,
"ScalingConfiguration" : ScalingConfiguration (p. 5323),
"SnapshotIdentifier" : String,
"SourceDBClusterIdentifier" : String,
"SourceRegion" : String,
"StorageEncrypted" : Boolean,
"Tags" : [ Tag, ... ],
"UseLatestRestorableTime" : Boolean,
"VpcSecurityGroupIds" : [ Str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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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AssociatedRoles:
- DBClusterRole (p. 5322)
AvailabilityZones:
- String
BacktrackWindow: Long
BackupRetentionPeriod: Integer
CopyTagsToSnapshot: Boolean
DatabaseName: String
DBClusterIdentifier: String
DBClusterParameterGroupName: String
DBSubnetGroupName: String
DeletionProtection: Boolean
EnableCloudwatchLogsExports:
- String
EnableHttpEndpoint: Boolean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Boolean
Engine: String
EngineMode: String
EngineVersion: String
GlobalClusterIdentifier: String
KmsKeyId: String
MasterUsername: String
MasterUserPassword: String
Port: Integer
PreferredBackupWindow: String
PreferredMaintenanceWindow: String
ReplicationSourceIdentifier: String
RestoreType: String
ScalingConfiguration:
ScalingConfiguration (p. 5323)
SnapshotIdentifier: String
SourceDBClusterIdentifier: String
SourceRegion: String
StorageEncrypted: Boolean
Tags:
- Tag
UseLatestRestorableTime: Boolean
VpcSecurityGroupIds:
- String

Properties
AssociatedRoles
DB 클러스터에 연결되어 있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DB 클러스터에 연결된 IAM 역할은 사용자 대신 다른 Amazon Web Services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DB
클러스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BClusterRole (p. 532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vailabilityZones
DB 클러스터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가용 영역(AZ)의 목록입니다. AWS 리전 및 가용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Aurora 사용 설명서에서 리전 및 가용 영역 선택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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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acktrackWindow
대상 역추적 기간(초). 역추적을 비활성화하려면 이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Note
현재 역추적은 Aurora MySQL DB 클러스터에서만 지원됩니다.
기본값: 0
제약 조건:
• 지정하면, 이 값은 0에서 259,200(72시간) 사이의 숫자로 설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ng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ackupRetentionPeriod
자동 백업이 보관되는 일수입니다.
기본값: 1
제약 조건:
• 1~35의 값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pyTagsToSnapshot
모든 태그를 DB 클러스터에서 DB 클러스터의 스냅샷으로 복사할지 여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기본값
은 복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baseName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Amazon RDS에서 이 DB 클러스터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름 지정과 관련된 제약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이름 지정과 관
련된 제약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BClusterIdentifier
DB 클러스터 식별자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소문자 문자열로 저장됩니다.
제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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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자의 문자, 숫자 또는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첫 번째 문자는 글자이어야 합니다.
• 하이픈으로 끝나거나 하이픈이 2개 연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 my-cluster1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BClusterParameterGroupName
이 DB 클러스터와 연결할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의 이름입니다.

Important
기존 DB 클러스터에 파라미터 그룹을 적용할 경우 DB 인스턴스를 재부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DB 인스턴스가 재부팅되는 동안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지된 DB 클러스터와 연결된 파라미터 그룹에 변경 사항을 적용하면 DB 클러스터가 시작될
때까지 업데이트 스택이 대기합니다.
사용 가능한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 이름을 모두 나열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aws rds describe-db-cluster-parameter-groups --query
"DBClusterParameterGroups[].DBClusterParameterGroupName" --output text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BSubnetGroupName
이 DB 클러스터와 연결할 DB 서브넷 그룹입니다.
RestoreType이 copy-on-write로 설정된 특정 시점으로 DB 클러스터를 복원하는 경우 DB 서브넷
그룹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DB 클러스터가 기본 DB 서브넷 그룹으로 복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letionProtection
DB 클러스터의 삭제 방지 기능 활성화 여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삭제 방지 기능이 활성화되면 데이터
베이스가 삭제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삭제 방지 기능은 비활성화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CloudwatchLogsExports
CloudWatch Logs로 내보내기를 활성화해야 하는 로그 유형의 목록입니다. 목록에 있는 값은 사용 중인
DB 엔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Aurora 사용 설명서의 Amazon CloudWatch Logs
로 데이터베이스 로그 게시를 참조하십시오.
Aurora My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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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값은 audit, error, general 및 slowquery입니다.
Aurora PostgreSQL
가능한 값은 postgresql 및 upgrad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HttpEndpoint
Aurora Serverless DB 클러스터에 대해 HTTP 엔드포인트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기
본적으로 HTTP 엔드포인트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시 HTTP 엔드포인트는 Aurora Serverless DB 클러스터에서 SQL 쿼리를 실행하기 위한 무연결
웹 서비스 API를 제공합니다. 쿼리 편집기를 사용하여 RDS 콘솔 내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Aurora 사용 설명서의 Aurora Serverless용 데이터 API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계정을 데이터베이스 계정에 매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
타내는 값입니다. 기본적으로 매핑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Aurora 사용 설명서의 IAM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gine
이 DB 클러스터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이름입니다.
유효한 값: aurora(MySQL 5.6 호환 Aurora), aurora-mysql(MySQL 5.7 호환 Aurora), aurorapostgresql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EngineMode
DB 클러스터의 DB 엔진 모드입니다(provisioned, serverless, parallelquery, global 또는
multimaster).
Aurora MySQL 버전 1.23 이상 1.x 버전 및 버전 2.09 이상 2.x 버전에는 parallelquery 엔진 모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urora MySQL 버전 1.22 이상 1.x 버전에는 global 엔진 모드가 필요하지 않으며 2.x 버전에는
global 엔진 모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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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master 엔진 모드는 Aurora MySQL 버전 5.6.10a로 생성된 DB 클러스터에만 적용됩니다.
Aurora PostgreSQL의 경우 global 엔진 모드가 필요하지 않으며 parallelquery 및 multimaster
엔진 모드는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부 DB 엔진 모드에는 제한 사항 및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Aurora 사용 설명
서에서 다음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Aurora Serverless의 제한 사항
• 병렬 쿼리의 제한 사항
• Aurora 글로벌 데이터의 제한 사항
• 멀티 마스터 클러스터의 제한 사항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gineVersion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버전 번호입니다.
aurora에 대한 사용 가능한 모든 엔진 버전을 나열하려면(MySQL 5.6 호환 Aurora의 경우)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aws rds describe-db-engine-versions --engine aurora --query
"DBEngineVersions[].EngineVersion"
aurora-mysql에 대한 사용 가능한 모든 엔진 버전을 나열하려면(MySQL 5.7 호환 Aurora의 경우) 다
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aws rds describe-db-engine-versions --engine aurora-mysql --query
"DBEngineVersions[].EngineVersion"
aurora-postgresql에 대한 사용 가능한 모든 엔진 버전을 나열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aws rds describe-db-engine-versions --engine aurora-postgresql --query
"DBEngineVersions[].EngineVersion"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GlobalClusterIdentifier
Aurora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Aurora DB 클러스터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클러스
터의 보조 멤버로 지정하려면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의 글로벌 클러스터 ID를 지정합니다. 글로
벌 클러스터의 기본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를 정의하려면 AAWS::RDS::GlobalCluster 리소스를 사용합
니다.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Note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서 DB 클러스터를 제거하려면
GlobalClusterIdentifier 속성에 빈 값을 지정합니다.
Aurora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Aurora 사용 설명서의 Amazon Aurora 글
로벌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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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KmsKeyId
arn:aws:kms:us-east-1:012345678910:key/abcd1234-a123-456a-a12ba123b4cd56ef와 같이 DB 클러스터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 마스터 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StorageEncrypted 속성을
활성화했지만 이 속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 마스터 키가 사용됩니다. 이 속성을 지정한 경우
StorageEncrypted 속성을 true로 설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sterUsername
DB 클러스터의 마스터 사용자 이름입니다.

Note
SourceDBClusterIdentifier 또는 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지정한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값이 원본 DB 인스턴스 또는 스냅샷에서 상속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sterUserPassword
DB 인스턴스의 마스터 암호입니다.

Note
SourceDBClusterIdentifier 또는 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지정한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값이 원본 DB 인스턴스 또는 스냅샷에서 상속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DB 클러스터의 DB 인스턴스가 연결을 허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기본값:
• EngineMode가 provisioned인 경우 3306(Aurora MySQL과 Aurora PostgreSQL의 경우)
• EngineMode가 serverless인 경우:
• 3306(Engine이 aurora 또는 aurora-mysql인 경우)
• 5432(Engine이 aurora-postgresql인 경우)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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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redBackupWindow
자동 백업이 생성되는 일일 시간 범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Aurora 사용 설명서의 백업 기간을
참조하세요.
제약 조건:
• hh24:mi-hh24:mi 형식이어야 합니다.
• 협정 세계시(UTC)여야 합니다.
• 원하는 유지 관리 기간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 3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erredMaintenanceWindow
시스템 유지 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주 단위 기간(UTC, 협정 세계시)입니다.
형식: ddd:hh24:mi-ddd:hh24:mi
기본값은 AWS 리전별로 8시간의 시간 블록 중 임의로 선택한 30분의 기간이며, 발생하는 요일은 무작
위입니다. 사용 가능한 시간 블록을 보려면 Amazon Aurora 사용 설명서의 기본 DB 클러스터 유지 관리
기간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유효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제약: 최소 30분의 기간.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licationSourceIdentifier
이 DB 클러스터가 읽기 전용 복제본으로 생성된 경우, 소스 DB 인스턴스 또는 DB 클러스터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toreType
수행할 복원의 유형입니다. 다음 값 중 하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full-copy - 새 DB 클러스터가 소스 DB 클러스터의 전체 복사로서 복구됩니다.
• copy-on-write - 새 DB 클러스터가 소스 DB 클러스터의 복제로서 복구됩니다.
제약: 소스 DB 클러스터의 엔진 버전이 1.11 이하인 경우 copy-on-write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storeType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새 DB 클러스터가 소스 DB 클러스터의 전체 복사로서 복구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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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ScalingConfiguration
ScalingConfiguration 속성 유형은 Aurora 서버리스 DB 클러스터의 조정 구성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alingConfiguration (p. 53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apshotIdentifier
복원에 사용할 DB 스냅샷 또는 DB 클러스터 스냅샷의 식별자입니다.
DB 클러스터 스냅샷을 지정할 때는 이름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DB 스냅샷을 지정할 때는 ARN만 사용해야 합니다.
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사용하여 DB 클러스터를 복원하는 경우 DB 클러스터에 대한 향후
업데이트에 동일한 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속성을 업데이트에 지정할
경우 DB 클러스터가 스냅샷에서 다시 복원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빈 DB 클러스터가 생성되고 원래 DB 클
러스터가 삭제됩니다. 이전 스냅샷 복원 속성과 다른 속성을 지정할 경우 새 DB 클러스터가 지정된
SnapshotIdentifier 속성에서 복원되고 원래 DB 클러스터는 삭제됩니다.
DB 클러스터 업데이트에 대해 지정하는 것과 반대로 DB 클러스터 복원을 위해 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속성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 GlobalClusterIdentifier
• MasterUsername
• ReplicationSourceIdentifier
• RestoreType
• SourceDBClusterIdentifier
• SourceRegion
• StorageEncrypted
• UseLatestRestorableTime
제약 조건:
• 기존 스냅샷의 식별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DBClusterIdentifier
DB 클러스터를 특정 시점으로 복원하는 경우 복원에 사용할 소스 DB 클러스터의 식별자입니다.
제약 조건:
• 기존 DBCluster의 식별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Region
DB 클러스터를 복제할 때 소스 DB 클러스터가 포함된 AWS 리전입니다. 예: us-ea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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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orageEncrypted
DB 클러스터의 암호화 여부를 나타냅니다.
SnapshotIdentifier 또는 SourceDBClusterIdentifier 속성을 지정한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하
지 마십시오. 값이 스냅샷 또는 원본 DB 인스턴스에서 상속됩니다.

Important
KmsKeyId 속성을 지정한 경우 암호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DB 클러스터에 할당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LatestRestorableTime
DB 클러스터를 복원이 가능한 최근 백업 시간으로 복원할지 여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기본적으로 DB
클러스터는 최신 복원 가능 백업 시간으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cSecurityGroupIds
이 DB 클러스터에 연결할 EC2 VPC 보안 그룹 목록입니다.
리소스를 업데이트하려는 경우 공유 VPC에 VPC 보안 그룹을 지정하지 마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DB 클러스터의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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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ndpoint.Address
DB 클러스터에 대한 연결 엔드포인트입니다. 예: mystack-mydbcluster-123456789012.useast-2.rds.amazonaws.com
Endpoint.Port
이 DB 클러스터의 연결을 허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예: 3306
ReadEndpoint.Address
DB 클러스터에 대한 리더 엔드포인트입니다. 예: mystack-mydbcluster-ro-123456789012.useast-2.rds.amazonaws.com

예제
다음 예에서는 DB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Note
Application Auto Scaling을 사용하여 DB 클러스터의 조정 정책을 추가하는 예는 Aurora DB 클러스
터의 조정 정책 선언을 참조하세요.

두 개의 DB 인스턴스로 Amazon Aurora DB 클러스터 생성
다음 예에서는 Amazon Aurora DB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DB 인스턴스 두 개를 이 클러스터에 추가합니다.
Amazon RDS에서 클러스터에 라이터 및 리더 DB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할당하므로 개별 DB 인스턴스 엔드
포인트가 아니라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읽고 씁니다.

Note
이 예제에서는 time_zone Aurora MySQL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Aurora PostgreSQL의 경우,
timezone 파라미터를 대신 사용합니다.

JSON
{

"RDSCluster": {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
"MasterUsername": {
"Ref": "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Ref": "password"
},
"Engine": "aurora",
"DBSubnetGroupName": {
"Ref": "DBSubnetGroup"
},
"DBClusterParameterGroupName": {
"Ref": "RDSDBClusterParameterGroup"
}
}
},
"RDSDBInstance1": {
"Type": "AWS::RDS::DB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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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
"DBSubnetGroupName": {
"Ref": "DBSubnetGroup"
},
"DBParameterGroupName": {
"Ref": "RDSDBParameterGroup"
},
"Engine": "aurora",
"DBClusterIdentifier": {
"Ref": "RDSCluster"
},
"PubliclyAccessible": "true",
"AvailabilityZone": {
"Fn::GetAtt": [
"Subnet1",
"AvailabilityZone"
]
},
"DBInstanceClass": "db.r3.xlarge"
}

},
"RDSDBInstance2":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DBSubnetGroupName": {
"Ref": "DBSubnetGroup"
},
"DBParameterGroupName": {
"Ref": "RDSDBParameterGroup"
},
"Engine": "aurora",
"DBClusterIdentifier": {
"Ref": "RDSCluster"
},
"PubliclyAccessible": "true",
"AvailabilityZone": {
"Fn::GetAtt": [
"Subnet2",
"AvailabilityZone"
]
},
"DBInstanceClass": "db.r3.xlarge"
}
},
"RDSDBClusterParameterGroup": {
"Type": "AWS::RDS::DBClusterParameterGroup",
"Properties": {
"Description": "CloudFormation Sample Aurora Cluster Parameter Group",
"Family": "aurora5.6",
"Parameters": {
"time_zone": "US/Eastern"
}
}
},
"RDSDBParameterGroup": {
"Type": "AWS::RDS::DBParameterGroup",
"Properties": {
"Description": "CloudFormation Sample Aurora Parameter Group",
"Family": "aurora5.6",
"Parameters": {
"sql_mode": "IGNORE_SPACE",
"max_allowed_packet": 1024,
"innodb_buffer_pool_size": "{DBInstanceClassMemory*3/4}"
}
}
}

API 버전 2010-05-15
531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RDS
}

YAML
RDSCluster:
Properties:
DBClusterParameterGroupName:
Ref: RDSDBClusterParameterGroup
DBSubnetGroupName:
Ref: DBSubnetGroup
Engine: aurora
MasterUserPassword:
Ref: password
MasterUsername:
Ref: username
Type: "AWS::RDS::DBCluster"
RDSDBClusterParameterGroup:
Properties:
Description: "CloudFormation Sample Aurora Cluster Parameter Group"
Family: aurora5.6
Parameters:
time_zone: US/Eastern
Type: "AWS::RDS::DBClusterParameterGroup"
RDSDBInstance1:
Properties:
AvailabilityZone:
Fn::GetAtt:
- Subnet1
- AvailabilityZone
DBClusterIdentifier:
Ref: RDSCluster
DBInstanceClass: db.r3.xlarge
DBParameterGroupName:
Ref: RDSDBParameterGroup
DBSubnetGroupName:
Ref: DBSubnetGroup
Engine: aurora
PubliclyAccessible: "true"
Type: "AWS::RDS::DBInstance"
RDSDBInstance2:
Properties:
AvailabilityZone:
Fn::GetAtt:
- Subnet2
- AvailabilityZone
DBClusterIdentifier:
Ref: RDSCluster
DBInstanceClass: db.r3.xlarge
DBParameterGroupName:
Ref: RDSDBParameterGroup
DBSubnetGroupName:
Ref: DBSubnetGroup
Engine: aurora
PubliclyAccessible: "true"
Type: "AWS::RDS::DBInstance"
RDSDBParameterGroup:
Type: 'AWS::RDS::DBParameterGroup'
Properties:
Description: CloudFormation Sample Aurora Parameter Group
Family: aurora5.6
Parameters:
sql_mode: IGNORE_SPACE
max_allowed_packet: 1024
innodb_buffer_pool_size: '{DBInstanceClassMemory*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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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CloudWatch Logs로 로그를 내보내는 Amazon Aurora DB 클러스터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Amazon CloudWatch Logs로 로그를 내보내는 Amazon Aurora PostgreSQL DB 클러스터
를 생성합니다. Amazon CloudWatch Logs로 Aurora DB 클러스터 로그를 내보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Amazon Aurora 사용 설명서의 Amazon CloudWatch Logs로 데이터베이스 로그 게시를 참조하십시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Description" :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for sending Aurora DB cluster logs
to CloudWatch Logs: Sample template showing how to create an Aurora PostgreSQL DB cluster
that exports logs to CloudWatch Logs. **WARNING** This template enables log exports to
CloudWatch Logs. You will be billed for the AWS resources used if you create a stack from
this template.",
"Parameters" : {
"DBUsername" : {
"NoEcho" : "true",
"Description" : "Username for PostgreSQL database access",
"Type" : "String",
"MinLength" : "1",
"MaxLength" : "16",
"AllowedPattern" :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DBPassword" : {
"NoEcho" : "true",
"Description" : "Password for PostgreSQL database access",
"Type" : "String",
"MinLength" : "8",

},

}

"MaxLength" : "41",
"AllowedPattern" : "[a-zA-Z0-9]*",
"ConstraintDescription" : "must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Resources" : {
"RDSCluster" : {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 {
"MasterUsername" : {
"Ref" : "DB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
"Ref" : "DBPassword"
},
"DBClusterIdentifier" : "aurora-postgresql-cluster",
"Engine" : "aurora-postgresql",
"EngineVersion" : "10.7",
"DBClusterParameterGroupName" : "default.aurora-postgresql10",
"EnableCloudwatchLogsExports" : ["postgresql"]
}
},
"RDSDBInstance1": {
"Type" :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
"DBInstanceIdentifier" : "aurora-postgresql-instan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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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 : "aurora-postgresql",
"DBClusterIdentifier" : {
"Ref" : "RDSCluster"
},
"PubliclyAccessible" : "true",
"DBInstanceClass" : "db.r4.large"

}

}
},
"RDSDBInstance2": {
"Type" :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
"DBInstanceIdentifier" : "aurora-postgresql-instance2",
"Engine" : "aurora-postgresql",
"DBClusterIdentifier" : {
"Ref" : "RDSCluster"
},
"PubliclyAccessible" : "true",
"DBInstanceClass" : "db.r4.large"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for sending Aurora DB cluster logs to
CloudWatch Logs: Sample template showing how to create an Aurora PostgreSQL DB
cluster that exports logs to CloudWatch Logs. **WARNING** This template
enables log exports to CloudWatch Logs. You will be billed for the AWS
resources used if you create a stack from this template.
Parameters:
DBUsername:
NoEcho: 'true'
Description: Username for Postgre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16'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DBPassword:
NoEcho: 'true'
Description: Password for Postgre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8'
MaxLength: '41'
AllowedPattern: '[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Resources:
RDS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MasterUsername: !Ref DBUsername
MasterUserPassword: !Ref DBPassword
DBClusterIdentifier: aurora-postgresql-cluster
Engine: aurora-postgresql
EngineVersion: '10.7'
DBClusterParameterGroupName: default.aurora-postgresql10
EnableCloudwatchLogsExports:
- postgre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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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SDBInstance1: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DBInstanceIdentifier: aurora-postgresql-instance1
Engine: aurora-postgresql
DBClusterIdentifier: !Ref RDSCluster
PubliclyAccessible: 'true'
DBInstanceClass: db.r4.large
RDSDBInstance2: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DBInstanceIdentifier: aurora-postgresql-instance2
Engine: aurora-postgresql
DBClusterIdentifier: !Ref RDSCluster
PubliclyAccessible: 'true'
DBInstanceClass: db.r4.large

Amazon Aurora Serverless DB 클러스터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Amazon Aurora Serverless DB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Aurora Serverless DB 클러스터는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시작 및 종료하고 컴퓨팅 용량을 확장 또는 축소하는 DB 클러스터입
니다. Aurora Serverless DB 클러스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Aurora 사용 설명서의 Amazon Aurora
Serverless 사용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Note
이 예제에서는 Engine을 aurora로, EngineVersion을 5.6.10a로 설정하여 Aurora MySQL
Serverless DB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Aurora PostgreSQL Serverless DB 클러스터를 만들려면
Engine을 aurora-postgresql로, EngineVersion을 10.7로 설정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Description" :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AuroraServerlessDBCluster: Sample
template showing how to create an Amazon Aurora Serverless DB cluster. **WARNING** This
template creates an Amazon Aurora DB cluster. You will be billed for the AWS resources
used if you create a stack from this template.",
"Parameters" : {
"DBUsername" : {
"NoEcho" : "true",
"Description" : "Username for MySQL database access",
"Type" : "String",
"MinLength" : "1",
"MaxLength" : "16",
"AllowedPattern" :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DBPassword" : {
"NoEcho" : "true",
"Description" : "Password MySQL database access",
"Type" : "String",
"MinLength" : "8",
"MaxLength" : "41",
"AllowedPattern" : "[a-zA-Z0-9]*",
"ConstraintDescription" : "must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
"Resources" : {
"RDSClus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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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 {
"MasterUsername" : {
"Ref": "DB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
"Ref": "DBPassword"
},
"DBClusterIdentifier" : "my-serverless-cluster",
"Engine" : "aurora",
"EngineVersion" : "5.6.10a",
"EngineMode" : "serverless",
"ScalingConfiguration" : {
"AutoPause" : true,
"MinCapacity" : 4,
"MaxCapacity" : 32,
"SecondsUntilAutoPause" : 1000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AuroraServerlessDBCluster: Sample template
showing how to create an Amazon Aurora Serverless DB cluster. **WARNING** This
template creates an Amazon Aurora DB cluster. You will be billed for the AWS
resources used if you create a stack from this template.
Parameters:
DBUsername:
NoEcho: 'true'
Description: Username for My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16'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DBPassword:
NoEcho: 'true'
Description: Password My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8'
MaxLength: '41'
AllowedPattern: '[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Resources:
RDS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MasterUsername: !Ref DBUsername
MasterUserPassword: !Ref DBPassword
DBClusterIdentifier: my-serverless-cluster
Engine: aurora
EngineVersion: 5.6.10a
EngineMode: serverless
ScalingConfiguration:
AutoPause: true
MinCapacity: 4
MaxCapacity: 32
SecondsUntilAutoPause: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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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RDS::DBCluster DBClusterRole
DB 클러스터에 연결되어 있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을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eatureName"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FeatureName: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FeatureName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에 연결된 기능의 이름입니다. DB 클러스터에
연결된 IAM 역할은 사용자 대신 다른 AWS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DB 클러스터에 대한 권
한을 부여합니다. 지원되는 기능 이름의 목록은 Amazon RDS API 참조에서 DBEngineVersion의
SupportedFeatureNames 설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DB 클러스터와 연결되어 있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다음은 DB 클러스터에 연결할 역할을 지정합니다.

JSON
"AssociatedRoles": [
{
"FeatureName": "s3Import",
"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RDSLoadFrom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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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AssociatedRoles:
- FeatureName: s3Import
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RDSLoadFromS3'

AWS::RDS::DBCluster ScalingConfiguration
ScalingConfiguration 속성 유형은 Aurora 서버리스 DB 클러스터의 조정 구성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Aurora 사용 설명서의 Amazon Aurora Serverless 사용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oPause" : Boolean,
"MaxCapacity" : Integer,
"MinCapacity" : Integer,
"SecondsUntilAutoPause" : Integer

YAML
AutoPause: Boolean
MaxCapacity: Integer
MinCapacity: Integer
SecondsUntilAutoPause: Integer

Properties
AutoPause
serverless DB 엔진 모드에서 Aurora DB 클러스터에 대한 자동 일시 중지를 허용할지 또는 거부할지
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유휴 시(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만 DB 클러스터의 일시 중지가 가능합니다.

Note
DB 클러스터가 8일 이상 일시 중지된 경우 스냅샷을 사용하여 DB 클러스터를 백업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DB 클러스터에 대한 연결 요청이 있을 때 DB 클러스터가 복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Capacity
serverless DB 엔진 모드의 Aurora DB 클러스터에 대한 최대 용량입니다.
Aurora MySQL의 경우 유효한 용량 값은 1, 2, 4, 8, 16, 32, 64, 128 및 256입니다.
Aurora PostgreSQL의 경우 유효한 용량 값은 2, 4, 8, 16, 32, 64, 192 및 384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532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RDS

최대 용량은 최소 용량보다 크거나 이와 동일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Capacity
serverless DB 엔진 모드의 Aurora DB 클러스터에 대한 최소 용량입니다.
Aurora MySQL의 경우 유효한 용량 값은 1, 2, 4, 8, 16, 32, 64, 128 및 256입니다.
Aurora PostgreSQL의 경우 유효한 용량 값은 2, 4, 8, 16, 32, 64, 192 및 384입니다.
최소 용량은 최대 용량 이하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ondsUntilAutoPause
serverless 모드인 Aurora DB 클러스터가 일시 중지되기까지의 시간(초)입니다.
300~86,400초 범위의 값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다음은 조정 구성을 지정합니다.
Aurora 서버리스 DB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샘플 템플릿은 Amazon Aurora 서버리스 DB 클러스터 생성을 참
조하세요.

JSON
"ScalingConfiguration" : {
"AutoPause" : true,
"MinCapacity" : 4,
"MaxCapacity" : 32,
"SecondsUntilAutoPause" : 1000
}

YAML
ScalingConfiguration:
AutoPause: true
MinCapacity: 4
MaxCapacity: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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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sUntilAutoPause: 1000

AWS::RDS::DBClusterParameterGroup
AWS::RDS::DBClusterParameterGroup 리소스는 새 Amazon RDS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
합니다.
Amazon Aurora DB 인스턴스의 파라미터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Aurora 사용 설명서의 DB 파
라미터 그룹 및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Note
DB 클러스터에 파라미터 그룹을 적용할 경우 DB 인스턴스를 재부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DB 인스턴스가 재부팅되는 동안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지된 DB 클러스터와 연결된 파라미터 그룹에 변경 사항을 적용하면 DB 클러스터가 시작될 때까
지 업데이트 스택이 대기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DS::DBClusterParameterGroup",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Family" : String,
"Parameters" : Json,
"Tags" : [ Tag, ... ]
}

YAML
Type: AWS::RDS::DBClusterParameterGroup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Family: String
Parameters: Json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이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에 대해 기억하기 쉬운 설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amily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 패밀리의 이름입니다.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은 단 하나의 DB 클러스
터 파라미터 그룹 패밀리와 연결할 수 있고, 그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 패밀리와 호환되는 엔진 버
전의 DB 엔진을 실행 중인 DB 클러스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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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 업데이트 시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 패밀리를 변경할 수 없습
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파라미터 그룹 패밀리를 나열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aws rds describe-db-engine-versions --query
"DBEngineVersions[].DBParameterGroupFamily"
출력에 중복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reateDBClusterParameterGroup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rameters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의 파라미터 목록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에 할당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의 이름
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다음 조각은 Aurora MySQL DB 클러스터에 대한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하고 time_zone 및
character_set_database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JSON
"RDSDBClusterParameterGroup": {
"Type": "AWS::RDS::DBClusterParameterGroup",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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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CloudFormation Sample Aurora Cluster Parameter Group",
"Family": "aurora5.6",
"Parameters": {
"time_zone": "US/Eastern",
"character_set_database": "utf32"
}

YAML
RDSDBClusterParameterGroup:
Type: 'AWS::RDS::DBClusterParameterGroup'
Properties:
Description: CloudFormation Sample Aurora Cluster Parameter Group
Family: aurora5.6
Parameters:
time_zone: US/Eastern
character_set_database: utf32

AWS::RDS::DBInstance
AWS::RDS::DBInstance 리소스는 Amazon RDS DB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기존 DB 인스턴스를 가져오고 템플릿 구성이 DB 인스턴스의 실제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가져오기 작업 중에 템플릿에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Important
업데이트 중에 DB 인스턴스가 삭제되거나 대체될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모든 자동화된
스냅샷을 삭제합니다. 하지만 수동 DB 스냅샷은 유지됩니다. 업데이트 중에 대체가 필요한 경우 DB
인스턴스가 대체되지 않도록 하는 스택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택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 방지를 참조하십시오.
DB 인스턴스 업데이트
‘업데이트 필수: 대체’ 레이블이 지정된 속성이 업데이트되면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먼저 대체 DB 인
스턴스를 생성하고, 해당 대체 DB 인스턴스를 가리키도록 다른 종속 리소스의 참조를 변경하고 이전 DB 인
스턴스를 삭제합니다.

Important
스택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의 스냅샷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 DB 인스턴스를 대체한 이후에 데이터를 잃게 됩니다. 데이터를 유지하려면 다
음 절차에 수행하십시오.
1. DB 인스턴스에서 아무런 활동도 없도록 DB 인스턴스를 사용 중인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비활성
화합니다.
2. DB 인스턴스의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DB 스냅샷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B 스냅샷 생성을
참조하세요.
3. DB 스냅샷을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복원하려면 DB 인스턴스 변경 사항으로 업데이트된 템플릿
을 수정하고 사용하려는 DB 스냅샷의 ID를 사용하여 DB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추가합
니다.
DB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사용하여 DB 인스턴스를 복원하는 경우 DB 인스턴스에 대한
향후 업데이트에 동일한 DB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속성을 업데이
트에 지정할 경우 DB 인스턴스가 DB 스냅샷에서 다시 복원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DB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빈 DB 인스턴
스가 생성되고 원래 DB 인스턴스가 삭제됩니다. 이전 스냅샷 복원 속성과 다른 속성을 지정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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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새 DB 인스턴스가 지정된 DBSnapshotIdentifier 속성에서 복원되고 원래 DB 인스턴스
는 삭제됩니다.
4. 스택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리소스의 다른 속성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odifyDBInstance를 참조하십시오.
스택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를 참조하세요.
DB 인스턴스 삭제
Aurora DB 클러스터에 속한 DB 인스턴스의 경우 스택을 삭제할 때 AWS CloudFormation에서 DB 인스턴스
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어하도록 DB 인스턴스에 대한 삭제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mazon RDS DB 인
스턴스의 경우 DB 인스턴스를 유지 또는 삭제하거나 DB 인스턴스의 스냅샷을 생성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
다. 기본 AWS CloudFormation 동작은 DBClusterIdentifier 속성에 따라 다릅니다.
1. DBClusterIdentifier 속성을 지정하지 않는 AWS::RDS::DBInstance 리소스의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DB 인스턴스의 스냅샷을 저장합니다.
2. DBClusterIdentifier 속성을 지정하는 AWS::RDS::DBInstance 리소스의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DB 인스턴스를 삭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etionPolicy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
"AllocatedStorage" : String,
"AllowMajorVersionUpgrade" : Boolean,
"AssociatedRoles" : [ DBInstanceRole (p. 5353), ... ],
"AutoMinorVersionUpgrade" : Boolean,
"AvailabilityZone" : String,
"BackupRetentionPeriod" : Integer,
"CACertificateIdentifier" : String,
"CharacterSetName" : String,
"CopyTagsToSnapshot" : Boolean,
"DBClusterIdentifier" : String,
"DBInstanceClass" : String,
"DBInstanceIdentifier" : String,
"DBName" : String,
"DBParameterGroupName" : String,
"DBSecurityGroups" : [ String, ... ],
"DBSnapshotIdentifier" : String,
"DBSubnetGroupName" : String,
"DeleteAutomatedBackups" : Boolean,
"DeletionProtection" : Boolean,
"Domain" : String,
"DomainIAMRoleName" : String,
"EnableCloudwatchLogsExports" : [ String, ... ],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 Boolean,
"EnablePerformanceInsights" : Boolean,
"Engine" : String,
"EngineVersion" : String,
"Iops" : Integer,
"KmsKeyId" : String,
"LicenseModel" : String,
"MasterUser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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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terUserPassword" : String,
"MaxAllocatedStorage" : Integer,
"MonitoringInterval" : Integer,
"MonitoringRoleArn" : String,
"MultiAZ" : Boolean,
"OptionGroupName" : String,
"PerformanceInsightsKMSKeyId" : String,
"PerformanceInsightsRetentionPeriod" : Integer,
"Port" : String,
"PreferredBackupWindow" : String,
"PreferredMaintenanceWindow" : String,
"ProcessorFeatures" : [ ProcessorFeature (p. 5354), ... ],
"PromotionTier" : Integer,
"PubliclyAccessible" : Boolean,
"SourceDBInstanceIdentifier" : String,
"SourceRegion" : String,
"StorageEncrypted" : Boolean,
"StorageType" : String,
"Tags" : [ Tag, ... ],
"Timezone" : String,
"UseDefaultProcessorFeatures" : Boolean,
"VPCSecurityGroups" : [ String, ... ]

YAML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AllocatedStorage: String
AllowMajorVersionUpgrade: Boolean
AssociatedRoles:
- DBInstanceRole (p. 5353)
AutoMinorVersionUpgrade: Boolean
AvailabilityZone: String
BackupRetentionPeriod: Integer
CACertificateIdentifier: String
CharacterSetName: String
CopyTagsToSnapshot: Boolean
DBClusterIdentifier: String
DBInstanceClass: String
DBInstanceIdentifier: String
DBName: String
DBParameterGroupName: String
DBSecurityGroups:
- String
DBSnapshotIdentifier: String
DBSubnetGroupName: String
DeleteAutomatedBackups: Boolean
DeletionProtection: Boolean
Domain: String
DomainIAMRoleName: String
EnableCloudwatchLogsExports:
- String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Boolean
EnablePerformanceInsights: Boolean
Engine: String
EngineVersion: String
Iops: Integer
KmsKeyId: String
LicenseModel: String
MasterUsername: String
MasterUserPassword: String
MaxAllocatedStorage: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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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Interval: Integer
MonitoringRoleArn: String
MultiAZ: Boolean
OptionGroupName: String
PerformanceInsightsKMSKeyId: String
PerformanceInsightsRetentionPeriod: Integer
Port: String
PreferredBackupWindow: String
PreferredMaintenanceWindow: String
ProcessorFeatures:
- ProcessorFeature (p. 5354)
PromotionTier: Integer
PubliclyAccessible: Boolean
SourceDBInstanceIdentifier: String
SourceRegion: String
StorageEncrypted: Boolean
StorageType: String
Tags:
- Tag
Timezone: String
UseDefaultProcessorFeatures: Boolean
VPCSecurityGroups:
- String

Properties
AllocatedStorage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할당할 스토리지의 양(기가바이트)입니다.

Note
Iops 파라미터에서 값을 설정한 경우 AllocatedStorage는 최소 Iops 값 1,000에 해당하는
100GiB 이상이어야 합니다. Iops 값을 늘리는 경우(1,000IOPS 증분) AllocatedStorage 값
도 늘려야 합니다(100GiB 증분).
Amazon Aurora
해당 사항 없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양이 늘어나면 Aurora 클러스터 양도 자동으로 늘어나지만, 요
금은 Aurora 클러스터 볼륨에서 사용한 공간에 대해서만 청구됩니다.
MySQL
각 스토리지 유형의 스토리지 용량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용(SSD) 스토리지(gp2): 20~65,536 범위의 정수여야 합니다.
• 프로비저닝된 IOPS 스토리지(io1): 100~65,536 범위의 정수여야 합니다.
• 마그네틱 스토리지(표준): 5~3,072 범위의 정수여야 합니다.
MariaDB
각 스토리지 유형의 스토리지 용량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용(SSD) 스토리지(gp2): 20~65,536 범위의 정수여야 합니다.
• 프로비저닝된 IOPS 스토리지(io1): 100~65,536 범위의 정수여야 합니다.
• 마그네틱 스토리지(표준): 5~3,072 범위의 정수여야 합니다.
PostgreSQL
각 스토리지 유형의 스토리지 용량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용(SSD) 스토리지(gp2): 20~65,536 범위의 정수여야 합니다.
• 프로비저닝된 IOPS 스토리지(io1): 100~65,536 범위의 정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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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네틱 스토리지(표준): 5~3,072 범위의 정수여야 합니다.
Oracle
각 스토리지 유형의 스토리지 용량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용(SSD) 스토리지(gp2): 20~65,536 범위의 정수여야 합니다.
• 프로비저닝된 IOPS 스토리지(io1): 100~65,536 범위의 정수여야 합니다.
• 마그네틱 스토리지(표준): 10~3,072 범위의 정수여야 합니다.
SQL Server
각 스토리지 유형의 스토리지 용량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용(SSD) 스토리지(gp2):
• Enterprise 및 Standard Edition: 20~16384 범위의 정수여야 합니다.
• Web 및 Express Edition: 20~16,384 범위의 정수여야 합니다.
• 프로비저닝된 IOPS 스토리지(io1):
• Enterprise 및 Standard Edition: 20~16384 범위의 정수여야 합니다.
• Web 및 Express Edition: 20~16,384 범위의 정수여야 합니다.
• 마그네틱 스토리지(표준):
• Enterprise 및 Standard Edition: 20~1024 범위의 정수여야 합니다.
• Web 및 Express Edition: 20~1,024 범위의 정수여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lowMajorVersionUpgrade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변경해도 중단되지 않
으며, 변경은 비동기적으로 최대한 빨리 적용됩니다.
제약: 주 버전이 DB 인스턴스의 현재 버전과 다른 EngineVersion 파라미터에 값을 지정할 경우 메이
저 버전 업그레이드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ssociatedRoles
DB 인스턴스에 연결된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BInstanceRole (p. 535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oMinorVersionUpgrade
유지 관리 기간 동안 마이너 엔진 업그레이드가 DB 인스턴스에 자동으로 적용되는지 나타내는 값입니
다. 기본적으로 마이너 엔진 업그레이드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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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vailabilityZone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될 가용 영역(AZ)입니다. AWS 리전 및 가용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전 및 가
용 영역을 참조하세요.
기본: 엔드포인트의 AWS 리전에서 시스템이 선택한 임의의 가용 영역입니다.
예: us-east-1d
제약 조건: DB 인스턴스가 다중 AZ 배포인 경우 AvailabilityZone 파라미터는 지정될 수 없습니다.
지정된 가용 영역이 현재의 엔드포인트와 동일한 AWS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Note
VMware 환경 기반의 RDS에서 DB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경우 DB 인스턴스를 생성할 사용자
지정 가용 영역의 식별자를 지정합니다.
VMware 기반 RD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기반 RDS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ackupRetentionPeriod
자동 백업이 보관되는 일수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양수로 설정하면 백업을 활성화합니다. 이 파라미터를
0으로 설정하면 자동화된 백업을 비활성화합니다.
Amazon Aurora
해당 사항 없음. 자동 백업의 보존 기간은 DB 클러스터에서 관리합니다.
기본값: 1
제약 조건:
• 0~35 사이의 값이어야 합니다.
• DB 인스턴스가 읽기 전용 복제본의 소스인 경우에는 0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CACertificateIdentifier
이 DB 인스턴스의 CA 인증서 식별자입니다.

Note
이 속성을 지정하거나 업데이트하면 재부팅이 트리거됩니다.
RDS DB 엔진의 CA 인증서 식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SSL/TLS 인증
서 교제를 참조하십시오.
Aurora DB 엔진의 CA 인증서 식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Aurora 사용 설명서의 SSL/TLS 인
증서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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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haracterSetName
지원되는 엔진의 경우, DB 인스턴스를 지정된 문자 세트와 연결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Amazon Aurora
해당 사항 없음. 문자 세트는 DB 클러스터에서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RDS::DBCluster를 참
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pyTagsToSnapshot
태그를 DB 인스턴스에서 DB 인스턴스의 스냅샷으로 복사할지 여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태그는 기본
적으로 복사되지 않습니다.
Amazon Aurora
해당 사항 없음. 스냅샷으로의 태그 복사는 DB 클러스터에서 관리합니다. Aurora DB 인스턴스에 대해
설정한 이 값은 DB 클러스터 설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BClusterIdentifier
인스턴스가 속하게 될 DB 클러스터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BInstanceClass
DB 인스턴스의 컴퓨팅 및 메모리 용량입니다(예: db.m4.large). AWS 리전 또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따라 일부 DB 인스턴스 클래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DB 인스턴스 클래스의 전체 목록과 엔진 가용성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DB 인스턴스 클래스를
참조하십시오. DB 인스턴스 클래스 요금 및 DB 인스턴스 클래스의 AWS 리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Amazon RDS 요금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DBInstanceIdentifier
DB 인스턴스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한 경우 AWS CloudFormation이 이를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이
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고유한 물리적 ID를 생성한 후 DB 인스턴스에 해당 ID
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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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
의 또는 전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바꿔야 한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BName
이 파라미터의 의미는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따라 다릅니다.

Important
DB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지정한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이 속성을 무시합니
다.
스냅샷에서 DB 인스턴스를 복원할 경우 이 속성은 MySQL, PostgreSQL 또는 MariaDB 엔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MySQL
DB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생성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DB
인스턴스에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제약 조건:
• 1~64개 문자 또는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 지정된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의해 예약된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MariaDB
DB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생성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DB
인스턴스에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제약 조건:
• 1~64개 문자 또는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 지정된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의해 예약된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PostgreSQL
DB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생성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
postgres 데이터베이스가 DB 인스턴스에서 생성됩니다.
제약 조건:
• 1~63개 문자, 숫자 또는 밑줄을 포함해야 합니다.
• 글자나 밑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후 문자는 글자, 밑줄 또는 숫자(0~9)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의해 예약된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Oracle
생성된 DB 인스턴스의 Oracle 시스템 ID(SID)입니다. null을 지정할 경우 기본값 ORCL이 사용됩니다.
DBName에 대해 문자열 NULL 또는 기타 예약어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값: ORCL
제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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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
SQL Server
해당 사항 없음. null이어야 합니다.
Amazon Aurora MySQL
Aurora MySQL DB 클러스터의 기본 DB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생성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Aurora MySQL DB 클러스터에 대해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DB 클러스터에 데이터베이스가 생
성되지 않습니다.
제약 조건:
• 1~64자의 영숫자 문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 예약한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Amazon Aurora PostgreSQL
Aurora PostgreSQL DB 클러스터의 기본 DB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생성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Aurora PostgreSQL DB 클러스터에 대해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DB 클러스터에 postgres 데
이터베이스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제약 조건:
• 1~63자의 영숫자 문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글자나 밑줄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후 문자는 글자, 밑줄 또는 숫자(0~9)가 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 예약한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BParameterGroupName
템플릿에 생성된 AWS::RDS::DBParameterGroup 리소스에 대한 참조 또는 기존 DB 파라미터 그룹의
이름입니다.
사용 가능한 DB 파라미터 그룹 이름을 모두 나열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aws rds describe-db-parameter-groups --query
"DBParameterGroups[].DBParameterGroupName" --output text

Note
업데이트 중에 참조된 파라미터 그룹의 데이터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DB 인스턴스를 다시 시
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그룹에 정적 파라미터
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파라미터의 변경 여부에 상관없이 업데이트 후 재부팅됩니다.
DBParameterGroupName 속성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된 엔진 및 엔진 버전에 대한 기본 DB 파라
미터 그룹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DBSecurityGroups
DB 인스턴스에 할당할 DB 보안 그룹의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는 기존 DB 보안 그룹의 이름과 템플릿에
서 생성된 AWS::RDS::DBSecurityGroup 리소스에 대한 참조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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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ecurityGroups를 설정하면 VPCSecurityGroups를 설정해서는 안 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DBSecurityGroups 속성은 이전 리전과의 역방향 호환성을 위해서만 존재하며 RDS DB 인
스턴스에 보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권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VPCSecurityGroups를 사용
합니다.

Important
이 속성을 지정한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생성 작업 도중 다음 속성(지정한 경우)만
Amazon RDS에 보냅니다.
• AllocatedStorage
• AutoMinorVersionUpgrade
• AvailabilityZone
• BackupRetentionPeriod
• CharacterSetName
• DBInstanceClass
• DBName
• DBParameterGroupName
• DBSecurityGroups
• DBSubnetGroupName
• Engine
• EngineVersion
• Iops
• LicenseModel
• Master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MultiAZ
• OptionGroupName
• PreferredBackupWindow
• PreferredMaintenanceWindow
나머지 모든 속성은 무시됩니다. 다른 속성을 제출할 Virtual Private Cloud(VPC) 보안 그룹(예:
StorageType, StorageEncrypted 또는 KmsKeyId)을 지정합니다. DBSecurityGroups
속성을 이미 사용 중인 경우 VPC 보안 그룹을 사용하도록 DB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하여 다른
속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DB 인스턴스를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BSnapshotIdentifier
DB 인스턴스를 복원하는 데 사용되는 DB 스냅샷의 이름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공유
된 수동 DB 스냅샷에서 복원하는 경우에는 스냅샷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속성을 지정하여 지정된 DB 스냅샷에서 DB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DBSnapshotIdentifier 속성이 빈 문자열이거나 AWS::RDS::DBInstance 선언에
DBSnapshotIdentifier 속성이 없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새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
다. 속성에 빈 문자열이 아닌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지정된 스냅샷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지정된 이름을 가진 스냅샷이 없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데이터
베이스를 생성할 수 없으며 스택을 롤백합니다.
스냅샷에서 복원할 경우 일부 DB 인스턴스 속성(예: MasterUsername 및 MasterUserPassword
속성)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속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API 참조의
RestoreDBInstanceFromDBSnapshot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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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사용하여 DB 인스턴스를 복원하는 경우 DB 인스턴스에 대한 향후
업데이트에 동일한 DB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속성을 업데이트에 지정할
경우 DB 인스턴스가 DB 스냅샷에서 다시 복원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습니
다. 그러나 DB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빈 DB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원래 DB
인스턴스가 삭제됩니다. 이전 스냅샷 복원 속성과 다른 속성을 지정할 경우 새 DB 인스턴스가 지정된
DBSnapshotIdentifier 속성에서 복원되고 원래 DB 인스턴스는 삭제됩니다.
DB 인스턴스 업데이트가 아니라 DB 인스턴스를 복원하기 위해 DB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지정
하는 경우 다음 속성을 지정하지 마세요.
• CharacterSetName
• DBClusterIdentifier
• DBName
• DeleteAutomatedBackups
• EnablePerformanceInsights
• KmsKeyId
• MasterUsername
• MonitoringInterval
• MonitoringRoleArn
• PerformanceInsightsKMSKeyId
• PerformanceInsightsRetentionPeriod
• PromotionTier
• SourceDBInstanceIdentifier
• SourceRegion
• StorageEncrypted
• Timezon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BSubnetGroupName
DB 인스턴스에 연결할 DB 서브넷 그룹입니다. 이 값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새 서브넷 그룹이 새 VPC에
있는 서브넷 그룹이어야 합니다.
DB 서브넷 그룹이 없는 경우 VPC DB 인스턴스가 아닙니다.
VPC에서의 Amazon RDS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개발자 안
내서의 Amazon Virtual Private Cloud(VPC)와 함께 Amazon RDS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leteAutomatedBackups
DB 인스턴스가 삭제된 후 자동 백업을 바로 제거할지 여부를 지정하는 값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대/소문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DB 인스턴스가 삭제된 후 자동 백업을 바로 제거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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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letionProtection
DB 인스턴스의 삭제 방지 기능 활성화 여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삭제 방지 기능이 활성화되면 데이터
베이스가 삭제될 수 없습니다. 삭제 방지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B 인스턴스 삭
제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Aurora
해당 사항 없음. DB 클러스터에 대한 삭제 방지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reateDBCluster 섹션을 참조하세요. DB 클러스터에 대해 삭제 방지가 활성화되어 있어도 DB 클러
스터의 DB 인스턴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
DB 인스턴스를 생성할 Active Directory 디렉터리 ID입니다. 현재 Microsoft SQL Server, Oracle 및
PostgreSQL DB 인스턴스만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Kerberos 인증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IAMRoleName
디렉터리 서비스에 대한 API 호출에 사용할 IAM 역할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CloudwatchLogsExports
CloudWatch Logs로 내보내기를 활성화해야 하는 로그 유형의 목록입니다. 목록에 있는 값은 사용 중
인 DB 엔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사용 설명서의
Amazon CloudWatch Logs로 데이터베이스 로그 게시를 참조하십시오.
Amazon Aurora
해당 사항 없음. CloudWatch Logs 내보내기는 DB 클러스터에서 관리합니다.
MariaDB
가능한 값은 audit, error, general 및 slowquery입니다.
Microsoft SQL Server
가능한 값은 agent 및 error입니다.
MySQL
가능한 값은 audit, error, general 및 slowquery입니다.
O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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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값은 alert, audit, listener 및 trace입니다.
PostgreSQL
가능한 값은 postgresql 및 upgrad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계정을 데이터베이스 계정에 매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
타내는 값입니다. 기본적으로 매핑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MySQL 및 PostgreSQL에 대한 IAM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Aurora
해당 사항 없음. 데이터베이스 계정에 대한 AWS IAM 계정 매핑은 DB 클러스터에서 관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PerformanceInsights
DB 인스턴스에 Performance Insights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사용 설명서의 Amazon 성능 개선 도우미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gine
이 DB 인스턴스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이름입니다.

Note
DB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는 Engine 속성이 필요합니다.
유효한 값:
• aurora(MySQL 5.6 호환 Aurora용)
• aurora-mysql(MySQL 5.7 호환 Aurora용)
• aurora-postgresql
• mariadb
• mysql
• oracle-ee
• oracle-se2
• oracle-se1
• oracl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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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gres
• sqlserver-ee
• sqlserver-se
• sqlserver-ex
• sqlserver-web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EngineVersion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버전 번호입니다.
유효한 엔진 버전의 목록은 DescribeDBEngineVersions 작업을 사용하십시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엔진 및 Amazon RDS에 제공된 메이저 버전과 마이너 버전에 대한 정보 링크입니
다. 모든 AWS 리전에 모든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Amazon Aurora
해당 사항 없음. DB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버전 번호는 DB 클러스터에서 관리합니
다.
MariaDB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Amazon RDS 기반 MariaDB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SQL Server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Amazon RDS 기반 Microsoft SQL Server 버전을 참조하세요.
MySQL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Amazon RDS 기반 MySQL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Oracle 데이터베이스 출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PostgreSQL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지원되는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Iops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비저닝하는 초당 I/O 작업 수(IOPS)입니다. 이 값은 100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
니다.
이 속성을 지정한 경우 요청된 IOPS 속도와 할당된 스토리지 용량의 허용된 비율 범위(IOPS 대 할당된
스토리지)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IOPS와 200GiB 스토리지(5:1 비율)로 Oracle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거나 2000IOPS와 200GiB 스토리지(10:1 비율)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성능 개선을 위한 Amazon RDS 프로비저닝된 IOPS 스토리지를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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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StorageType 속성에 io1을 지정하는 경우 Iops 속성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KeyId
DB 인스턴스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마스터 키의
ARN입니다(예: arn:aws:kms:us-east-1:012345678910:key/abcd1234-a123-456aa12b-a123b4cd56ef). StorageEncrypted 속성을 사용했지만 이 속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기본 마스터 키를 사용합니다. 이 속성을 지정한 경우 StorageEncrypted 속성을
true로 설정해야 합니다.
SourceDBInstanceIdentifier 속성을 지정한 경우, 동일 리전에서 읽기 전용 복제본을 생성했다면
소스 DB 인스턴스에서 값이 상속됩니다.
다른 AWS 리전에서 암호화된 읽기 전용 복제본을 생성했다면, 대상 AWS 리전에 대한 KMS 키를 지정
해야 합니다. KMS 암호화 키는 해당 키를 만든 리전에 고유하며, 한 리전의 암호화 키를 다른 리전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DBSecurityGroups를 지정한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이 속성을 무시합니다. 보안 그룹과 이
속성을 모두 지정하려면 VPC 보안 그룹을 사용해야 합니다. Amazon RDS 및 VPC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Amazon VPC와 Amazon RDS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Aurora
해당 사항 없음. KMS 키 식별자는 DB 클러스터에서 관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icenseModel
이 DB 인스턴스의 라이선스 모델 정보입니다.
유효한 값: license-included | bring-your-own-license | general-public-license

Note
DBSecurityGroups를 지정하고 라이선스 모델을 업데이트한 경우 AWS CloudFormation에
서 기본 DB 인스턴스를 교체합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베이스 가용성에 대한 일부 중단이 발생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sterUsername
DB 인스턴스에 대한 마스터 사용자 이름입니다.

Note
SourceDBInstanceIdentifier 또는 DB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지정한 경우 이 속
성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값이 원본 DB 인스턴스 또는 스냅샷에서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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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Aurora
해당 사항 없음. 마스터 사용자의 이름은 DB 클러스터에서 관리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sterUserPassword
마스터 사용자의 암호입니다. 암호에는 "/", """, "@"을 제외하고 인쇄 가능한 모든 ASCII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Aurora
해당 사항 없음. 마스터 사용자의 암호는 DB 클러스터에서 관리합니다.
MariaDB
제약: 8자에서 41자여야 합니다.
Microsoft SQL Server
제약: 8자에서 128자여야 합니다.
MySQL
제약: 8자에서 41자여야 합니다.
Oracle
제약: 8자에서 30자여야 합니다.
PostgreSQL
제약: 8자에서 128자여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AllocatedStorage
Amazon RDS가 DB 인스턴스의 스토리지를 자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상한(기비바이트) 입니다.
이 설정에 적용되는 제한을 포함하여 이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Amazon RDS 스토리지 Autoscaling을 사용한 용량 자동 관리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nitoringInterval
DB 인스턴스에 대한 확장 모니터링 지표를 수집하는 시점 사이의 간격(초)입니다. 확장 모니터링 지표
의 수집을 비활성화하려면 0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MonitoringRoleArn을 지정한 경우에는 MonitoringInterval도 0이 아닌 값으로 설정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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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값: 0, 1, 5, 10, 15, 30, 60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MonitoringRoleArn
RDS에서 Amazon CloudWatch Logs로 확장 모니터링 지표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IAM 역할의 ARN
입니다. 예, arn:aws:iam:123456789012:role/emaccess. 모니터링 역할을 생성하는 방법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확장 모니터링 설정 및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MonitoringInterval을 0이 아닌 값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MonitoringRoleArn 값을 반드시 입력
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ultiAZ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다중 가용 영역 배포인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AvailabilityZone 파라미터
를 true로 설정한 경우 MultiAZ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Amazon Aurora
해당 사항 없음. Amazon Aurora 스토리지는 모든 가용 영역에 걸쳐 복제되므로 MultiAZ 옵션을 설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OptionGroupName
DB 인스턴스를 지정된 옵션 그룹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Oracle Advanced Security TDE를 위한 TDE 옵션처럼 영구적인 옵션은 옵션 그룹에서 절대로 제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단 DB 인스턴스와 연결된 옵션 그룹은 DB 인스턴스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erformanceInsightsKMSKeyId
성능 개선 도우미 데이터의 암호화를 위한 AWS KMS 키 식별자입니다.
AWS KMS 키 식별자는 AWS KMS 고객 마스터 키(CMK)의 키 ARN, 키 ID, 별칭 ARN 또는 별칭 이름입
니다.
PerformanceInsightsKMSKeyId에 대한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Amazon RDS에서는 기본 CMK
를 사용합니다. AWS 계정에 대한 기본 CMK가 있습니다. AWS 계정에는 각 AWS 리전별로 다른 기본
CMK가 있습니다.
성능 개선 도우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nablePerformanceInsights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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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erformanceInsightsRetentionPeriod
성능 개선 도우미 데이터를 보존할 시간(일). 유효한 값은 7 또는 731(2년)입니다.
성능 개선 도우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nablePerformanceInsights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을 허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eferredBackupWindow
BackupRetentionPeriod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자동 백업을 활성화한 경우, 자동 백업이 생성되는 일
일 시간 범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백업 기간을 참조하세요.
제약 조건:
• hh24:mi-hh24:mi 형식이어야 합니다.
• 협정 세계시(UTC)여야 합니다.
• 원하는 유지 관리 기간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 3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Amazon Aurora
해당 사항 없음. 자동 백업을 생성하는 일일 시간 범위는 DB 클러스터에서 관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erredMaintenanceWindow
시스템 유지 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주 단위 기간(UTC, 협정 세계시)입니다.
형식: ddd:hh24:mi-ddd:hh24:mi
기본값은 AWS 리전별로 8시간의 시간 블록 중 임의로 선택한 30분의 기간이며, 발생하는 요일은 무작
위입니다. 사용 가능한 시간 블록을 보려면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기본 DB 인스턴스 유지 관리 기
간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Note
이 속성은 AWS CloudFormation에서 DB 인스턴스를 처음으로 생성할 때 적용됩니다.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DB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할 경우 업데이트가 즉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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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최소 30분의 기간.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ProcessorFeatures
DB 인스턴스의 DB 인스턴스 클래스에 대한 CPU 코어 수와 코어당 스레드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cessorFeature (p. 535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motionTier
기존 기본 인스턴스에 결함이 발생한 후 Aurora 복제본을 기본 인스턴스로 승격할 순서를 지정하는 값입
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Aurora 사용 설명서의 Aurora DB 클러스터의 내결함성을 참조하십시오.
기본값: 1
유효한 값: 0~15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ubliclyAccessible
DB 인스턴스가 인터넷 경계 인스턴스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true를 지정한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퍼블릭 IP 주소를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DNS 이름을 사용하여 인스턴스
를 생성합니다. false를 지정한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프라이빗 IP 주소로 확인되는 DNS 이
름을 사용하여 내부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기본 동작 값은 VPC 설정과 데이터베이스 서브넷 그룹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API 참조에서 CreateDBInstance의 PubliclyAccessible 파라미터를 참조하십시오.
이 리소스에 퍼블릭 IP 주소가 있고 리소스가 동일한 템플릿으로 정의한 VPC에 속하는 경우,
DependsOn 속성을 사용하여 VPC 게이트웨이 부착물에 대한 종속성을 선언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DependsOn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Note
DBSecurityGroups를 지정한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이 속성을 무시합니다. 보안 그룹
과 이 속성을 지정하려면 VPC 보안 그룹을 사용해야 합니다. Amazon RDS 및 VPC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Amazon VPC와 Amazon RDS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DBInstanceIdentifier
읽기 전용 복제본 DB 인스턴스를 생성하려면 원본 DB 인스턴스의 ID를 지정합니다. 각 DB 인스턴스는
제한된 수의 읽기 전용 복제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읽기 전용 복제본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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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DBInstanceIdentifier 속성은 DB 인스턴스가 읽기 전용 복제본인지 여부를 결정합니
다. 템플릿에서 SourceDBInstanceIdentifier 속성을 제거한 다음 스택을 업데이트하면 AWS
CloudFormation에서 읽기 전용 복제본을 삭제하고 새 DB 인스턴스(읽기 전용 복제본 아님)를 생성합니
다.

Important
• VPC 보안 그룹을 사용하는 원본 DB 인스턴스를 지정한 경우 VPCSecurityGroups 속성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속성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복제본을 생성할 때 읽기 전용 복제
본이 원본 DB에서 VPCSecurityGroups 속성 값을 상속합니다. 하지만 스택을 업데이트하
면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복제본의 VPCSecurityGroups 속성이 스택의 템플릿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속성을 기본값으로 되돌립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읽기 전용 복제본은 삭제 정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읽기 전용
복제본에 연결된 삭제 정책을 무시합니다.
• SourceDBInstanceIdentifier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DB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스냅샷에서 읽기 전용 복제본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 BackupRetentionPeriod, DBName, MasterUsername, MasterUserPassword 및
PreferredBackupWindow 속성을 설정하지 마십시오. 데이터베이스 속성이 원본 DB 인스
턴스에서 상속되고 백업이 읽기 전용 복제본에 대해 비활성화됩니다.
• 원본 DB 인스턴스가 읽기 전용 복제본과 다른 리전에 있는 경우 SourceRegion에서 원본
리전을 지정하고 SourceDBInstanceIdentifier에서 유효한 DB 인스턴스의 ARN을 지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Amazon RDS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DB 인스턴스가 Amazon Aurora 클러스터에 있는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Amazon RDS에서 라이터 및 리더 DB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할당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Region
읽기 전용 복제본의 소스 DB 인스턴스가 있는 리전의 I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orageEncrypted
DB 인스턴스가 암호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Amazon Aurora
해당 사항 없음. DB 인스턴스의 암호화는 DB 클러스터에서 관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orageType
DB 인스턴스와 연결할 스토리지 유형을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 standard | gp2 | 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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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값은 마그네틱이라고도 합니다.
io1을 지정하면 Iops 파라미터에 대한 값도 포함해야 합니다.
기본값: Iops 파라미터가 지정된 경우 io1, 그 외에는 standard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Amazon RDS DB 인스턴스 스토리지를 참조하십시오.
Amazon Aurora
해당 사항 없음. Aurora 데이터는 Solid State Drive(SSD)를 사용하는 단일 가상 볼륨인 클러스터 볼륨에
저장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Tags
DB 인스턴스에 할당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zone
DB 인스턴스의 시간대입니다. 현재, 시간대 파라미터는 Microsoft SQL Server에서만 지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DefaultProcessorFeatures
DB 인스턴스의 DB 인스턴스 클래스가 기본 프로세서 기능을 사용하는지 나타내는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SecurityGroups
DB 인스턴스에 할당할 VPC 보안 그룹 ID의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는 기존 VPC 보안 그룹의 물리적 ID
와 템플릿에서 생성된 AWS::EC2::SecurityGroup 리소스에 대한 참조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리소스를 업데이트하려는 경우 공유 VPC에 VPC 보안 그룹을 지정하지 마세요.
VPCSecurityGroups를 설정한 경우 DBSecurityGroups를 설정해서는 안 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
찬가지입니다.

Important
스택의 DB 인스턴스를 RDS DB 보안 그룹에서 VPC 보안 그룹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지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VPC 보안 그룹 멤버십을 설정한 이후에 RDS 보안 그룹을 사용하도록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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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인스턴스를 VPC 보안 그룹으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DB 인스턴스 백업이 실패하거나 다
른 AWS CloudFormation 리소스에서 업데이트가 실패하여 스택 백업이 롤백될 경우 RDS 보
안 그룹으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롤백이 실패합니다.
• VPC 보안 그룹을 사용할 때 사용 가능한 속성을 사용하려면 DB 인스턴스를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는 DBSecurityGroups 속성에 나열된 속
성 값만 제출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스택 템플릿에서 해당 사항이 유일하게 변경된 경우에만 VPC 보안 그룹을 사
용하도록 DB 인스턴스를 마이그레이션합니다.
Amazon Aurora
해당 사항 없음. DB 클러스터에서 관리하는 EC2 VPC 보안 그룹의 연결된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DB 인스턴스 이름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ndpoint.Address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 엔드포인트입니다. 예: mystackmydb-1apw1j4phylrk.cg034hpkmmjt.us-east-2.rds.amazonaws.com
Endpoint.Port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을 허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예: 3306

예제
확장 모니터링이 활성화된 DB 인스턴스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향상된 모니터링이 활성화된 Amazon RDS MySQL DB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이 예제를
실행하기 전에 MonitoringRoleArn에 지정된 확장 모니터링의 IAM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확장 모니터링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확장 모니터링을 참조하십시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for creating an Amazon RDS DB
instance: Sample template showing how to create a DB instance with Enhanced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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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ed. **WARNING** This template creates an RDS DB instance. You will be billed for the
AWS resources used if you create a stack from this template.",
"Parameters": {
"DBInstanceID": {
"Default": "mydbinstance",
"Description": "My database instance",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63",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must not end with a
hyphen or contain two consecutive hyphens."
},
"DBName": {
"Default": "mydb",
"Description": "My database",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64",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DBInstanceClass": {
"Default": "db.m5.large",
"Description": "DB instance class",
"Type": "String",
"ConstraintDescription": "Must select a valid DB instance type."
},
"DBAllocatedStorage": {
"Default": "50",
"Description": "The size of the database (GiB)",
"Type": "Number",
"MinValue": "20",
"MaxValue": "65536",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between 20 and 65536 GiB."
},
"DBUsername": {
"NoEcho": "true",
"Description": "Username for My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16",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DBPassword": {
"NoEcho": "true",
"Description": "Password My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8",
"MaxLength": "41",
"AllowedPattern": "[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
"Resources": {
"MyDB":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DBInstanceIdentifier": {
"Ref": "DBInstanceID"
},
"DBName": {
"Ref": "DBName"

API 버전 2010-05-15
534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RDS

}

}

}

}

},
"DBInstanceClass": {
"Ref": "DBInstanceClass"
},
"AllocatedStorage": {
"Ref": "DBAllocatedStorage"
},
"Engine": "MySQL",
"EngineVersion": "8.0.16",
"MasterUsername": {
"Ref": "DB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Ref": "DBPassword"
},
"MonitoringInterval": 60,
"MonitoringRoleArn": "arn:aws:iam::1233456789012:role/rds-monitoring-role"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Description": "AWS CloudFormation Sample Template for creating an Amazon RDS DB instance:
Sample template showing how to create a DB instance with Enhanced Monitoring enabled.
**WARNING** This template creates an RDS DB instance. You will be billed for the AWS
resources used if you create a stack from this template.
Parameters:
DBInstanceID:
Default: mydbinstance
Description: My database instance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63'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must not end with a hyphen or contain two
consecutive hyphens.
DBName:
Default: mydb
Description: My database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64'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DBInstanceClass:
Default: db.m5.large
Description: DB instance class
Type: String
ConstraintDescription: Must select a valid DB instance type.
DBAllocatedStorage:
Default: '50'
Description: The size of the database (GiB)
Type: Number
MinValue: '20'
MaxValue: '65536'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 between 20 and 65536 GiB.
DBUsername:

API 버전 2010-05-15
535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RDS
NoEcho: 'true'
Description: Username for My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16'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DBPassword:
NoEcho: 'true'
Description: Password My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8'
MaxLength: '41'
AllowedPattern: '[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Resources:
MyDB: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DBInstanceIdentifier: !Ref DBInstanceID
DBName: !Ref DBName
DBInstanceClass: !Ref DBInstanceClass
AllocatedStorage: !Ref DBAllocatedStorage
Engine: MySQL
EngineVersion: "8.0.16"
MasterUsername: !Ref DBUsername
MasterUserPassword: !Ref DBPassword
MonitoringInterval: 60
Monitoring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rds-monitoring-role'

리전 간 암호화된 읽기 전용 복제본 생성
다음은 리전 간 소스 DB 인스턴스에서 암호화된 읽기 전용 복제본을 생성하는 방법의 예제입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RDS Storage Encrypted",
"Parameters": {
"SourceDBInstanceIdentifier": {
"Type": "String"
},
"DBInstanceType": {
"Type": "String"
},
"SourceRegion": {
"Type": "String"
}
},
"Resources": {
"MyKey": {
"Type": "AWS::KMS::Key",
"Properties": {
"KeyPolicy": {
"Version": "2012-10-17",
"Id": "key-default-1",
"Statement": [
{
"Sid": "Enable IAM User Permissions",
"Effect": "Allow",
"Principal": {
"A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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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Join": [
"",
[
"arn:aws:iam::",
{
"Ref": "AWS::AccountId"
},
":root"
]
]

}

}

]

}

}
},
"Action": "kms:*",
"Resource": "*"

},
"MyDBSmall":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DBInstanceClass": {
"Ref": "DBInstanceType"
},
"SourceDBInstanceIdentifier": {
"Ref": "SourceDBInstanceIdentifier"
},
"SourceRegion": {
"Ref": "SourceRegion"
},
"KmsKeyId": {
"Ref": "MyKey"
}
}
}

}

},
"Outputs": {
"InstanceId": {
"Description": "InstanceId of the newly created RDS Instance",
"Value": {
"Ref": "MyDBSmall"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RDS Storage Encrypted
Parameters:
SourceDBInstanceIdentifier:
Type: String
DBInstanceType:
Type: String
SourceRegion:
Type: String
Resources:
MyKey:
Type: "AWS::KMS::Key"
Properties:
Key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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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012-10-17
Id: key-default-1
Statement:
- Sid: Enable IAM User Permissions
Effect: Allow
Principal:
AWS: !Join
- ""
- - "arn:aws:iam::"
- !Ref "AWS::AccountId"
- ":root"
Action: "kms:*"
Resource: "*"
MyDBSmall: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DBInstanceClass: !Ref DBInstanceType
SourceDBInstanceIdentifier: !Ref SourceDBInstanceIdentifier
SourceRegion: !Ref SourceRegion
KmsKeyId: !Ref MyKey
Outputs:
InstanceId:
Description: InstanceId of the newly created RDS Instance
Value: !Ref MyDBSmall

AWS::RDS::DBInstance DBInstanceRole
DB 인스턴스에 연결되어 있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을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eatureName" : String,
"RoleArn" : String

YAML
FeatureName: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FeatureName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에 연결된 기능의 이름입니다. DB 인스턴스에
연결된 IAM 역할은 사용자 대신 다른 AWS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DB 인스턴스에 대한 권
한을 부여합니다. 지원되는 기능 이름의 목록은 Amazon RDS API 참조에서 DBEngineVersion의
SupportedFeatureNames 설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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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Arn
DB 인스턴스와 연결되어 있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다음은 DB 인스턴스에 연결할 역할을 지정합니다.

JSON
"AssociatedRoles": [
{
"FeatureName": "s3Import",
"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RDSLoadFromS3"
}
]

YAML
AssociatedRoles:
- FeatureName: s3Import
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RDSLoadFromS3'

AWS::RDS::DBInstance ProcessorFeature
ProcessorFeature 속성 유형은 DB 인스턴스 클래스 상태의 프로세서 기능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 : String

YAML
Nam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Name
프로세서 기능의 이름입니다. 유효한 이름은 coreCount 및 threadsPerCor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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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프로세서 기능 이름의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DS::DBParameterGroup
AWS::RDS::DBParameterGroup 리소스는 데이터베이스 패밀리에 대한 사용자 지정 파라미터 그룹을 생
성합니다.
이 유형은 템플릿에서 선언하고 AWS::RDS::DBInstance 리소스의 DBParameterGroupName 속성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Amazon RDS DB 인스턴스의 파라미터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DB 파라미
터 그룹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Aurora DB 인스턴스의 파라미터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Aurora 사용 설명서의 DB 파
라미터 그룹 및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Note
파라미터 그룹을 DB 인스턴스에 적용하려면 DB 인스턴스를 재부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부팅하
는 동안 데이터베이스가 중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DS::DBParameterGroup",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Family" : String,
"Parameters" : {Key : Value, ...},
"Tags" : [ Tag, ... ]
}

YAML
Type: AWS::RDS::DBParameterGroup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Family: String
Parameters:
Key : Value
Tags:
-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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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scription
이 DB 파라미터 그룹에 대한 고객 설명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amily
DB 파라미터 그룹 패밀리의 이름입니다. DB 파라미터 그룹은 단 하나의 DB 파라미터 그룹 패밀리와 연
결할 수 있고, 그 DB 파라미터 그룹 패밀리와 호환되는 엔진 버전의 DB 엔진을 실행 중인 DB 인스턴스
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Note
DB 파라미터 그룹 업데이트 시 DB 파라미터 그룹 패밀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파라미터 그룹 패밀리를 나열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aws rds describe-db-engine-versions --query
"DBEngineVersions[].DBParameterGroupFamily"
출력에 중복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reateDBParameterGroup 섹션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파라미터 업데이트에 대한 파라미터 이름과 값의 배열입니다.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 이름과 값을 제공해
야 합니다. 후속 인수는 선택 사항입니다.
Amazon RDS DB 엔진의 DB 파라미터 및 DB 파라미터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DB 파라미터 그룹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Aurora DB 엔진의 DB 클러스터와 DB 인스턴스 파라미터 및 파라미터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Amazon Aurora 사용 설명서의 DB 파라미터 그룹 및 DB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 작업을 참조하십
시오.

Note
AWS CloudFormation에서는 개별 파라미터에 적용 방법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각 파라미터의
기본 적용 방법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DB 파라미터 그룹에 할당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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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DB 파라미터 그룹의 이름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MySQL DB 인스턴스에 대한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하고 sql_mode,
max_allowed_packet 및 innodb_buffer_pool_size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JSON
"RDSDBParameterGroup": {
"Type": "AWS::RDS::DBParameterGroup",
"Properties": {
"Description": "CloudFormation Sample MySQL Parameter Group",
"Family": "mysql8.0",
"Parameters": {
"sql_mode": "IGNORE_SPACE",
"max_allowed_packet": 1024,
"innodb_buffer_pool_size": "{DBInstanceClassMemory*3/4}"
}
}
}

YAML
RDSDBParameterGroup:
Type: 'AWS::RDS::DBParameterGroup'
Properties:
Description: CloudFormation Sample MySQL Parameter Group
Family: mysql8.0
Parameters:
sql_mode: IGNORE_SPACE
max_allowed_packet: 1024
innodb_buffer_pool_size: '{DBInstanceClassMemory*3/4}'

AWS::RDS::DBProxy
AWS::RDS::DBProxy 리소스는 DB 프록시를 만들거나 업데이트합니다.
Amazon RDS의 RDS Prox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Amazon RDS Proxy를 사
용한 연결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Amazon Aurora의 RDS Prox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Amazon RDS Proxy를 사
용한 연결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Note
RDS 프록시에는 DB 엔진 버전 제한 및 AWS 리전 제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한이 적용됩니다.
Amazon RDS용 RDS 프록시에 적용되는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RDS 프록시 제한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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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Aurora용 RDS 프록시에 적용되는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
서의 RDS 프록시 제한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DS::DBProxy",
"Properties" : {
"Auth" : [ AuthFormat (p. 5362), ... ],
"DBProxyName" : String,
"DebugLogging" : Boolean,
"EngineFamily" : String,
"IdleClientTimeout" : Integer,
"RequireTLS" : Boolean,
"RoleArn" : String,
"Tags" : [ TagFormat (p. 5364), ... ],
"VpcSecurityGroupIds" : [ String, ... ],
"VpcSubnetIds" : [ String, ... ]
}

YAML
Type: AWS::RDS::DBProxy
Properties:
Auth:
- AuthFormat (p. 5362)
DBProxyName: String
DebugLogging: Boolean
EngineFamily: String
IdleClientTimeout: Integer
RequireTLS: Boolean
RoleArn: String
Tags:
- TagFormat (p. 5364)
VpcSecurityGroupIds:
- String
VpcSubnetIds:
- String

Properties
Auth
프록시가 사용하는 권한 부여 메커니즘입니다.
Required: 예
Type: AuthFormat (p. 536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BProxyName
프록시의 식별자입니다. 이 이름은 지정된 AWS 리전의 AWS 계정이 소유한 모든 프록시에 대해 고유해
야 합니다. 식별자는 문자로 시작해야 하고, ASCII 문자, 숫자 및 하이픈만 포함할 수 있으며, 하이픈으로
끝나거나 하이픈을 연속으로 두 개 사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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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bugLogging
프록시의 로그에 SQL 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프록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정보는 SQL
동작 또는 프록시 연결의 성능 및 확장성과 관련된 문제를 디버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버그 정보에
는 프록시를 통해 제출하는 SQL 문의 텍스트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디버깅에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로그에 나타나는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이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gineFamily
프록시가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입니다. 이 값은 프록시가 데이터베이스와 주고받는 네트
워크 트래픽을 해석할 때 인식하는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결정합니다. 엔진 제품군은 RDS
와 Aurora 모두에 대한 MySQL과 PostgreSQL에 적용됩니다.
유효한 값: MYSQL | POSTGRESQL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dleClientTimeout
프록시가 연결을 끊기 전에 프록시 연결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시간(초)입니다. 이 값은 연결된 데이터베
이스에 대한 연결 제한 시간 한도보다 높거나 낮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ireTLS
프록시 연결에 전송 계층 보안(TLS) 암호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지정하는 부울 파라미터입니다. 이 설정
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암호화된 TLS 연결을 프록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프록시가 AWS Secrets Manager의 비밀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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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선택한 임의의 데이터를 프록시와 연결시키는 선택적 키-값 페어 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Format (p. 536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SecurityGroupIds
새 프록시와 연결할 하나 이상의 VPC 보안 그룹 ID입니다.
리소스를 업데이트하려는 경우 공유 VPC에 VPC 보안 그룹을 지정하지 마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SubnetIds
새 프록시와 연결할 하나 이상의 VPC 서브넷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DB 프록시의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DBProxyArn
대상 그룹을 나타내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Endpoint
RDS DB 인스턴스 또는 Aurora DB 클러스터의 작성자 엔드포인트입니다.
VpcId
DB 프록시와 연결할 VPC ID입니다.

예제
DB 프록시 생성 및 DB 인스턴스 등록
다음 예제에서는 DB 프록시를 만들고 DB 인스턴스를 등록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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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ProxyName": {
"Type": "String",
"Default": "exampleProxy"
},
"InstanceName": {
"Type": "String",
"Default": "database-1"
},
"BootstrapSecretReaderRoleArn": {
"Type": "String",
"Default": "arn:aws:iam::123456789012:role/RDSSecretReaderRoleForDBProxy"
},
"BootstrapProxySecretArn": {
"Type": "String",
"Default": "arn:aws:secretsmanager:uswest-2:123456789012:secret:MySecretForDBProxy"
},
"SubnetIds": {
"Type": "String",
"Default":
"subnet-01b761b31fb498f20,subnet-012b9a958ef0f9949,subnet-05e8e263052025378"
}
},
"Resources": {
"TestDBProxy": {
"Type": "AWS::RDS::DBProxy",
"Properties": {
"DebugLogging": true,
"DBProxyName": {
"Ref": "ProxyName"
},
"EngineFamily": "MYSQL",
"IdleClientTimeout": 120,
"RequireTLS": true,
"RoleArn": {
"Ref": "BootstrapSecretReaderRoleArn"
},
"Auth": [
{
"AuthScheme": "SECRETS",
"SecretArn": {
"Ref": "BootstrapProxySecretArn"
},
"IAMAuth": "DISABLED"
}
],
"VpcSubnetIds": {
"Fn::Split": [
",",
{
"Ref": "SubnetIds"
}
]
}
}
},
"ProxyTargetGroup": {
"Type": "AWS::RDS::DBProxyTargetGroup",
"Properties": {
"DBProxyName": {
"Ref": "TestDBProxy"
},
"DBInstanceIdentifie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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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Ref": "InstanceName"

],
"TargetGroupName": "default",
"ConnectionPoolConfigurationInfo": {
"MaxConnectionsPercent": 100,
"MaxIdleConnectionsPercent": 50,
"ConnectionBorrowTimeout": 120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ProxyName:
Type: String
Default: exampleProxy
InstanceName:
Type: String
Default: database-1
BootstrapSecretReaderRoleArn:
Type: String
Default: arn:aws:iam::123456789012:role/RDSSecretReaderRoleForDBProxy
BootstrapProxySecretArn:
Type: String
Default: arn:aws:secretsmanager:us-west-2:123456789012:secret:MySecretForDBProxy
SubnetIds:
Type: String
Default: subnet-01b761b31fb498f20,subnet-012b9a958ef0f9949,subnet-05e8e263052025378
Resources:
TestDBProxy:
Type: AWS::RDS::DBProxy
Properties:
DebugLogging: true
DBProxyName: !Ref ProxyName
EngineFamily: MYSQL
IdleClientTimeout: 120
RequireTLS: true
RoleArn:
!Ref BootstrapSecretReaderRoleArn
Auth:
- {AuthScheme: SECRETS, SecretArn: !Ref BootstrapProxySecretArn, IAMAuth:
DISABLED}
VpcSubnetIds:
Fn::Split: [",", !Ref SubnetIds]
ProxyTargetGroup:
Type: AWS::RDS::DBProxyTargetGroup
Properties:
DBProxyName: !Ref TestDBProxy
DBInstanceIdentifiers: [!Ref InstanceName]
TargetGroupName: default
ConnectionPoolConfigurationInfo:
MaxConnectionsPercent: 100
MaxIdleConnectionsPercent: 50
ConnectionBorrowTimeout: 120

AWS::RDS::DBProxy AuthFormat
프록시가 특정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로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인증의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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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hSchem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IAMAuth" : String,
"SecretArn" : String,
"UserName" : String

YAML
AuthScheme: String
Description: String
IAMAuth: String
SecretArn: String
UserName: String

Properties
AuthScheme
프록시가 프록시에서 기본 데이터베이스로의 연결에 사용하는 인증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 SECRETS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프록시가 특정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로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인증에 대한 사용자 지정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AMAuth
프록시 연결에 대해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인증을 요구할지 아니면 허용하지 않
을지 여부입니다.
유효한 값: DISABLED | REQUIRE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Arn
프록시가 RDS DB 인스턴스 또는 Aurora DB 클러스터에 인증하는 데 사용하는 암호를 나타내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러한 비밀은 Amazon Secrets Manager 내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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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
프록시가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DS::DBProxy TagFormat
키-값 페어로 구성된 DB 프록시에 할당된 메타데이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키는 태그의 필수 이름입니다. 문자열 값은 1~128자의 유니코드 문자이며 aws: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문자열에는 유니코드 문자 집합, 숫자, 공백, '_', '.', '/', '=', '+', '-'(Java regex: "^([\\p{L}\\p{Z}\\p{N}_.:/=+\
\-]*)$")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값은 태그의 선택적 값입니다. 문자열 값은 1-256자의 유니코드 문자이며 aws: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문자열에는 유니코드 문자 집합, 숫자, 공백, '_', '.', '/', '=', '+', '-'(Java regex: "^([\\p{L}\\p{Z}\\p{N}_.:/=+\
\-]*)$")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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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RDS::DBProxyEndpoint
AWS::RDS::DBProxyEndpoint 리소스는 DB 프록시 엔드포인트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사용자
지정 프록시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면 프록시의 기본 VPC와 다른 VPC를 통해 프록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RDS 프록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RDS::DBProxy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DS::DBProxyEndpoint",
"Properties" : {
"DBProxyEndpointName" : String,
"DBProxyName" : String,
"Tags" : [ TagFormat (p. 5368), ... ],
"TargetRole" : String,
"VpcSecurityGroupIds" : [ String, ... ],
"VpcSubnetIds" : [ String, ... ]
}

YAML
Type: AWS::RDS::DBProxyEndpoint
Properties:
DBProxyEndpointName: String
DBProxyName: String
Tags:
- TagFormat (p. 5368)
TargetRole: String
VpcSecurityGroupIds:
- String
VpcSubnetIds:
- String

Properties
DBProxyEndpointName
생성할 DB 프록시 엔드포인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BProxyName
생성한 DB 프록시 엔드포인트와 연결된 DB 프록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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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선택한 임의의 데이터를 프록시와 연결시키는 선택적 키-값 페어 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Format (p. 536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Role
DB 프록시 엔드포인트를 읽기/쓰기 또는 읽기 전용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유효한 값: READ_WRITE | READ_ONLY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cSecurityGroupIds
생성하는 DB 프록시 엔드포인트의 VPC 보안 그룹 ID입니다. 원래 DB 프록시와 다른 보안 그룹 ID 세트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VPC의 기본 보안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SubnetIds
생성한 DB 프록시 엔드포인트의 VPC 서브넷 ID입니다. 원래 DB 프록시와 다른 서브넷 ID 세트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DB 프록시 엔드포인트의 이름입니
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DBProxyEndpointArn
DB 프록시 엔드포인트를 나타내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Endpoint
RDS DB 인스턴스 또는 Aurora DB 클러스터의 사용자 지정 엔드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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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efault
이 엔드포인트가 연결된 DB 프록시의 기본 엔드포인트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기본 DB 프록시
엔드포인트에는 항상 읽기/쓰기 기능이 있습니다. DB 프록시에 연결하는 다른 엔드포인트는 읽기/쓰기
또는 읽기 전용일 수 있습니다.
VpcId
DB 프록시 엔드포인트의 VPC ID입니다.

예제
사용자 지정 DB 프록시 엔드포인트 생성
다음 예에서는 사용자 지정 DB 프록시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ProxyEndpointName": {
"Type": "String",
"Default": "exampleProxyEndpoint"
},
"ProxyName": {
"Type": "String",
"Default": "exampleProxy"
},
"SecurityGroupIds": {
"Type": "String",
"Default": "sg-12345678"
},
"SubnetIds": {
"Type": "String",
"Default": "subnet-12345677,subnet-12345678,subnet-12345679"
}
},
"Resources": {
"TestDBProxy": {
"Type": "AWS::RDS::DBProxyEndpoint",
"Properties": {
"DBProxyEndpointName": {
"Ref": "ProxyEndpointName"
},
"DBProxyName": {
"Ref": "ProxyName"
},
"VpcSecurityGroupIds": {
"Fn::Split": [
",",
{
"Ref": "SecurityGroupIds"
}
]
},
"VpcSubnetIds": {
"Fn::Split": [
",",
{
"Ref": "SubnetId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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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argetRole": "READ_ONLY"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ProxyEndpointName:
Type: String
Default: exampleProxyEndpoint
ProxyName:
Type: String
Default: exampleProxy
SubnetIds:
Type: String
Default: subnet-12345677,subnet-12345678,subnet-12345679
SecurityGroupIds:
Type: String
Default: sg-12345678
Resources:
TestDBProxyEndpoint:
Type: AWS::RDS::DBProxyEndpoint
Properties:
DBProxyEndpointName: !Ref ProxyEndpointName
DBProxyName: !Ref ProxyName
VpcSubnetIds:
Fn::Split: [",", !Ref SubnetIds]
VpcSecurityGroupIds:
Fn::Split: [",", !Ref SecurityGroupIds]
TargetRole: READ_ONLY

AWS::RDS::DBProxyEndpoint TagFormat
키-값 페어로 구성된 DB 프록시 엔드포인트에 할당된 메타데이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값은 태그의 선택적 값입니다. 문자열 값은 1-256자의 유니코드 문자이며 aws: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문자열에는 유니코드 문자 집합, 숫자, 공백, '_', '.', '/', '=', '+', '-'(Java regex: "^([\\p{L}\\p{Z}\\p{N}_.:/=+\
\-]*)$")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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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키-값 페어로 구성된 DB 인스턴스에 할당된 메타데이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DS::DBProxyTargetGroup
AWS::RDS::DBProxyTargetGroup 리소스는 RDS DB 인스턴스 세트, Aurora DB 클러스터 또는 프록시
가 연결할 수 있는 둘 다를 나타냅니다. 현재 각 대상 그룹은 정확히 하나의 RDS DB 인스턴스 또는 Aurora
DB 클러스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형식은 DescribeDBProxyTargetGroups 작업에서 응답 요소로 사용됩니다.
Amazon RDS의 RDS Prox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Amazon RDS Proxy를 사
용한 연결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Amazon Aurora의 RDS Prox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Amazon RDS Proxy를 사
용한 연결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DB 프록시를 생성하고 DB 인스턴스를 등록하는 샘플 템플릿에 대해서는 AWS::RDS::DBProxy의 예를 참조
하세요.

Note
RDS 프록시에는 DB 엔진 버전 제한 및 AWS 리전 제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한이 적용됩니다.
Amazon RDS용 RDS 프록시에 적용되는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RDS 프록시 제한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Aurora용 RDS 프록시에 적용되는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
서의 RDS 프록시 제한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DS::DBProxyTargetGroup",
"Properties" : {
"ConnectionPoolConfigurationInfo" : ConnectionPoolConfigurationInfoFormat (p. 5371),
"DBClusterIdentifiers" : [ String, ... ],
"DBInstanceIdentifiers" : [ String, ... ],
"DBProxyName" : String,
"TargetGroupName" : String
}

YAML
Type: AWS::RDS::DBProxyTarget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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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onnectionPoolConfigurationInfo:
ConnectionPoolConfigurationInfoFormat (p. 5371)
DBClusterIdentifiers:
- String
DBInstanceIdentifiers:
- String
DBProxyName: String
TargetGroupName: String

Properties
ConnectionPoolConfigurationInfo
DBProxyTargetGroup와 연결된 연결 풀의 크기 및 동작을 제어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nectionPoolConfigurationInfoFormat (p. 537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BClusterIdentifiers
하나 이상의 DB 클러스터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BInstanceIdentifiers
하나 이상의 DB 인스턴스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BProxyName
DBProxyTargetGroup과 연결된 DBProxy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rgetGroupName
대상 그룹의 식별자입니다.

Note
이 속성을 default로 설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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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대상 그룹의 ARN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TargetGroupArn
대상 그룹을 나타내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WS::RDS::DBProxyTargetGroup ConnectionPoolConfigurationInfoFormat
DBProxyTargetGroup와 연결된 연결 풀의 크기 및 동작을 제어하는 설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nectionBorrowTimeout" : Integer,
"InitQuery" : String,
"MaxConnectionsPercent" : Integer,
"MaxIdleConnectionsPercent" : Integer,
"SessionPinningFilters" : [ String, ... ]

YAML
ConnectionBorrowTimeout: Integer
InitQuery: String
MaxConnectionsPercent: Integer
MaxIdleConnectionsPercent: Integer
SessionPinningFilters:
- String

Properties
ConnectionBorrowTimeout
연결 풀에서 연결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프록시가 대기하는 시간(초)입니다. 프록시가 최대 접속 수를
열고 모든 접속이 클라이언트 세션에서 사용 중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본값: 120
제약 조건: 1에서 3600 사이 또는 무제한을 나타내는 0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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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Query
각 새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열 때 실행할 프록시에 대한 하나 이상의 SQL 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접속
에 표준 시간대 및 문자 집합과 같은 동일한 설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SET 문과 함께 사용됩니다. 여
러 문의 경우 세미콜론을 구분 기호로 사용합니다. SET x=1, y=2와 같은 단일 SET 문에 여러 변수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값: 초기화 쿼리 없음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ConnectionsPercent
대상 그룹의 각 대상에 대한 연결 풀의 최대 크기입니다. Aurora MySQL의 경우 대상 그룹에서 사용하는
RDS DB 인스턴스 또는 Aurora DB 클러스터에 대한 max_connections 설정의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기본값: 100
제약 조건: 1에서 100 사이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IdleConnectionsPercent
프록시가 연결 풀에서 유휴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닫는지 제어합니다. 값이 높으면 프
록시가 유휴 접속 비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값이 낮으면 프록시가 유휴 클라이언트 연결을 닫고
기본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연결 풀로 반환합니다. Aurora MySQL의 경우 대상 그룹에서 사용하는 RDS
DB 인스턴스 또는 Aurora DB 클러스터에 대한 max_connections 설정의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기본값: 50
제약 조건: 0과 MaxConnectionsPercent 사이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ssionPinningFilters
목록의 각 항목은 일반적으로 프록시를 사용하는 세션의 모든 이후 문이 동일한 기본 데이터베이스 접속
에 고정되도록 하는 SQL 작업 클래스를 나타냅니다. 목록에 항목을 포함시키면 해당 SQL 작업 클래스
가 고정 동작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값: 세션 고정 필터 없음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DS::DBSecurityGroup
AWS::RDS::DBSecurityGroup 리소스는 Amazon RDS DB 보안 그룹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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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DB 보안 그룹은 EC2-Classic 플랫폼의 일부이며 일부 리전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당 리
전에서는 AWS::EC2::SecurityGroup 리소스를 대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용 중
인 플랫폼을 확인하려면 EC2-VPC 또는 EC2-Classic 플랫폼을 사용 중인지 확인을 참조하세요.
AWS::EC2::SecurityGrou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C2 보안 그룹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DS::DBSecurityGroup",
"Properties" : {
"DBSecurityGroupIngress" : [ Ingress (p. 5376), ... ],
"EC2VpcId" : String,
"GroupDescription"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RDS::DBSecurityGroup
Properties:
DBSecurityGroupIngress:
- Ingress (p. 5376)
EC2VpcId: String
GroupDescriptio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BSecurityGroupIngress
DB 보안 그룹에 적용될 수신 규칙입니다.
Required: 예
Type: Ingress (p. 537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C2VpcId
Amazon VPC의 식별자입니다. 이 속성은 이 DB 보안 그룹이 속한 VPC를 나타냅니다.

Important
EC2VpcId 속성은 이전 리전과의 하위 호환용이며, RDS DB 인스턴스에 보안 정보 제공에는
더 이상 권장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roupDescription
DB 보안 그룹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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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DB 보안 그룹에 할당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DB 보안 그룹의 이름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단일 VPC 보안 그룹 생성
다음 예제는 EC2SecurityGroupName에서 참조하는 단일 VPC 보안 그룹을 생성합니다.

JSON
{

"Resources": {
"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DBSecurityGroups": [
{
"Ref": "DbSecurityByEC2SecurityGroup"
}
],
"AllocatedStorage": "5",
"DBInstanceClass": "db.t3.small",
"Engine": "MySQL",
"MasterUsername": "YourName",
"MasterUserPassword": "YourPassword"
},
"DeletionPolicy": "Snapshot"
},
"DbSecurityByEC2SecurityGroup": {
"Type": "AWS::RDS::DB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Ingress for Amazon EC2 security group",
"DBSecurityGroupIngress": [
{
"EC2SecurityGroupId": "sg-b0ff1111",
"EC2SecurityGroupOwnerId": "111122223333"
},
{
"EC2SecurityGroupId": "sg-ffd722222",
"EC2SecurityGroupOwnerId": "1111222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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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YAML
Resources: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DBSecurityGroups:
Ref: "DbSecurityByEC2SecurityGroup"
AllocatedStorage: "5"
DBInstanceClass: "db.t3.small"
Engine: "MySQL"
MasterUsername: "YourName"
MasterUserPassword: "YourPassword"
DeletionPolicy: "Snapshot"
DbSecurityByEC2SecurityGroup:
Type: AWS::RDS::DB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Ingress for Amazon EC2 security group"
DBSecurityGroupIngress:
EC2SecurityGroupId: "sg-b0ff1111"
EC2SecurityGroupOwnerId: "111122223333"
EC2SecurityGroupId: "sg-ffd722222"
EC2SecurityGroupOwnerId: "111122223333"

여러 VPC 보안 그룹
다음 예제는 여러 VPC 보안 그룹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JSON
"DBSecurityGroup": {
"Type": "AWS::RDS::DBSecurityGroup",
"Properties": {
"EC2VpcId" : { "Ref" : "VpcId" },
"DBSecurityGroupIngress": [
{"EC2SecurityGroupName": { "Ref": "WebServerSecurityGroup"}}
],
"GroupDescription": "Frontend Access"
}
}

YAML
DBSecurityGroup:
Type: AWS::RDS::DBSecurityGroup
Properties:
EC2VpcId:
Ref: "VpcId"
DBSecurityGroupIngress:
EC2SecurityGroup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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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WebServerSecurityGroup"
GroupDescription: "Frontend Access"

AWS::RDS::DBSecurityGroup Ingress
Ingress 속성 유형은 AWS::RDS::DBSecurityGroup 리소스 내에서 개별 수신 규칙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IDRIP" : String,
"EC2SecurityGroupId" : String,
"EC2SecurityGroupName" : String,
"EC2SecurityGroupOwnerId" : String

YAML
CIDRIP: String
EC2SecurityGroupId: String
EC2SecurityGroupName: String
EC2SecurityGroupOwnerId: String

Properties
CIDRIP
승인할 IP 범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C2SecurityGroupId
승인할 EC2 보안 그룹의 Id입니다. VPC DB 보안 그룹의 경우 EC2SecurityGroupId가 제공되
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EC2SecurityGroupOwnerId 및 EC2SecurityGroupName 또는
EC2SecurityGroupId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C2SecurityGroupName
승인할 EC2 보안 그룹의 이름입니다. VPC DB 보안 그룹의 경우 EC2SecurityGroupId가 제공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EC2SecurityGroupOwnerId 및 EC2SecurityGroupName 또는
EC2SecurityGroupId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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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2SecurityGroupOwnerId
EC2SecurityGroupName 파라미터에 지정된 EC2 보안 그룹 소유자의 AWS 계정 번호입니다. AWS
액세스 키 ID는 허용되는 값이 아닙니다. VPC DB 보안 그룹의 경우 EC2SecurityGroupId가 제공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EC2SecurityGroupOwnerId 및 EC2SecurityGroupName 또는
EC2SecurityGroupId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RDS::DBSecurityGroupIngress
AWS::RDS::DBSecurityGroupIngress 리소스는 두 가지 권한 부여 형식 중 하나를 사용하여 DB 보안
그룹에 대한 수신을 활성화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EC2 또는 VPC 인
스턴스에서 실행 중인 경우 EC2 또는 VPC 보안 그룹을 DB 보안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
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인터넷에서 실행 중인 경우 IP 범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스택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
트를 참조하세요.
DB 보안 그룹 수신의 설정에 대한 세부 정보는 AuthorizeDBSecurityGroupIngress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DS::DB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 {
"CIDRIP" : String,
"DBSecurityGroupName" : String,
"EC2SecurityGroupId" : String,
"EC2SecurityGroupName" : String,
"EC2SecurityGroupOwnerId" : String
}

YAML
Type: AWS::RDS::DB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CIDRIP: String
DBSecurityGroupName: String
EC2SecurityGroupId: String
EC2SecurityGroupName: String
EC2SecurityGroupOwnerId: String

Properties
CIDRIP
승인할 IP 범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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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BSecurityGroupName
승인을 추가할 DB 보안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C2SecurityGroupId
승인할 EC2 보안 그룹의 Id입니다. VPC DB 보안 그룹의 경우 EC2SecurityGroupId가 제공되
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EC2SecurityGroupOwnerId 및 EC2SecurityGroupName 또는
EC2SecurityGroupId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C2SecurityGroupName
승인할 EC2 보안 그룹의 이름입니다. VPC DB 보안 그룹의 경우 EC2SecurityGroupId가 제공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EC2SecurityGroupOwnerId 및 EC2SecurityGroupName 또는
EC2SecurityGroupId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C2SecurityGroupOwnerId
EC2SecurityGroupName 파라미터에 지정된 EC2 보안 그룹 소유자의 AWS 계정 번호입니다. AWS
액세스 키 ID는 허용되는 값이 아닙니다. VPC DB 보안 그룹의 경우 EC2SecurityGroupId가 제공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EC2SecurityGroupOwnerId 및 EC2SecurityGroupName 또는
EC2SecurityGroupId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이 수신 규칙이 연결되는 DB 보안
그룹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RDS::DBSubnetGroup
AWS::RDS::DBSubnetGroup 리소스는 데이터베이스 서브넷 그룹을 생성합니다. 동일한 리전에서 서로 다
른 두 가용 영역에 있는 서브넷이 두 개 이상 서브넷 그룹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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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DB 서브넷 그룹 작업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DS::DBSubnetGroup",
"Properties" : {
"DBSubnetGroupDescription" : String,
"DBSubnetGroupName" : String,
"SubnetIds" : [ String,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RDS::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String
DBSubnetGroupName: String
SubnetIds:
-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DB 서브넷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BSubnetGroupName
DB 서브넷 그룹의 이름입니다. 이 값은 소문자 문자열로 저장됩니다.
제약 조건: 서브넷 그룹 이름은 255자 미만의 소문자 영숫자 문자 또는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본값"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 mysubnetgroup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s
DB 서브넷 그룹의 EC2 서브넷 ID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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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DB 서브넷 그룹에 할당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DB 서브넷 그룹의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myDBSubnetGroup": {
"Type": "AWS::RDS::DBSubnetGroup",
"Properties": {
"DBSubnetGroupDescription": "description",
"SubnetIds": [
"subnet-7b5b4112",
"subnet-7b5b4115"
],
"Tags": [
{
"Key": "String",
"Value": "String"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description
SubnetIds:
- subnet-7b5b4112
- subnet-7b5b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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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Key: String
Value: String
Type: "AWS::RDS::DBSubnetGroup"

AWS::RDS::EventSubscription
AWS::RDS::EventSubscription을 사용하면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를 통해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Amazon RDS 이벤트 알림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 {
"Enabled" : Boolean,
"EventCategories" : [ String, ... ],
"SnsTopicArn" : String,
"SourceIds" : [ String, ... ],
"SourceType" : String
}

YAML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Enabled: Boolean
EventCategories:
- String
SnsTopicArn: String
SourceIds:
- String
SourceType: String

Properties
Enabled
구독을 활성화할지 여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벤트 알림 구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구독이 생성되지
만 활성 상태는 아닙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entCategories
구독할 특정 소스 유형(SourceType)에 대한 이벤트 범주 목록입니다.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이
벤트에서 또는 DescribeEventCategories 작업을 사용하여 지정된 소스 유형의 범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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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sTopicArn
이벤트 알림을 위해 생성한 SNS 주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주제를 만들고 구독하면
Amazon SNS에서 ARN이 생성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Ids
반환되는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소스 식별자 목록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소스가 응답에 포함됩니
다. 식별자는 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ASCII 문자, 숫자 및 하이픈만 포함해야 합니다. 하이픈으로 끝나거
나 하이픈이 2개 연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약 조건:
• SourceIds 값이 입력된 경우 SourceType도 입력해야 합니다.
• 소스 유형이 DB 인스턴스라면 DBInstanceIdentifier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 소스 유형이 DB 클러스터라면 DBClusterIdentifier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 소스 유형이 DB 파라미터 그룹이라면 DBParameterGroupName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 소스 유형이 DB 보안 그룹이라면 DBSecurityGroupName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 소스 유형이 DB 스냅샷이라면 DBSnapshotIdentifier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 소스 유형이 DB 클러스터 스냅샷이라면 DBClusterSnapshotIdentifier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Type
이벤트가 발생하는 소스의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DB 인스턴스에서 생성되는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받
으려면 이 파라미터를 db-instance로 설정합니다. 이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이벤트가 반환됩니
다.
유효한 값: db-instance | db-cluster | db-parameter-group | db-security-group | dbsnapshot | db-cluster-snapshot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RDS 이벤트 구독의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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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음 예에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db-instance-1과 논리적 ID가 myDBInstance인 데이터베이
스에 대해 이벤트 구독을 생성하며, 동일한 템플릿의 다른 위치에서 선언됩니다.

JSON
{

}

"myEventSubscription": {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
"EventCategories": [
"configuration change",
"failure",
"deletion"
],
"SnsTopicArn": "arn:aws:sns:us-west-2:123456789012:example-topic",
"SourceIds": [
"db-instance-1",
{
"Ref": "myDBInstance"
}
],
"SourceType": "db-instance",
"Enabled": false
}
}

YAML
--myEventSubscription: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EventCategories:
- configuration change
- failure
- deletion
SnsTopicArn: 'arn:aws:sns:us-west-2:123456789012:example-topic'
SourceIds:
- db-instance-1
- !Ref myDBInstance
SourceType: db-instance
Enabled: false

AWS::RDS::GlobalCluster
AWS::RDS::GlobalCluster 리소스는 여러 AWS 리전에 분산된 Amazon Aurora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는 읽기/쓰기 기능이 있는 기본 클러스터 1개와 Aurora 스토리지 하위 시스템에서 수
행되는 고속 복제를 통해 기본 클러스터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읽기 전용 보조 클러스터가 포함됩니다.
처음에 비어 있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다음 기본 클러스터와 보조 클러스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
다.
Aurora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Aurora 사용 설명서의 Amazon Aurora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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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DS::GlobalCluster",
"Properties" : {
"DeletionProtection" : Boolean,
"Engine" : String,
"EngineVersion" : String,
"GlobalClusterIdentifier" : String,
"SourceDBClusterIdentifier" : String,
"StorageEncrypted" : Boolean
}

YAML
Type: AWS::RDS::GlobalCluster
Properties:
DeletionProtection: Boolean
Engine: String
EngineVersion: String
GlobalClusterIdentifier: String
SourceDBClusterIdentifier: String
StorageEncrypted: Boolean

Properties
DeletionProtection
새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삭제 방지 설정입니다. 삭제 방지 기능이 활성화되면 글로벌 데이터베이
스가 삭제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gine
이 DB 클러스터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이름입니다.
이 속성을 지정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SourceDBClusterIdentifier 속성에 지정된 소스
DB 클러스터에서 파생됩니다.

Note
SourceDBClusterIdentifier 속성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이 속성은 필수입니다.
SourceDBClusterIdentifier 속성이 지정된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gineVersion
Aurora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의 엔진 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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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lobalClusterIdentifier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의 클러스터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DBClusterIdentifier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클러스터로 사용할 DB 클러스터 식별자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
입니다.

Note
Engine 속성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이 속성은 필수입니다. Engine 속성이 지정된 경우 이 속
성을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orageEncrypted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 대한 스토리지 암호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Aurora MySQL에 대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Aurora MySQL DB 클러스터와 DB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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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
"GlobalClusterIdentifier": {
"Type": "String",
"Description": "Identifier used for global database cluster",
"AllowedPattern": "^[a-zA-Z]{1}(?:-?[a-zA-Z0-9]){0,62}$"
},
"username": {
"NoEcho": "true",
"Description": "Username for My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16",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password": {
"NoEcho": "true",
"Description": "Password for My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8",
"MaxLength": "41",
"AllowedPattern": "[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
"Resources": {
"GlobalCluster": {
"Type": "AWS::RDS::GlobalCluster",
"Properties": {
"GlobalClusterIdentifier": {
"Ref": "GlobalClusterIdentifier"
},
"SourceDBClusterIdentifier": {
"Ref": "RDSCluster"
}
}
},
"RDSCluster": {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
"MasterUsername": {
"Ref": "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Ref": "password"
},
"DBClusterParameterGroupName": "default.aurora-mysql5.7",
"Engine": "aurora-mysql",
"EngineVersion": "5.7.mysql_aurora.2.10.0"
}
},
"RDS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ngine": "aurora-mysql",
"DBClusterIdentifier": {
"Ref": "RDSCluster"
},
"DBParameterGroupName": "default.aurora-mysql5.7",
"PubliclyAccessible": "true",
"DBInstanceClass": "db.r5.xlarg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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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GlobalClusterIdentifier:
Type: String
Description: Identifier used for global database cluster
AllowedPattern: '^[a-zA-Z]{1}(?:-?[a-zA-Z0-9]){0,62}$'
username:
NoEcho: 'true'
Description: Username for My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16'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password:
NoEcho: 'true'
Description: Password for My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8'
MaxLength: '41'
AllowedPattern: '[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Resources:
GlobalCluster:
Type: 'AWS::RDS::GlobalCluster'
Properties:
GlobalClusterIdentifier: !Ref GlobalClusterIdentifier
SourceDBClusterIdentifier: !Ref RDSCluster
RDS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MasterUsername: !Ref username
MasterUserPassword: !Ref password
DBClusterParameterGroupName: default.aurora-mysql5.7
Engine: aurora-mysql
EngineVersion: 5.7.mysql_aurora.2.10.0
RDS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aurora-mysql
DBClusterIdentifier: !Ref RDSCluster
DBParameterGroupName: default.aurora-mysql5.7
PubliclyAccessible: 'true'
DBInstanceClass: db.r5.xlarge

Aurora PostgreSQL에 대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Aurora PostgreSQL DB 클러스터와 DB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클러스
터를 생성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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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ClusterIdentifier": {
"Type": "String",
"Description": "Identifier used for global database cluster",
"AllowedPattern": "^[a-zA-Z]{1}(?:-?[a-zA-Z0-9]){0,62}$"
},
"username": {
"NoEcho": "true",
"Description": "Username for Postgre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16",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password": {
"NoEcho": "true",
"Description": "Password for Postgre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8",
"MaxLength": "41",
"AllowedPattern": "[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
"Resources": {
"GlobalCluster": {
"Type": "AWS::RDS::GlobalCluster",
"Properties": {
"GlobalClusterIdentifier": {
"Ref": "GlobalClusterIdentifier"
},
"SourceDBClusterIdentifier": {
"Ref": "RDSCluster"
}
}
},
"RDSCluster": {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
"MasterUsername": {
"Ref": "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Ref": "password"
},
"DBClusterParameterGroupName": "default.aurora-postgresql11",
"Engine": "aurora-postgresql",
"EngineVersion": "11.7"
}
},
"RDS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ngine": "aurora-postgresql",
"DBClusterIdentifier": {
"Ref": "RDSCluster"
},
"DBParameterGroupName": "default.aurora-postgresql11",
"PubliclyAccessible": "true",
"DBInstanceClass": "db.r5.xlarg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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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GlobalClusterIdentifier:
Type: String
Description: Identifier used for global database cluster
AllowedPattern: '^[a-zA-Z]{1}(?:-?[a-zA-Z0-9]){0,62}$'
username:
NoEcho: 'true'
Description: Username for Postgre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16'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password:
NoEcho: 'true'
Description: Password for Postgre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8'
MaxLength: '41'
AllowedPattern: '[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Resources:
GlobalCluster:
Type: 'AWS::RDS::GlobalCluster'
Properties:
GlobalClusterIdentifier: !Ref GlobalClusterIdentifier
SourceDBClusterIdentifier: !Ref RDSCluster
RDS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MasterUsername: !Ref username
MasterUserPassword: !Ref password
DBClusterParameterGroupName: default.aurora-postgresql11
Engine: aurora-postgresql
EngineVersion: '11.7'
RDS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aurora-postgresql
DBClusterIdentifier: !Ref RDSCluster
DBParameterGroupName: default.aurora-postgresql11
PubliclyAccessible: 'true'
DBInstanceClass: db.r5.xlarge

Aurora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 리전 추가
다음 예제에서는 새 Aurora DB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 읽기 전용 보조 클러
스터로 연결한 다음 DB 인스턴스를 새 DB 클러스터에 추가합니다.
별도의 AWS 리전에 기본 DB 클러스터가 있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의
GlobalClusterIdentifier를 지정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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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GlobalClusterIdentifier": {
"Type": "String",
"Description": "Identifier used for global database cluster",
"AllowedPattern": "^[a-zA-Z]{1}(?:-?[a-zA-Z0-9]){0,62}$"
}
},
"Resources": {
"RDSCluster": {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
"GlobalClusterIdentifier": {
"Ref": "GlobalClusterIdentifier"
},
"DBClusterParameterGroupName": "default.aurora-mysql5.7",
"Engine": "aurora-mysql",
"EngineVersion": "5.7.mysql_aurora.2.10.0"
}
},
"RDS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ngine": "aurora-mysql",
"DBClusterIdentifier": {
"Ref": "RDSCluster"
},
"DBParameterGroupName": "default.aurora-mysql5.7",
"PubliclyAccessible": "true",
"DBInstanceClass": "db.r5.xlarge"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GlobalClusterIdentifier:
Type: String
Description: Identifier used for global database cluster
AllowedPattern: '^[a-zA-Z]{1}(?:-?[a-zA-Z0-9]){0,62}$'
Resources:
RDS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GlobalClusterIdentifier: !Ref GlobalClusterIdentifier
DBClusterParameterGroupName: default.aurora-mysql5.7
Engine: aurora-mysql
EngineVersion: 5.7.mysql_aurora.2.10.0
RDS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aurora-mysql
DBClusterIdentifier: !Ref RDSCluster
DBParameterGroupName: default.aurora-mysql5.7
PubliclyAccessible: 'true'
DBInstanceClass: db.r5.x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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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 DB 클러스터 추가
다음 예제에서는 DB 클러스터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 추가합니다.
이 예제에는 DB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 템플릿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템플릿으로 생성된 DB 클러
스터가 있는 경우 예제의 두 번째 템플릿은 DB 클러스터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 추가합니다.

JSON
The following template was used to create DB cluster that you want to add to the global
database cluster.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username": {
"NoEcho": "true",
"Description": "Username for My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16",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password": {
"NoEcho": "true",
"Description": "Password My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8",
"MaxLength": "41",
"AllowedPattern": "[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
"Resources": {
"RDSCluster": {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
"MasterUsername": {
"Ref": "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Ref": "password"
},
"DBClusterParameterGroupName": "default.aurora-mysql5.7",
"Engine": "aurora-mysql",
"EngineVersion": "5.7.mysql_aurora.2.10.0"
}
},
"RDS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ngine": "aurora-mysql",
"DBClusterIdentifier": {
"Ref": "RDSCluster"
},
"DBParameterGroupName": "default.aurora-mysql5.7",
"PubliclyAccessible": "true",
"DBInstanceClass": "db.r5.xlarg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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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template adds the DB cluster created by the previous template to a global
database cluster.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
"GlobalClusterIdentifier": {
"Description": "Global cluster identifier",
"Type": "String"
},
"username": {
"NoEcho": "true",
"Description": "Username for My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16",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password": {
"NoEcho": "true",
"Description": "Password My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8",
"MaxLength": "41",
"AllowedPattern": "[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
"Resources": {
"GlobalCluster": {
"Type": "AWS::RDS::GlobalCluster",
"Properties": {
"GlobalClusterIdentifier": {
"Ref": "GlobalClusterIdentifier"
},
"SourceDBClusterIdentifier": {
"Ref": "RDSCluster"
}
}
},
"RDSCluster": {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
"MasterUsername": {
"Ref": "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Ref": "password"
},
"DBClusterParameterGroupName": "default.aurora-mysql5.7",
"Engine": "aurora-mysql",
"EngineVersion": "5.7.mysql_aurora.2.10.0"
}
},
"RDS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ngine": "aurora-mysql",
"DBClusterIdentifier": {
"Ref": "RDSCluster"
},
"DBParameterGroupName": "default.aurora-mysql5.7",
"PubliclyAccessible": "true",
"DBInstanceClass": "db.r5.xlar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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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The following template created the DB cluster that you want to add to the global database
cluster.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username:
NoEcho: 'true'
Description: Username for My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16'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password:
NoEcho: 'true'
Description: Password My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8'
MaxLength: '41'
AllowedPattern: '[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Resources:
RDS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MasterUsername: !Ref username
MasterUserPassword: !Ref password
DBClusterParameterGroupName: default.aurora-mysql5.7
Engine: aurora-mysql
EngineVersion: 5.7.mysql_aurora.2.10.0
RDS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aurora-mysql
DBClusterIdentifier: !Ref RDSCluster
DBParameterGroupName: default.aurora-mysql5.7
PubliclyAccessible: 'true'
DBInstanceClass: db.r5.xlarge
The following template adds the DB cluster created by the previous template to a global
database cluster.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GlobalClusterIdentifier:
Description: Global cluster identifier
Type: String
username:
NoEcho: 'true'
Description: Username for My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16'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password:
NoEcho: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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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Password MySQL database access
Type: String
MinLength: '8'
MaxLength: '41'
AllowedPattern: '[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Resources:
GlobalCluster:
Type: 'AWS::RDS::GlobalCluster'
Properties:
GlobalClusterIdentifier: !Ref GlobalClusterIdentifier
SourceDBClusterIdentifier: !Ref RDSCluster
RDS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MasterUsername: !Ref username
MasterUserPassword: !Ref password
DBClusterParameterGroupName: default.aurora-mysql5.7
Engine: aurora-mysql
EngineVersion: 5.7.mysql_aurora.2.10.0
RDS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aurora-mysql
DBClusterIdentifier: !Ref RDSCluster
DBParameterGroupName: default.aurora-mysql5.7
PubliclyAccessible: 'true'
DBInstanceClass: db.r5.xlarge

AWS::RDS::OptionGroup
AWS::RDS::OptionGroup 리소스는 특정 DB 엔진과 관련된 기능을 사용 및 구성하기 위해 옵션 그룹을 생
성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DS::OptionGroup",
"Properties" : {
"EngineName" : String,
"MajorEngineVersion" : String,
"OptionConfigurations" : [ OptionConfiguration (p. 5398), ... ],
"OptionGroupDescription"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RDS::OptionGroup
Properties:
EngineName: String
MajorEngineVersion: String
OptionConfigurations:
- OptionConfiguration (p. 5398)
OptionGroupDescription: String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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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Properties
EngineName
이 옵션 그룹을 연결해야 하는 엔진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
• mariadb
• mysql
• oracle-ee
• oracle-se2
• oracle-se1
• oracle-se
• postgres
• sqlserver-ee
• sqlserver-se
• sqlserver-ex
• sqlserver-web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jorEngineVersion
이 옵션 그룹을 연결해야 하는 엔진의 메이저 버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ptionConfigurations
각 옵션에 대한 옵션 및 설정 목록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OptionConfiguration (p. 5398)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ptionGroupDescription
옵션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옵션 그룹에 할당할 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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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옵션 그룹의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여러 옵션 구성이 포함된 옵션 그룹 생성
다음 예에서는 두 옵션 구성(OEM 및 APEX)으로 옵션 그룹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Oracle DB 인스턴스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JSON
{

}

"OracleOptionGroup": {
"Type": "AWS::RDS::OptionGroup",
"Properties": {
"EngineName": "oracle-ee",
"MajorEngineVersion": "12.1",
"OptionGroupDescription": "A test option group",
"OptionConfigurations": [
{
"OptionName": "OEM",
"DBSecurityGroupMemberships": [
"default"
],
"Port": "5500"
},
{
"OptionName": "APEX"
}
]
}
}

YAML
--OracleOptionGroup:
Properties:
EngineName: oracle-ee
MajorEngineVersion: "12.1"
OptionConfigurations:
DBSecurityGroupMemberships:
- default
OptionName: OEM
Port: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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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ionName: APEX
OptionGroupDescription: "A test option group"
Type: "AWS::RDS::OptionGroup"

여러 설정
다음 코드 조각은 MEMCACHED 옵션에 대한 두 가지 옵션 설정을 지정하는 옵션 그룹을 생성합니다. 이 옵션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MySQL memcached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JSON
{

}

"SQLOptionGroup": {
"Type": "AWS::RDS::OptionGroup",
"Properties": {
"EngineName": "mysql",
"MajorEngineVersion": "5.6",
"OptionGroupDescription": "A test option group",
"OptionConfigurations": [
{
"OptionName": "MEMCACHED",
"VpcSecurityGroupMemberships": [
"sg-a1238db7"
],
"Port": "1234",
"OptionSettings": [
{
"Name": "CHUNK_SIZE",
"Value": "32"
},
{
"Name": "BINDING_PROTOCOL",
"Value": "ascii"
}
]
}
]
}
}

YAML
--SQLOptionGroup:
Properties:
EngineName: mysql
MajorEngineVersion: "5.6"
OptionConfigurations:
OptionName: MEMCACHED
OptionSettings:
Name: CHUNK_SIZE
Value: "32"
Name: BINDING_PROTOCOL
Value: ascii
Port: "1234"
VpcSecurityGroupMemberships:
- sg-a1238db7
OptionGroupDescription: "A test option group"

API 버전 2010-05-15
539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RDS
Type: "AWS::RDS::OptionGroup"

Microsoft SQL Server 기본 백업 및 복원 옵션
다음 코드 조각은 Microsoft SQL Server 기본 백업 및 복원 옵션을 지정하는 옵션 그룹을 만듭니다. 이 옵션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SQL Server 기본 백업 및 복원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JSON
{

"myOptionGroup": {
"Type": "AWS::RDS::OptionGroup",
"Properties": {
"EngineName": "sqlserver-se",
"MajorEngineVersion": "12.00",
"OptionGroupDescription": "SQL Server Native Backup and Restore",
"OptionConfigurations": [
{
"OptionName": "SQLSERVER_BACKUP_RESTORE",
"OptionSettings": [
{
"Name": "IAM_ROLE_ARN",
"Value": "arn:aws:iam::333333333333333:role/service-role/
sqlserverrestore"
}
]
}
]
}
}
}

YAML
--myOptionGroup:
Type: 'AWS::RDS::OptionGroup'
Properties:
EngineName: sqlserver-se
MajorEngineVersion: '12.00'
OptionGroupDescription: SQL Server Native Backup and Restore
OptionConfigurations:
- OptionName: SQLSERVER_BACKUP_RESTORE
OptionSettings:
- Name: IAM_ROLE_ARN
Value: 'arn:aws:iam::333333333333333:role/service-role/sqlserverrestore'

AWS::RDS::OptionGroup OptionConfiguration
OptionConfiguration 속성 유형은 AWS::RDS::OptionGroup 리소스 내에서 개별 옵션 및 해당 설정
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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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DBSecurityGroupMemberships" : [ String, ... ],
"OptionName" : String,
"OptionSettings" : [ OptionSetting (p. 5401), ... ],
"OptionVersion" : String,
"Port" : Integer,
"VpcSecurityGroupMemberships" : [ String, ... ]

YAML
DBSecurityGroupMemberships:
- String
OptionName: String
OptionSettings:
- OptionSetting (p. 5401)
OptionVersion: String
Port: Integer
VpcSecurityGroupMemberships:
- String

Properties
DBSecurityGroupMemberships
이 옵션에 사용되는 DBSecurityGroupMembership 이름 문자열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ptionName
그룹에 포함할 옵션의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ptionSettings
옵션 그룹에 포함할 옵션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ptionSetting (p. 540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ptionVersion
옵션의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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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옵션을 위한 선택적 포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SecurityGroupMemberships
이 옵션에 사용되는 VpcSecurityGroupMembership 이름 문자열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다음 예제 템플릿은 OptionName 리소스를 생성할 때 OptionVersion 및 AWS::RDS::OptionGroup 파
라미터를 사용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PEX has a dependency on XMLDB, so, there must be at least one XMLDB
when there is an APEX",
"Parameters": {
"OptionName": {
"Type": "String"
},
"OptionVersion": {
"Type": "String"
}
},
"Resources": {
"myOptionGroup": {
"Type": "AWS::RDS::OptionGroup",
"Properties": {
"EngineName": "oracle-ee",
"MajorEngineVersion": "11.2",
"OptionGroupDescription": "testing creating optionGroup with APEX version",
"OptionConfigurations": [
{
"OptionName": "XMLDB"
},
{
"OptionName": {
"Ref": "OptionName"
},
"OptionVersion": {
"Ref": "OptionVersio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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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PEX has a dependency on XMLDB, so, there must be at least one XMLDB when
there is an APEX"
Parameters:
OptionName:
Type: String
OptionVersion:
Type: String
Resources:
myOptionGroup:
Properties:
EngineName: oracle-ee
MajorEngineVersion: "11.2"
OptionConfigurations:
OptionName: XMLDB
OptionName: OptionName
OptionVersion: OptionVersion
OptionGroupDescription: "testing creating optionGroup with APEX version"
Type: "AWS::RDS::OptionGroup"

AWS::RDS::OptionGroup OptionSetting
OptionSetting 속성 유형은 OptionSetting 속성 내의 옵션 값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 : String

YAML
Nam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Name
설정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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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옵션 설정의 현재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Redshift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Redshift::Cluster (p. 5402)
• AWS::Redshift::ClusterParameterGroup (p. 5418)
• AWS::Redshift::ClusterSecurityGroup (p. 5421)
• AWS::Redshift::ClusterSecurityGroupIngress (p. 5423)
• AWS::Redshift::ClusterSubnetGroup (p. 5425)

AWS::Redshift::Cluster
클러스터를 지정합니다. 클러스터는 여러 컴퓨팅 노드로 구성되는 완전관리형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VPC)에 클러스터를 만들려면 클러스터 서브넷 그룹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클러
스터 서브넷 그룹은 클러스터를 만들 때 Amazon Redshift가 사용하는 VPC의 서브넷을 식별합니다. 클러스
터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관리 안내서에서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를 참
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 {
"AllowVersionUpgrade" : Boolean,
"AquaConfigurationStatus" : String,
"AutomatedSnapshotRetentionPeriod" : Integer,
"AvailabilityZone" : String,
"AvailabilityZoneRelocation" : Boolean,
"AvailabilityZoneRelocationStatus" : String,
"Classic" : Boolean,
"ClusterIdentifier" : String,
"ClusterParameterGroupName" : String,
"ClusterSecurityGroups" : [ String, ... ],
"ClusterSubnetGroupName" : String,
"ClusterType" : String,
"ClusterVersion" : String,
"DBName" : String,
"DeferMaintenance" : Boolean,
"DeferMaintenanceDuration" : Integer,
"DeferMaintenanceEndTime" : String,
"DeferMaintenanceIdentifier" : String,
"DeferMaintenanceStartTi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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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tinationRegion" : String,
"ElasticIp" : String,
"Encrypted" : Boolean,
"Endpoint" : Endpoint (p. 5416),
"EnhancedVpcRouting" : Boolean,
"HsmClientCertificateIdentifier" : String,
"HsmConfigurationIdentifier" : String,
"IamRoles" : [ String, ... ],
"KmsKeyId" : String,
"LoggingProperties" : LoggingProperties (p. 5417),
"MaintenanceTrackName" : String,
"ManualSnapshotRetentionPeriod" : Integer,
"MasterUsername" : String,
"MasterUserPassword" : String,
"NodeType" : String,
"NumberOfNodes" : Integer,
"OwnerAccount" : String,
"Port" : Integer,
"PreferredMaintenanceWindow" : String,
"PubliclyAccessible" : Boolean,
"ResourceAction" : String,
"RevisionTarget" : String,
"RotateEncryptionKey" : Boolean,
"SnapshotClusterIdentifier" : String,
"SnapshotCopyGrantName" : String,
"SnapshotCopyManual" : Boolean,
"SnapshotCopyRetentionPeriod" : Integer,
"SnapshotIdentifier" : String,
"Tags" : [ Tag, ... ],
"VpcSecurityGroupIds" : [ String, ... ]

YAML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AllowVersionUpgrade: Boolean
AquaConfigurationStatus: String
AutomatedSnapshotRetentionPeriod: Integer
AvailabilityZone: String
AvailabilityZoneRelocation: Boolean
AvailabilityZoneRelocationStatus: String
Classic: Boolean
ClusterIdentifier: String
ClusterParameterGroupName: String
ClusterSecurityGroups:
- String
ClusterSubnetGroupName: String
ClusterType: String
ClusterVersion: String
DBName: String
DeferMaintenance: Boolean
DeferMaintenanceDuration: Integer
DeferMaintenanceEndTime: String
DeferMaintenanceIdentifier: String
DeferMaintenanceStartTime: String
DestinationRegion: String
ElasticIp: String
Encrypted: Boolean
Endpoint:
Endpoint (p. 5416)
EnhancedVpcRouting: Boolean
HsmClientCertificateIdentifier: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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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mConfigurationIdentifier: String
IamRoles:
- String
KmsKeyId: String
LoggingProperties:
LoggingProperties (p. 5417)
MaintenanceTrackName: String
ManualSnapshotRetentionPeriod: Integer
MasterUsername: String
MasterUserPassword: String
NodeType: String
NumberOfNodes: Integer
OwnerAccount: String
Port: Integer
PreferredMaintenanceWindow: String
PubliclyAccessible: Boolean
ResourceAction: String
RevisionTarget: String
RotateEncryptionKey: Boolean
SnapshotClusterIdentifier: String
SnapshotCopyGrantName: String
SnapshotCopyManual: Boolean
SnapshotCopyRetentionPeriod: Integer
SnapshotIdentifier: String
Tags:
- Tag
VpcSecurityGroupIds:
- String

Properties
AllowVersionUpgrade
true이면 유지 관리 기간 동안 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Amazon Redshift 엔진에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
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Redshift 엔진의 새 메이저 버전이 릴리스되면 유지 관리 기간 동안 서비스가 클러스터에서 실
행되는 Amazon Redshift 엔진에 업그레이드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기본값: tru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quaConfigurationStatus
이 값은 클러스터가 생성될 때 AQUA(고급 쿼리 액셀러레이터)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방식을 나타냅니
다. 가능한 값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활성화 - 현재 AWS 리전 및 Amazon Redshift 노드 유형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AQUA를 사용합니다.
• 비활성화 - AQUA을 사용하지 마세요.
• auto - Amazon Redshift는 AQUA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uto |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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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edSnapshotRetentionPeriod
자동 스냅샷이 보관되는 일수입니다. 값이 0이면 자동화된 스냅샷이 비활성화됩니다. 자동화된 스냅샷
이 사용 중지되었더라도 Amazon Redshift API 참조의 CreateClusterSnapshot을 사용하여 원할 때 수동
스냅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값: 1
제약 조건: 값이 0~35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vailabilityZone
Amazon Redshift가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할 EC2 가용 영역(AZ)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가용 영역에
서 여러 EC2 인스턴스가 실행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영역에서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하여 네트워크 지
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값: 엔드포인트로 지정된 리전에 있는 시스템에서 선택한 임의의 가용 영역입니다.
예: us-east-2d
제약 조건: 지정된 가용 영역이 현재의 엔드포인트와 동일한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vailabilityZoneRelocation
클러스터가 생성된 후 가용 영역 간에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의 재배치를 활성화하는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vailabilityZoneRelocationStatus
가용 영역 재배치 작업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assic
크기 조정 작업이 기본 크기 조정 프로세스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부울 값입니다. 이 파라미터
를 제공하지 않거나 값을 false로 설정하면 크기 조정 유형은 탄력적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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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usterIdentifier
클러스터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삭제 또는 수정 등의 후속 클러스터 작업을 위해 이 식별자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식별자는 Amazon Redshift 콘솔에도 표시됩니다.
제약 조건:
• 1~63자의 영숫자 문자 또는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알파벳 문자는 소문자이어야 합니다.
• 첫 번째 문자는 글자이어야 합니다.
• 하이픈으로 끝나거나 하이픈이 2개 연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 AWS 계정 내의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 고유해야 합니다.
예: myexamplecluster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lusterParameterGroupName
이 클러스터와 연결될 파라미터 그룹의 이름입니다.
기본값: 기본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입니다. 기본 파라미터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Working with Amazon Redshift Parameter Groups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제약 조건:
• 1~255자의 영숫자 문자 또는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첫 번째 문자는 글자이어야 합니다.
• 하이픈으로 끝나거나 하이픈이 2개 연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usterSecurityGroups
이 클러스터와 연결될 보안 그룹 목록입니다.
기본값: Amazon Redshift의 기본 클러스터 보안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usterSubnetGroupName
이 클러스터와 연결될 클러스터 서브넷 그룹의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결과 클러스터가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VPC) 외부에 배포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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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lusterType
클러스터의 유형입니다. 클러스터 유형이 다음으로 지정된 경우
• single-node, NumberOfNodes 파라미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multi-node, NumberOfNodes 파라미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효한 값: multi-node | single-node
기본값: multi-nod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usterVersion
클러스터에 배포할 Amazon Redshift 엔진 소프트웨어의 버전입니다.
선택한 버전이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실행됩니다.
제약 조건: 버전 1.0만 현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1.0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BName
클러스터가 생성될 때 생성되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클러스터가 생성된 후 추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려면 SQ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연결
하고 SQL 명령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안내서의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기본값: dev
제약 조건:
• 1~64자의 영숫자 문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소문자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 서비스에서 예약한 단어일 수 없습니다. 예약어 목록은 Amazon Redshift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안내
서의 예약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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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ferMaintenance
지연된 유지 관리 기간을 활성화할지 여부를 나타내는 부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erMaintenanceDuration
유지 관리 기간 기간(일)을 나타내는 정수입니다. 기간을 지정하는 경우 종료 시간을 지정할 수 없습니
다. 기간은 45일 이하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erMaintenanceEndTime
지연된 유지 관리 기간의 종료 시간을 나타내는 타임스탬프입니다. 종료 시간을 지정하는 경우 기간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erMaintenanceIdentifier
지연된 유지 관리 기간에 대한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erMaintenanceStartTime
지연된 유지 관리 기간의 시작 시간을 나타내는 타임스탬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Region
교차 리전 스냅샷 복사가 활성화된 경우 스냅샷이 자동으로 복사되는 대상 리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540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Redshift

ElasticIp
클러스터에 대한 탄력적 IP(EIP) 주소입니다.
제약 조건: 클러스터는 EC2-VPC에 프로비저닝되어야 하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한 퍼블릭 액세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EC2-VPC에 클러스터 프로비저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관리 안내서의 클러스터 시작 시 지원되는 플랫폼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ed
true이면 클러스터의 데이터가 유휴 시 암호화됩니다.
기본값: fals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point
연결 엔드포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dpoint (p. 54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hancedVpcRouting
향상된 VPC 라우팅이 활성화된 클러스터를 생성할지 여부를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향상된 VPC 라
우팅을 사용하는 클러스터를 생성하려면 클러스터가 VPC에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관리 가이드의향상된 VPC 라우팅을 참조하세요.
이 옵션이 true이면 향상된 VPC 라우팅이 활성화됩니다.
기본값: false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smClientCertificateIdentifier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서 HSM에 저장된 데이터 암호화 키를 검색하는 데 사용하는 HSM 클라이
언트 인증서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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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mConfigurationIdentifier
Amazon Redshift 클러스터가 HSM에서 키를 검색하고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HSM 구성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amRoles
클러스터에서 다른 AWS 서비스에 액세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의 목록입니다. Amazon 리소스 이름(ARN) 형식으로 IAM 역할을 제공해야 합니
다. 요청 하나에 최대 10개의 IAM 역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 클러스터에 언제든 최대 10개의 IAM 역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KeyId
클러스터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할 암호화 키의 AWS Key Management Service(KMS) 키 ID
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ingProperties
지정된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대한 쿼리 및 연결 시도와 같은 정보의 로깅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ggingProperties (p. 54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intenanceTrackName
클러스터의 유지 관리 트랙 이름에 대한 선택적 파라미터입니다. 유지 관리 트랙 이름을 제공하지 않으
면 클러스터가 current 트랙에 할당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nualSnapshotRetentionPeriod
수동 스냅샷을 보존할 기본 일수입니다. 값이 -1이면 스냅샷은 무기한으로 유지됩니다. 이 설정은 기존
스냅샷의 보존 기간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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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1 또는 1~3,653 범위의 정수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sterUsername
생성 중인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자 사용자 계정에 연결되는 사용자 이름입니다.
제약 조건:
• 1~128자의 영숫자이어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은 PUBLIC일 수 없습니다.
• 첫 번째 문자는 글자이어야 합니다.
• 예약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약어 목록은 Amazon Redshift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안내서의 예약
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sterUserPassword
생성 중인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자 사용자 계정에 연결되는 암호입니다.
제약 조건:
• 길이는 8~64자여야 합니다.
• 대문자를 1개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 소문자를 1개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 숫자를 1개 포함해야 합니다.
•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 /, @ 또는 공백을 제외하고 인쇄 가능한 모든 ASCII 문자(ASCII 코드
33~126)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deType
클러스터에 대해 프로비저닝될 노드 유형입니다. 노드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클
러스터 관리 안내서의 Working with Clusters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유효한 값: ds2.xlarge | ds2.8xlarge | dc1.large | dc1.8xlarge | dc2.large | dc2.8xlarge
| ra3.xlplus | ra3.4xlarge | ra3.16xlarg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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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OfNodes
클러스터에 있는 컴퓨팅 노드 수. 이 파라미터는 ClusterType 파라미터가 multi-node로 지정된 경우
필수입니다.
필요한 노드 수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관리 안내서의 Working with
Clusters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단일 노드 클러스터를 얻습니다. 다중 노드 클러스터를 요청할 경우 클
러스터에 원하는 노드 수를 지정해야 합니다.
기본값: 1
제약 조건: 값은 1 이상, 100 이하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wnerAccount
스냅샷의 생성 또는 복사에 사용되는 AWS 계정입니다. 소유하지 않은 스냅샷을 복원하려는 경우 필수
이고, 스냅샷을 소유한 경우 선택 사항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rt
클러스터가 수신 연결을 허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JDBC 및 ODBC 연결 문자열을 통해서만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자열의 일부에는 클
러스터가 수신 연결을 수신 대기할 포트가 필요합니다.
기본값: 5439
유효한 값: 1150-65535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erredMaintenanceWindow
자동화된 클러스터 유지 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주 단위 기간(UTC)입니다.
형식: ddd:hh24:mi-ddd:hh24:mi
기본값: 리전마다 주중에 무작위로 8시간의 주기를 두고 선택한 30분의 기간입니다. 각 리전의 시간 블
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관리 안내서의 유지 관리 기간을 참조하십시오.
유효한 요일: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제약: 최소 30분의 기간.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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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ubliclyAccessible
true이면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Action
AWS CloudFormation 작업에 대해 클러스터에서 수행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 일시 중지-클러스터 | 재시작-클러스터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visionTarget
Amazon Redshift API 가이드의 해당 DescribeClusterDbRevisions에 따라 클러스터가 업데이트될 때 클
러스터에 적용될 변경 사항 및 기능을 설명하는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tateEncryptionKey
클러스터의 암호화 키를 순환시킵니다. 이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하면 암호화 키가 순환됩니다. 이 파
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암호화 키가 순환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apshotClusterIdentifier
원본 스냅샷이 생성된 클러스터의 이름입니다. IAM 사용자에게 클러스터 이름에 * 이외를 지정하는 스
냅샷 리소스 요소가 포함된 정책이 있는 경우 이 파라미터는 필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napshotCopyGrantName
스냅샷 복사본 부여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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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apshotCopyManual
자동화된 스냅샷 대신 새로 복사된 수동 스냅샷에 스냅샷 보존 기간을 적용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apshotCopyRetentionPeriod
소스 AWS 리전에서 복제된 후 대상 AWS 리전에 스냅샷을 보존할 기간(일)을 수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작업은 복사된 자동 스냅샷의 보존 기간만 변경합니다. 복사된 새 스냅샷과 기존 자동 스냅샷의 보존
기간은 모두 새 보존 기간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 복사된 수동 스냅샷의 보존 기간만 변경하도록 수동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새로 복사된 수동 스냅샷만 새 보존 기간을 갖게 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apshotIdentifier
새 클러스터를 생성할 스냅샷의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 my-snapshot-i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태그 인스턴스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SecurityGroupIds
클러스터와 연결할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VPC) 보안 그룹의 목록입니다.
기본값: 기본 VPC 보안 그룹은 클러스터와 연결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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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 "Ref": "myCluster" }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myCluster의 경우 Ref는 클러스터 이름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ndpoint.Address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대한 연결 엔드포인트입니다. 예:
examplecluster.cg034hpkmmjt.us-east-1.redshift.amazonaws.com.
Endpoint.Port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서 연결을 허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예: 5439.
Id
클러스터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삭제 또는 수정 등의 후속 클러스터 작업을 위해 이 식별자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 myexamplecluster

예제
단일 노드 클러스터
다음 예에서는 단일 노드 Redshift 클러스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스터 사용자 암호는 동일한 템플릿에 있는
입력 파라미터에서 참조됩니다.

JSON
"myCluster": {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
"DBName": "mydb",
"MasterUsername": "master",
"MasterUserPassword": { "Ref" : "MasterUserPassword" },
"NodeType": "ds2.xlarge",
"ClusterType": "single-node",
"Tags": [
"Key": "foo",
"Value": "ba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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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my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DBName: "mydb"
MasterUsername: "master"
MasterUserPassword:
Ref: "MasterUserPassword"
NodeType: "ds2.xlarge"
ClusterType: "single-node"
Tags:
- Key: foo
Value: bar

참고 항목
• 전체 템플릿 예는 Amazon Redshift 템플릿 코드 조각을 참조하세요.
• Redshift API 참조의 CreateCluster.

AWS::Redshift::Cluster Endpoint
연결 엔드포인트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dress" : String,
"Port" : String

YAML
Address: String
Port: String

Properties
Address
클러스터의 DNS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수신 대기하는 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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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edshift::Cluster LoggingProperties
지정된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대한 쿼리 및 연결 시도와 같은 정보의 로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Name" : String,
"S3KeyPrefix" : String

YAML
BucketName: String
S3KeyPrefix: String

Properties
BucketName
로그 파일이 저장될 기존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제약 조건:
• 클러스터와 같은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 클러스터는 버킷 읽기 및 객체 넣기(put)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KeyPrefix
로그 파일 이름에 적용될 접두사입니다.
제약 조건:
• 512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백( ),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역슬래시(\) 또는 제어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문자의 16진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x00~x20
x22
x27
x5c
x7f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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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edshift::ClusterParameterGroup
파라미터 그룹을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edshift::ClusterParameterGroup",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ParameterGroupFamily" : String,
"Parameters" : [ Parameter (p. 5420),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Redshift::ClusterParameterGroup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ParameterGroupFamily: String
Parameters:
- Parameter (p. 5420)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파라미터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rameterGroupFamily
이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과 호환되는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 패밀리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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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rameters
수정할 파라미터의 어레이입니다. 요청 하나에서 최대 20개의 파라미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각 파라미터에 대해 최소한 파라미터 이름과 파라미터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파라미터의 다른
이름-값 페어는 선택 사항입니다.
워크로드 관리(WLM) 구성의 경우, wlm_json_configuration 파라미터에 모든 이름-값 페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arameter (p. 542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의 태그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 "Ref": "myClusterParameterGroup" }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 myClusterParameterGroup의 경우 Ref는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단일 파라미터
다음 예에서는 지정된 단일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파라미터 그룹을 설명합니다.

JSON
"myClusterParameterGroup" : {
"Type" : "AWS::Redshift::ClusterParameterGroup",
"Properties" : {
"Description" : "My parameter group",
"ParameterGroupFamily" : "redshift-1.0",
"Parameters" : [ {
"ParameterName" : "enable_user_activity_logging",
"ParameterValue" : "tru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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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myClusterParameterGroup:
Type: "AWS::Redshift::ClusterParameterGroup"
Properties:
Description: "My parameter group"
ParameterGroupFamily: "redshift-1.0"
Parameters:
ParameterName: "enable_user_activity_logging"
ParameterValue: "true"

워크로드 관리 구성
다음 예에서는 wlm_json_configuration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워크로드 관리 구성을 수정합니다. 파라
미터 값은 큰따옴표(")로 묶인 문자열로 전달되어야 하는 JSON 객체입니다.

JSON
"RedshiftClusterParameterGroup": {
"Type": "AWS::Redshift::ClusterParameterGroup",
"Properties": {
"Description": "Cluster parameter group",
"ParameterGroupFamily": "redshift-1.0",
"Parameters": [{
"ParameterName": "wlm_json_configuration",
"ParameterValue": "[{\"user_group\":[\"example_user_group1\"],\"query_group\":
[\"example_query_group1\"],\"query_concurrency\":7},{\"query_concurrency\":5}]"
}],
"Tags": [
{
"Key": "foo",
"Value": "bar"
}
]
}
}

YAML
RedshiftClusterParameterGroup:
Type: "AWS::Redshift::ClusterParameterGroup"
Properties:
Description: "Cluster parameter group"
ParameterGroupFamily: "redshift-1.0"
Parameters:
ParameterName: "wlm_json_configuration"
ParameterValue: "[{\"user_group\":[\"example_user_group1\"],\"query_group\":
[\"example_query_group1\"],\"query_concurrency\":7},{\"query_concurrency\":5}]"
Tags:
- Key: foo
Value: bar

AWS::Redshift::ClusterParameterGroup Parameter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의 파라미터를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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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ParameterName" : String,
"ParameterValue" : String

YAML
ParameterName: String
ParameterValue: String

Properties
ParameterName
파라미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Value
파라미터 값입니다. ParameterName이 wlm_json_configuration인 경우 ParameterValue의 최
대 크기는 8,000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edshift::ClusterSecurityGroup
새 Amazon Redshift 보안 그룹을 지정합니다. 보안 그룹을 사용하여 VPC가 아닌 클러스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보안 그룹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관리 가이드의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보안 그룹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edshift::ClusterSecurityGroup",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Tags" : [ Ta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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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Redshift::ClusterSecurityGroup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보안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이 보안 그룹에 연결할 임의의 태그 집합(키-값 페어)을 지정합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관리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 "Ref": "myClusterSecurityGroup" }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보안 그룹 myClusterSecurityGroup의 경우 Ref는 클러스터 보안 그룹의 이
름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클러스터 보안 그룹 지정
다음 예제에서는 클러스터 보안 그룹 수신 규칙을 연결할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보안 그룹을 설명합니
다.

JSON
"myClusterSecurityGroup": {
"Type": "AWS::Redshift::ClusterSecurityGroup",
"Properties": {
"Description": "Security group to determine where connections to the Amazon Redshift
cluster can com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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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s": [
{
"Key": "foo",
"Value": "bar"
}
]

YAML
myClusterSecurityGroup:
Type: "AWS::Redshift::ClusterSecurityGroup"
Properties:
Description: "Security group to determine where connections to the Amazon Redshift
cluster can come from"
Tags:
- Key: foo
Value: bar

AWS::Redshift::ClusterSecurityGroupIngress
Amazon Redshift 보안 그룹에 인바운드(수신) 규칙을 추가합니다. 클러스터에 액세스하는 애플리케이션
이 인터넷에서 실행되는지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지에 따라, CIDR(Classless Interdomain
Routing)/인터넷 프로토콜(IP) 범위 또는 Amazon EC2 보안 그룹에 대한 인바운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mazon Redshift 보안 그룹에 최대 20개의 수신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Amazon EC2 보안 그룹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EC2SecurityGroupName 및
EC2SecurityGroupOwnerId를 지정합니다. Amazon EC2 보안 그룹 및 Amazon Redshift 클러스터가 동일한
AWS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CIDR/IP 주소 범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CIDRIP를 지정합니다. CIDR 블록 개요는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에 관한 Wikipedia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C2 인스턴스 또는 이러한 IP 주소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가 클러스터에 연결할 권한을 갖도록 클러스터
에 보안 그룹도 연결해야 합니다. 보안 그룹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관리 안
내서의 보안 그룹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edshift::Cluster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 {
"CIDRIP" : String,
"ClusterSecurityGroupName" : String,
"EC2SecurityGroupName" : String,
"EC2SecurityGroupOwnerId" : String
}

YAML
Type: AWS::Redshift::Cluster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CIDRIP: String
ClusterSecurityGroup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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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2SecurityGroupName: String
EC2SecurityGroupOwnerId: String

Properties
CIDRIP
Amazon Redshift 보안 그룹을 추가할 IP 범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lusterSecurityGroupName
수신 규칙이 추가되는 보안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C2SecurityGroupName
Amazon Redshift 보안 그룹을 추가할 EC2 보안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C2SecurityGroupOwnerId
EC2SecurityGroupName 파라미터로 지정된 보안 그룹 소유자의 AWS 계정 번호입니다. AWS 액세스
키 ID는 허용되는 값이 아닙니다.
예: 111122223333
조건부. EC2SecurityGroupName 속성을 지정한 경우 이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예제
수신 규칙
다음 코드 조각에서는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보안 그룹에 대한 수신 규칙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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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myClusterSecurityGroupIngressIP" : {
"Type": "AWS::Redshift::Cluster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
"ClusterSecurityGroupName" : {"Ref":"myClusterSecurityGroup"},
"CIDRIP" : "10.0.0.0/16"
}
}

YAML
myClusterSecurityGroupIngressIP:
Type: "AWS::Redshift::Cluster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ClusterSecurityGroupName:
Ref: "myClusterSecurityGroup"
CIDRIP: "10.0.0.0/16"

AWS::Redshift::ClusterSubnetGroup
Amazon Redshift 서브넷 그룹을 지정합니다. Amazon Redshift 서브넷 그룹을 만들 때 기존 Amazon Virtual
Private Cloud(Amazon VPC)에 하나 이상의 서브넷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브넷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관리 가이드의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서
브넷 그룹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edshift::ClusterSubnetGroup",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SubnetIds" : [ String,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Redshift::ClusterSubnetGroup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SubnetIds:
-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서브넷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542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Redshift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1474836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s
VPC 서브넷 ID의 어레이입니다. 요청 하나에서 최대 20개의 서브넷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서브넷 그룹에 연결할 임의의 태그 집합(키–값 페어)을 지정합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관리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 "Ref": "myClusterSubnetGroup" }
Amazon Redshift 서브넷 그룹 myClusterSubnetGroup의 경우 Ref는 클러스터 서브넷 그룹의 이름을 반
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서브넷 지정
아래 예제는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서브넷 그룹에 대해 서브넷을 하나 지정합니다.

JSON
"myClusterSubnetGroup": {
"Type": "AWS::Redshift::ClusterSubnetGroup",
"Properties": {
"Description": "My ClusterSubnetGroup",
"SubnetIds": [
"subnet-7fbc2813"
],
"Tags": [
{
"Key": "foo",
"Value": "b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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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myClusterSubnetGroup:
Type: 'AWS::Redshift::ClusterSubnetGroup'
Properties:
Description: My ClusterSubnetGroup
SubnetIds:
- subnet-7fbc2813
Tags:
- Key: foo
Value: bar

AWS Resource Groups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ResourceGroups::Group (p. 5427)

AWS::ResourceGroups::Group
지정된 이름 및 설명을 사용하여 자원 그룹을 생성합니다. 리소스 쿼리 또는 서비스 구성을 선택적으로 포
함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쿼리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Resource Groups 사용 설명서의 AWS
Resource Groups에서 쿼리 및 그룹 빌드를 참조하세요 서비스 연결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source
Groups의 서비스 구성을 참조하세요.
최소 권한
이 명령을 실행하려면 다음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resource-groups:CreateGroup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esourceGroups::Group",
"Properties" : {
"Configuration" : [ ConfigurationItem (p. 5436),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ResourceQuery" : ResourceQuery (p. 5439),
"Resources" : [ String,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ResourceGroups::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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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onfiguration:
- ConfigurationItem (p. 5436)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ResourceQuery:
ResourceQuery (p. 5439)
Resources:
- String
Tags:
- Tag

Properties
Configuration
현재 리소스 그룹과 연결되어 있으며 리소스 그룹의 구성원에 적용되는 서비스 구성입니다.
Configuration은(는) 하나 이상의 ConfigurationItem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리소스 그룹의 서비
스 구성 및 구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Resource Groups 사용 설명서에서 리소스 그룹에 대
한 서비스 구성을 참조하세요.

Note
Configuration 또는 ResourceQuery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둘 다는 아님).
Required: 조건
Type: ConfigurationItem (p. 543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리소스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리소스 그룹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리소스를 생성하는 AWS 리전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동일한
CloudFormation 스택을 기반으로 여러 리소스 그룹을 생성하려면 각각에 대해 고유한 이름을 생성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Query
연결된 리소스 그룹의 구성원인 AWS 리소스를 동적으로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리소스 쿼리 구조입
니다. 쿼리 및 쿼리 구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Resource Groups 사용 설명서에서 AWS
Resource Groups에서 쿼리 및 그룹 작성을 참조하세요.

Note
• ResourceQuery 또는 Configuration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둘 다는 아님).
• ResourceQuery을(를) 사용하거나 Resources 목록을 사용하여 그룹의 멤버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둘 다 사용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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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조건
Type: ResourceQuery (p. 543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s
지정된 그룹에 추가하려는 AWS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목록입니다.

Note
• Resources 목록을 사용하거나 ResourceQuery을(를) 사용하여 그룹의 멤버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둘 다 사용할 수는 없음).
• Resources 속성도 지정하는 경우에만 Configuration 속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리소스 그룹에 연결된 태그 키 및 값 쌍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새 리소스 그룹의 이름입니다.

Fn::GetAtt
Arn
새 리소스 그룹의 ARN입니다.

예제
다음 예에서는 지정된 특성을 가진 리소스 그룹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JSON 및 YAML 템플릿을 둘
다 보여줍니다.

기본값을 사용하여 CloudFormation 스택 기반 리소스 그룹 생성
이 예제에서는 기본값을 사용하여 CloudFormation 스택 기반 리소스 그룹을 만듭니다. 여기에는 지원되는
모든 리소스 유형이 포함되며, 그룹을 정의하는 CloudFormation 스택과 동일한 StackIdentifier를 사용
합니다.

JSON
{

"Resource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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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WS::ResourceGroups::Group",
"Properties": {
"Name": "MyResourceGroup",
"Description": "A basic, empty resource group that is created by CFN",
}

YAML
ResourceGroup:
Type: "AWS::ResourceGroups::Group"
Properties:
Name: "MyMinimalResourceGroup"
Description: "A basic, empty resource group that is created by CFN"

특정 리소스를 사용하여 CloudFormation 스택 기반 리소스 그룹 생성
이 예제에서는 이전 예에 제시된 그룹과 유사한 CloudFormation 스택 기반 리소스 그룹을 만듭니다. 차이점
은 특정 리소스 유형(EC2 인스턴스 및 DynamoDB 테이블)만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JSON
{

"CloudFormationStackGroupForSelectedResourceTypes": {
"Type": "AWS::ResourceGroups::Group",
"Properties": {
"Name": "MyCloudFormationResourceGroup-Filters",
"Description": "A basic resource group that can hold only EC2 instances or
DynamoDB tables",
"ResourceQuery": {
"Query": {
"ResourceTypeFilters": [
"AWS::EC2::Instance",
"AWS::DynamoDB::Table"
]
}
}
}
}

}

YAML
CloudFormationStackGroupForSelectedResourceTypes:
Type: "AWS::ResourceGroups::Group"
Properties:
Name: "MyCloudFormationResourceGroup-Filters"
Description: "A basic resource group that can hold only EC2 instances or DynamoDB
tables"
ResourceQuery:
Query:
ResourceTypeFilters:
- "AWS::EC2::Instance"
- "AWS::DynamoDB::Table"

다른 스택을 기반으로 CloudFormation 스택 기반 리소스 그룹 생성
이 예제에서는 다른 스택에서 빌드된 리소스 그룹을 만듭니다. StackIdentifier 값
은 ARN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stack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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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9b6f8604-4a39-490c-870b-44b0ebdd38b9이(가) 있는 스택의 리소스가 그룹에 포함되도록 지
정합니다. 그룹 자체(해당 개별 구성원 리소스가 아님)에는 Env=Prod(으)ㄹ 태그가 지정됩니다.

JSON
{

"CloudFormationStackGroupForAnotherStack": {
"Type": "AWS::ResourceGroups::Group",
"Properties": {
"Name": "MyCloudFormationResourceGroupForAnotherStack",
"Description": "A resource group that is based on another CFN stack",
"ResourceQuery": {
"Type": "CLOUDFORMATION_STACK_1_0",
"Query": {
"ResourceTypeFilters": [
"AWS::AllSupported"
],
"StackIdentifier":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stack-name/9b6f8604-4a39-490c-870b-44b0ebdd38b9"
}
},
"Tags": [
{
"Key": "Env",
"Value": "Prod"
}
]
}
}
}

YAML
CloudFormationStackGroupForAnotherStack:
Type: "AWS::ResourceGroups::Group"
Properties:
Name: "MyCloudFormationResourceGroupForAnotherStack"
Description: "A group that is based on CFN another stack"
ResourceQuery:
Type: "CLOUDFORMATION_STACK_1_0"
Query:
ResourceTypeFilters:
- "AWS::AllSupported"
StackIdentifier: "arn:aws:cloudformation:us-east-1:123456789012:stack/stackname/9b6f8604-4a39-490c-870b-44b0ebdd38b9"
Tags:
Key: "Env"
Value: "Prod"

태그 기반 리소스 그룹 생성
이 예에서는 태그 쿼리를 기반으로 한 멤버십이 있는 리소스 그룹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쿼리와 일
치하는 태그가 있는 모든 리소스(이 경우 키 Usage 및 값 Integration Tests)는 이 그룹의 구성원입니
다.

JSON
{

"TagBasedGroup": {
"Type": "AWS::ResourceGroups::Group",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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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ame": "MyTagBasedResourceGroup",
"Description": "A group that is based on a tag query",
"ResourceQuery": {
"Type": "TAG_FILTERS_1_0",
"Query": {
"ResourceTypeFilters": [
"AWS::AllSupported"
],
"TagFilters": [
{
"Key": "Usage",
"Values": [
"Integration Tests"
]
}
]
}
}

YAML
TagBasedGroup:
Type: "AWS::ResourceGroups::Group"
Properties:
Name: "MyTagBasedResourceGroup"
Description: "A group that is based on a tag query"
ResourceQuery:
Type:
"TAG_FILTERS_1_0"
Query:
ResourceTypeFilters:
- "AWS::AllSupported"
TagFilters:
Key: "Usage"
Values:
- "Integration Tests"

EC2 용량 예약을 위한 리소스 그룹 생성
이 예에서는 구성을 지정하고 허용된 리소스 유형을 제한하여 용량 예약 리소스 그룹을 생성합니다. 이 그룹
에는 처음에는 구성원이 없습니다.

JSON
{

"CapacityReservationsGroupWithoutResources": {
"Type": "AWS::ResourceGroups::Group",
"Properties": {
"Name": "MyCapacityReservationsGroup",
"Description": "A resource group for EC2 capacity reservations",
"Configuration": [
{
"Type": "AWS::EC2::CapacityReservationPool",
"Parameters": []
},
{
"Type": "AWS::ResourceGroups::Generic",
"Paramete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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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Name": "allowed-resource-types",
"Values": [
"AWS::EC2::CapacityReservation"
]

YAML
CapacityReservationsGroupWithoutResources:
Type: "AWS::ResourceGroups::Group"
Properties:
Name: "MyCapacityReservationsGroup"
Description: "A resource group for EC2 capacity reservations"
Configuration:
- Type: "AWS::EC2::CapacityReservationPool"
Parameters: []
- Type: "AWS::ResourceGroups::Generic"
Parameters:
- Name: "allowed-resource-types"
Values:
- "AWS::EC2::CapacityReservation"

초기 구성원으로 EC2 용량 예약을 위한 리소스 그룹 생성
이 예에서는 Resources 속성에 지정된 두 개의 초기 용량 예약을 포함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앞의 예와 동일
한 용량 예약 리소스 그룹을 생성합니다.

JSON
{

"CapacityReservationsGroupWithResources": {
"Type": "AWS::ResourceGroups::Group",
"Properties": {
"Name": "MyCapacityReservationsGroup",
"Description": "A resource group for EC2 capacity reservations",
"Configuration": [
{
"Type": "AWS::EC2::CapacityReservationPool",
"Parameters": []
},
{
"Type": "AWS::ResourceGroups::Generic",
"Parameters": [
{
"Name": "allowed-resource-types",
"Values": [
"AWS::EC2::CapacityReservation"
]
}
]
}
],
"Resources": [
"arn:aws:ec2:us-east-1:123456789012:capacity-reservation/cr-0d4953834cd1a96a3",
"arn:aws:ec2:us-east-1:123456789012:capacity-reservation/cr-0069a2275c16b7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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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CapacityReservationsGroupWithResources:
Type: "AWS::ResourceGroups::Group"
Properties:
Name: "MyCapacityReservationsGroup"
Description: "A resource group for EC2 capacity reservations"
Configuration:
- Type: "AWS::EC2::CapacityReservationPool"
Parameters: []
- Type: "AWS::ResourceGroups::Generic"
Parameters:
- Name: "allowed-resource-types"
Values:
- "AWS::EC2::CapacityReservation"
Resources:
- "arn:aws:ec2:us-east-1:123456789012:capacity-reservation/cr-0d4953834cd1a96a3"
- "arn:aws:ec2:us-east-1:123456789012:capacity-reservation/cr-0069a2275c16b7333"

EC2 호스트 리소스 그룹 생성
이 예에서는 호스트 리소스 그룹을 생성합니다. 그룹의 인스턴스는 호스트 기반 라이선스 구성을 수락하고,
c5 호스트 패밀리만 허용하고, 호스트를 자동 해제하지 않으며, 삭제 방지되도록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처음
에는 그룹에 구성원이 없습니다.

JSON
{

"HostResourceGroup": {
"Type": "AWS::ResourceGroups::Group",
"Properties": {
"Name": "MyHostResourceGroup",
"Description": "A resource group for EC2 dedicated hosts",
"Configuration": [
{
"Type": "AWS::EC2::HostManagement",
"Parameters": [
{
"Name": "any-host-based-license-configuration",
"Values": [
"true"
]
},
{
"Name": "allowed-host-families",
"Values": [
"c5"
]
},
{
"Name": "auto-release-host",
"Values": [
"false"
]
}
]
},
{
"Type": "AWS::ResourceGroups::Generic",
"Parame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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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Name": "allowed-resource-types",
"Values": [
"AWS::EC2::Host"
]
},
{
"Name": "deletion-protection",
"Values": [
"UNLESS_EMPTY"
]
}

YAML
HostResourceGroup:
Type: "AWS::ResourceGroups::Group"
Properties:
Name: "MyHostResourceGroup"
Description: "A resource group for EC2 dedicated hosts"
Configuration:
- Type: "AWS::EC2::HostManagement"
Parameters:
- Name: "any-host-based-license-configuration"
Values:
- "true"
- Name: "allowed-host-families"
Values:
- "c5"
- Name: "auto-release-host"
Values:
- "false"
- Type: "AWS::ResourceGroups::Generic"
Parameters:
- Name: "allowed-resource-types"
Values:
- "AWS::EC2::Host"
- Name: "deletion-protection"
Values:
- "UNLESS_EMPTY"

일부 초기 구성원이 있는 EC2 호스트 리소스 그룹 생성
이 예에서는 특정 라이선스 구성으로 작동하도록 구성된 EC2 호스트 리소스 그룹을 생성합니다. 그룹은 처
음에 Resources 속성에 의해 지정된 두 개의 호스트를 포함합니다.

JSON
{

"HostResourceGroupWithResources": {
"Type": "AWS::ResourceGroups::Group",
"Properties": {
"Name": "MyHostResourceGroup",
"Description": "A resource group for EC2 dedicated hosts",
"Configuration": [
{
"Type": "AWS::EC2::Host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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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
{
"Name": "allowed-resource-types",
"Values": [
"AWS::EC2::Host"
]
},
{
"Name": "deletion-protection",
"Values": [
"UNLESS_EMPTY"
]
}
]

}

}

}

}
],
"Resources": [
"arn:aws:ec2:us-east-1:123456789012:dedicated-host/h-0375ef7462b26b11f",
"arn:aws:ec2:us-east-1:123456789012:dedicated-host/h-0501ab6812c719123"
]

YAML
HostResourceGroupWithResources:
Type: "AWS::ResourceGroups::Group"
Properties:
Name: "MyHostResourceGroup"
Description: "A resource group for EC2 dedicated hosts"
Configuration:
- Type: "AWS::EC2::HostManagement"
Parameters:
- Name: "allowed-host-based-license-configurations"
Values:
- "arn:aws:license-manager:us-east-1:123456789012:licenseconfiguration:lic-42bc5628e8edcee52ed797d5bebf0879"
Parameters:
- Name: "allowed-resource-types"
Values:
- "AWS::EC2::Host"
- Name: "deletion-protection"
Values:
- "UNLESS_EMPTY"
Resources:
- "arn:aws:ec2:us-east-1:123456789012:dedicated-host/h-0375ef7462b26b11f"
- "arn:aws:ec2:us-east-1:123456789012:dedicated-host/h-0501ab6812c719123"

AWS::ResourceGroups::Group ConfigurationItem
리소스 그룹에 할당된 서비스 구성의 항목 중 하나입니다. 서비스 구성은 하나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
습니다. 서비스 구성 및 구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Resource Groups 사용 설명서에서 리소스 그
룹에 대한 서비스 구성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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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eters" : [ ConfigurationParameter (p. 5437), ... ],
"Type" : String

YAML
Parameters:
- ConfigurationParameter (p. 5437)
Type: String

Properties
Parameters
이 구성 항목에 대한 파라미터 모음입니다. 각 구성 항목 Type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 목록은 AWS
Resource Groups 사용 설명서에서 지원되는 리소스 유형 및 파라미터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ConfigurationParameter (p. 543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구성 항목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각 항목에는 유형에 대해 고유한 값이 있어야 합니다. 구성 항목에 대해
지정할 수 있는 유형 목록은 AWS Resource Groups 사용 설명서에서 지원되는 리소스 유형 및 파라미
터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esourceGroups::Group ConfigurationParameter
그룹 구성 항목에 대한 하나의 파라미터입니다. 서비스 구성 및 구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Resource Groups 사용 설명서에서 리소스 그룹에 대한 서비스 구성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s" : [ String, ... ]

YAML
Name: String
Value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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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Name
그룹 구성 파라미터의 이름입니다. 각 구성 항목 유형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 목록은 AWS
Resource Groups 사용 설명서에서 지원되는 리소스 유형 및 파라미터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지정된 파라미터에 사용할 값입니다. 각 파라미터에 사용할 수 있는 값 목록은 지원되는 리소스 유형 및
파라미터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esourceGroups::Group Query
리소스 그룹의 멤버십을 결정하는 ResourceQuery 구조 내의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Query 구조에 필요
한 내용은 포함된 ResourceQuery 구조의 Type 속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sourceTypeFilters" : [ String, ... ],
"StackIdentifier" : String,
"TagFilters" : [ TagFilter (p. 5440), ... ]

YAML
ResourceTypeFilters:
- String
StackIdentifier: String
TagFilters:
- TagFilter (p. 5440)

Properties
ResourceTypeFilters
리소스 그룹에 포함할 수 있는 리소스 유형에 대한 제한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ResourceTypeFilters이(가) ["AWS::EC2::Instance", "AWS::DynamoDB::Table"]인 경
우 EC2 인스턴스 또는 DynamoDB 테이블만 이 리소스 그룹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은
["AWS::AllSupporte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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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ckIdentifier
CloudFormation 스택의 ARN을 지정합니다. CloudFormation 스택에서 지원되는 모든 리소스가 리소스
그룹의 구성원입니다. ARN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 파라미터는 정의 중인 현재 스택으로 기본 설정됩니
다. 즉, 현재 스택의 모든 리소스가 그룹화됩니다.
ResourceQuery.Type 속성이 CLOUDFORMATION_STACK_1_0.인 경우에만 StackIdentifier에
대한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Filters
리소스 그룹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리소스를 제한하는 키-값 쌍 객체 목록입니다. 이 속성은
ResourceQuery.Type 속성이 TAG_FILTERS_1_0일 때 필요합니다.
리소스에는 TagFilters 목록에 제공되는 모든 필터와 일치하는 태그가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TagFilter (p. 544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esourceGroups::Group ResourceQuery
그룹의 구성원을 동적으로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쿼리입니다. 쿼리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Resource Groups에서 쿼리 및 그룹 빌드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Query" : Query (p. 5438),
"Type" : String

YAML
Query:
Query (p. 5438)
Type: String

Properties
Query
그룹의 멤버십을 정의하는 쿼리입니다. 이 구조는 Type에 의존하는 속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Query 구조는 다음 시나리오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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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이(가) TAG_FILTERS_1_0인 경우, 태그 TagFilters 목록이 포함된 Query 구조를 지정해야
합니다. TagFilter 목록의 태그와 일치하는 태그가 있는 리소스는 리소스 그룹의 구성원이 됩니다.
• Type이(가) CLOUDFORMATION_STACK_1_0인 경우, 이 필드는 정의하려는 스택이 아닌
CloudFormation 스택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Query 구조
에 StackIdentifier 속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uery 구조 또는 해당 Query 내의
StackIdentifier을(를) 지정하지 않으면 현재 구성 중인 CloudFormation 스택이 기본값으로 설정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쿼리 (p. 543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이 그룹의 멤버십을 결정하는 리소스 쿼리 유형을 지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효한 쿼리 유형이
있습니다.
• TAG_FILTERS_1_0은 해당 그룹이 태그 기반 그룹임을 나타냅니다. 그룹 멤버십을 완료하려면 조회
에 사용할 태그 필터를 지정하는 TagFilters 속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 기본값인 CLOUDFORMATION_STACK_1_0은 해당 그룹이 CloudFormation 스택 기반 그룹임을 나타
냅니다. 그룹 멤버십은 CloudFormation 스택을 기반으로 합니다. 쿼리에서 StackIdentifier 속성
을 지정하여 그룹을 연결할 스택을 정의하거나, 이 속성을 비워 두어 그룹이 정의된 스택이 기본값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esourceGroups::Group TagFilter
태그 기반 그룹의 멤버십을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단일 태그 키와 선택적 값을 지정합니다. 일치하는
태그 키와 값이 없는 AWS 리소스는 그룹의 구성원으로 거부됩니다.
TagFilter 객체에는 Key(문자열) 및 Values(문자열 목록)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일치하는 키-값 쌍
으로 태그가 지정된 계정의 리소스만 그룹의 구성원입니다. TagFilter의 Values 속성은 선택 사항이지만
이 속성을 지정하면 쿼리 결과가 좁아집니다.
예를 들어, TagFilters 문자열이 [{"Key": "Stage", "Values": ["Test", "Beta"]},
{"Key": "Storage"}](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다음 태그가 모두 지정된 리소스만 그룹의 구성원입
니다.
• Test 또는 Beta 값의 Stage 태그 키
• 임의 값의 Storage 태그 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s" : [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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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Key: String
Values:
- String

Properties
Key
태그 키를 정의하는 문자열입니다. 지정된 태그 키로 태그가 지정된 계정의 리소스만 태그 기반 리소스
그룹의 멤버입니다.
이 필드는 ResourceQuery 구조의 Type 속성이 TAG_FILTERS_1_0인 경우 필수입니다. 태그 키를 하
나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태그 기반 리소스 그룹에 포함할 수 있는 태그 값 목록입니다. 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키에 대한 값을 지
정하지 않으면 해당 키에 대한 값이 있는 AWS 리소스가 구성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RoboMake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RoboMaker::Fleet (p. 5441)
• AWS::RoboMaker::Robot (p. 5443)
• AWS::RoboMaker::RobotApplication (p. 5446)
• AWS::RoboMaker::RobotApplicationVersion (p. 5451)
•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 (p. 5453)
•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Version (p. 5460)

AWS::RoboMaker::Fleet
AWS::RoboMaker::Fleet 리소스는 AWS RoboMaker 플릿을 생성합니다. 플릿은 로봇을 포함하며 배포
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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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RoboMaker::Fleet",
"Properties" : {
"Name" : String,
"Tags" : Json
}

YAML
Type: AWS::RoboMaker::Fleet
Properties:
Name: String
Tags: Json

Properties
Name
플릿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플릿에 추가된 모든 태그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AWS::RoboMaker::Fleet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
는 플릿의 ARN(Amazon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예: arn:aws:robomaker:uswest-2:123456789012:deployment-fleet/MyFleet/1539894765711).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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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
플릿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robomaker:uswest-2:123456789012:deployment-fleet/MyFleet/1539894765711).

예제
AWS RoboMaker 플릿을 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플릿을 생성합니다.

JSON
{

}

"Description": "RoboMaker Fleet example",
"Resources": {
"BasicFleet": {
"Type": "AWS::RoboMaker::Fleet",
"Properties": {
"Name": "MyFleet",
"Tags": {
"Name": "BasicFleet",
"Type": "CFN"
}
}
}
},
"Outputs": {
"Fleet": {
"Value": "BasicFleet"
}
}

YAML
--Description: "RoboMaker Fleet example"
Resources:
BasicFleet:
Type: "AWS::RoboMaker::Fleet"
Properties:
Name: "MyFleet"
Tags:
"Name" : "BasicFleet"
"Type" : "CFN"
Outputs:
Fleet:
Value: !Ref BasicFleet

AWS::RoboMaker::Robot
AWS::RoboMaker::RobotApplication 리소스는 AWS RoboMaker 로봇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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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RoboMaker::Robot",
"Properties" : {
"Architecture" : String,
"Fleet" : String,
"GreengrassGroupId" : String,
"Name" : String,
"Tags" : Json
}

YAML
Type: AWS::RoboMaker::Robot
Properties:
Architecture: String
Fleet: String
GreengrassGroupId: String
Name: String
Tags: Json

Properties
Architecture
로봇의 아키텍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RM64 | ARMHF | X86_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leet
로봇이 등록될 플릿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reengrassGroupId
로봇과 연결된 Greengrass 그룹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24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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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로봇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로봇에 연결된 태그 키 및 태그 값을 포함하는 맵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AWS::RoboMaker::Robot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는 로
봇 애플리케이션의 ARN(Amazon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예: arn:aws:robomaker:uswest-2:123456789012:robot/MyRobot/1544035373264).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AWS RoboMaker 로봇 생성
다음 예에서는 로봇을 생성합니다.

JSON
{

"Description": "RoboMaker Robot example",
"Resources": {
"BasicFleet": {
"Type": "AWS::RoboMaker::Fleet",
"Properties": {
"Name": "MyFleet"
}
},
"BasicRobot": {
"Type": "AWS::RoboMaker::Robot",
"Properties": {
"Name": "MyRobot",
"GreengrassGroupId": "51229986-abdc-4ca6-94f8-04735a0c9f07",
"Architecture": "ARMHF",
"Fleet": {
"Fn::GetAtt" : [ "BasicFleet", "Ar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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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ags": {
"Name": "BasicRobot",
"Type": "CFN"
}

},
"Outputs": {
"Robot": {
"Value": "BasicRobot"
}
}

YAML
--Description: "RoboMaker Robot example"
Resources:
BasicFleet:
Type: "AWS::RoboMaker::Fleet"
Properties:
Name: "MyFleet"
BasicRobot:
Type: "AWS::RoboMaker::Robot"
Properties:
Name: "MyRobot"
GreengrassGroupId: "51229986-abdc-4ca6-94f8-04735a0c9f07"
Architecture: "ARMHF"
Fleet: !GetAtt BasicFleet.Arn
Tags:
"Name" : "BasicRobot"
"Type" : "CFN"
Outputs:
Robot:
Value: !Ref BasicRobot

AWS::RoboMaker::RobotApplication
AWS::RoboMaker::RobotApplication 리소스는 AWS RoboMaker 로봇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oboMaker::RobotApplication",
"Properties" : {
"CurrentRevisionId" : String,
"Name" : String,
"RobotSoftwareSuite" : RobotSoftwareSuite (p. 5449),
"Sources" : [ SourceConfig (p. 5450), ... ],
"Tags" : Json
}

YAML
Type: AWS::RoboMaker::Robot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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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RevisionId: String
Name: String
RobotSoftwareSuite:
RobotSoftwareSuite (p. 5449)
Sources:
- SourceConfig (p. 5450)
Tags: Json

Properties
CurrentRevisionId
현재 개정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로봇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botSoftwareSuite
로봇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로봇 소프트웨어 제품군(ROS 배포판)입니다.
Required: 예
Type: RobotSoftwareSuite (p. 544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s
로봇 애플리케이션의 소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SourceConfig (p. 545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로봇 애플리케이션에 연결된 태그 키 및 태그 값을 포함하는 맵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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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AWS::RoboMaker::RobotApplication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
는 로봇 애플리케이션의 ARN(Amazon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예: arn:aws:robomaker:uswest-2:123456789012:robot-application/MyRobotApplication/1546541208251).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로봇 애플리케이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CurrentRevisionId
현재 개정 ID입니다.

예제
AWS RoboMaker 로봇 애플리케이션 생성
다음 예에서는 로봇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JSON
{

"Description": "Robot Application example",
"Resources": {
"BasicRobotApplication": {
"Type": "AWS::RoboMaker::RobotApplication",
"Properties": {
"Name": "MyRobotApplication",
"Environment": "111122223333.dkr.ecr.us-west-2.amazonaws.com/my-robot-app:latest",
"RobotSoftwareSuite": {
"Name": "General"
},
"Tags": {
"Name": "BasicRobotApplication",
"Type": "CFN"
}
}
}
},
"Outputs": {
"RobotApplication": {
"Value": "BasicRobotApplication"
}
}

API 버전 2010-05-15
544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RoboMaker
}

YAML
--Description: "Robot Application example"
Resources:
BasicRobotApplication:
Type: "AWS::RoboMaker::RobotApplication"
Properties:
Name: "MyRobotApplication"
Environment: "111122223333.dkr.ecr.us-west-2.amazonaws.com/my-robot-app:latest"
RobotSoftwareSuite:
Name: "General"
Tags:
"Name" : "BasicRobotApplication"
"Type" : "CFN"
Outputs:
RobotApplication:
Value: !Ref BasicRobotApplication

AWS::RoboMaker::RobotApplication RobotSoftwareSuite
로봇 소프트웨어 제품군(ROS 배포판)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ersion" : String

YAML
Name: String
Version: String

Properties
Name
로봇 소프트웨어 제품군(ROS 배포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ROS | ROS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로봇 소프트웨어 제품군(ROS 배포판)의 버전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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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ashing | Foxy | Kinetic | Melodi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oboMaker::RobotApplication SourceConfig
소스 구성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chitecture" : String,
"S3Bucket" : String,
"S3Key" : String

YAML
Architecture: String
S3Bucket: String
S3Key: String

Properties
Architecture
애플리케이션의 대상 프로세서 아키텍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RM64 | ARMHF | X86_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Bucket
Amazon S3 버킷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Pattern: [a-z0-9][a-z0-9.\-]*[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Key
s3 객체 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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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oboMaker::RobotApplicationVersion
AWS::RoboMaker::RobotApplicationVersion 리소스는 AWS RoboMaker 로봇 버전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oboMaker::RobotApplicationVersion",
"Properties" : {
"Application" : String,
"CurrentRevisionId" : String
}

YAML
Type: AWS::RoboMaker::RobotApplicationVersion
Properties:
Application: String
CurrentRevisionId: String

Properties
Application
로봇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정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24
Pattern: ar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urrentRevisionId
로봇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현재 개정 ID입니다. 최신 개정 ID와 일치하는 값을 제공할 경우 새 버전이 생
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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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4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AWS::RoboMaker::RobotApplicationVersion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
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는 로봇 애플리케이션 버전의 ARN(Amazon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
니다(예: arn:aws:robomaker:us-west-2:123456789012:robot-application/
MyRobotApplication/1546541208251).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AWS RoboMaker 로봇 애플리케이션 버전 생성
다음 예에서는 로봇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JSON
{

"Description": "RoboMaker RobotApplicationVersion example",
"Resources": {
"BasicRobotApplication": {
"Type": "AWS::RoboMaker::RobotApplication",
"Properties": {
"Name": "MyRobotApplication",
"Environment": "111122223333.dkr.ecr.us-west-2.amazonaws.com/my-robot-app:latest",
"RobotSoftwareSuite": {
"Name": "General"
}
}
},
"BasicRobotApplicationVersion": {
"Type": "AWS::RoboMaker::RobotApplicationVersion",
"Properties": {
"Application": {
"Fn::GetAtt" : [ "BasicRobotApplication", "Arn" ]
},
"CurrentRevisionId": {
"Fn::GetAtt" : [ "BasicRobotApplication", "CurrentRevisionId" ]
}
}
}
},
"Outputs": {
"RobotApplicationVersion": {
"Value": "BasicRobotApplicationVersion"
}

API 버전 2010-05-15
545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RoboMaker

}

}

YAML
--Description: "RoboMaker RobotApplicationVersion example"
Resources:
BasicRobotApplication:
Type: "AWS::RoboMaker::RobotApplication"
Properties:
Name: "MyRobotApplication"
Environment: "111122223333.dkr.ecr.us-west-2.amazonaws.com/my-robot-app:latest"
RobotSoftwareSuite:
Name: "General"
BasicRobotApplicationVersion:
Type: "AWS::RoboMaker::RobotApplicationVersion"
Properties:
Application: !GetAtt BasicRobotApplication.Arn
CurrentRevisionId: !GetAtt BasicRobotApplication.CurrentRevisionId
Outputs:
RobotApplicationVersion:
Value: !Ref BasicRobotApplicationVersion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 리소스는 AWS RoboMaker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
"Properties" : {
"CurrentRevisionId" : String,
"Name" : String,
"RenderingEngine" : RenderingEngine (p. 5456),
"RobotSoftwareSuite" : RobotSoftwareSuite (p. 5457),
"SimulationSoftwareSuite" : SimulationSoftwareSuite (p. 5458),
"Sources" : [ SourceConfig (p. 5459), ... ],
"Tags" : Json
}

YAML
Type: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
Properties:
CurrentRevisionId: String
Name: String
RenderingEngine:
RenderingEngine (p. 5456)
RobotSoftwareSuite:
RobotSoftwareSuite (p. 5457)
SimulationSoftwareSuite:
SimulationSoftwareSuite (p. 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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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SourceConfig (p. 5459)
Tags: Json

Properties
CurrentRevisionId
현재 개정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nderingEngine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의 렌더링 엔진입니다.
Required: 예
Type: RenderingEngine (p. 545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botSoftwareSuite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로봇 소프트웨어 제품군(ROS 배포판)입니다.
Required: 예
Type: RobotSoftwareSuite (p. 545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imulationSoftwareSuite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제품군입니다.
Required: 예
Type: SimulationSoftwareSuite (p. 545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s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의 소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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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SourceConfig (p. 545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에 연결된 태그 키 및 태그 값을 포함하는 맵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는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의 ARN(Amazon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arn:aws:robomaker:us-west-2:123456789012:simulation-application/
MySimulationApplication/1546541201334).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CurrentRevisionId
현재 개정 ID입니다.

예제
AWS RoboMaker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 생성
다음 예에서는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JSON
{

"Description": "RoboMaker SimulationApplication example",
"Resources": {
"BasicSimulationApplication": {
"Type":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
"Properties": {
"Name": "MySimulationApplication",
"Environment": "111122223333.dkr.ecr.us-west-2.amazonaws.com/my-sim-app: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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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obotSoftwareSuite": {
"Name": "General"
},
"SimulationSoftwareSuite": {
"Name": "SimulationRuntime"
},
"Tags": {
"Name": "BasicSimulationApplication",
"Type": "CFN"
}

},
"Outputs": {
"SimulationApplication": {
"Value": "BasicSimulationApplication"
}
}

YAML
--Description: "RoboMaker SimulationApplication example"
Resources:
BasicSimulationApplication:
Type: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
Properties:
Name: "MySimulationApplication"
Environment: "111122223333.dkr.ecr.us-west-2.amazonaws.com/my-sim-app:latest"
RobotSoftwareSuite:
Name: "General"
SimulationSoftwareSuite:
Name: "SimulationRuntime"
Tags:
"Name" : "BasicSimulationApplication"
"Type" : "CFN"
Outputs:
SimulationApplication:
Value: !Ref BasicSimulationApplication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 RenderingEngine
렌더링 엔진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ersion" : String

YAML
Name: String
Versio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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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Name
렌더링 엔진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GR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렌더링 엔진의 버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4
Pattern: 1.x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 RobotSoftwareSuite
로봇 소프트웨어 제품군(ROS 배포판)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ersion" : String

YAML
Name: String
Version: String

Properties
Name
로봇 소프트웨어 제품군(ROS 배포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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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ROS | ROS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로봇 소프트웨어 제품군(ROS 배포판)의 버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ashing | Foxy | Kinetic | Melodic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 SimulationSoftwareSuite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제품군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ersion" : String

YAML
Name: String
Version: String

Properties
Name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제품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azebo | RosbagPla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제품군의 버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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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7|9|11|Kinetic|Melodic|Dashing|Fox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 SourceConfig
소스 구성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chitecture" : String,
"S3Bucket" : String,
"S3Key" : String

YAML
Architecture: String
S3Bucket: String
S3Key: String

Properties
Architecture
애플리케이션의 대상 프로세서 아키텍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RM64 | ARMHF | X86_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Bucket
Amazon S3 버킷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Pattern: [a-z0-9][a-z0-9.\-]*[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Key
s3 객체 키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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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Version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Version 리소스는 AWS RoboMaker 시뮬레이션 애플리
케이션 버전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Version",
"Properties" : {
"Application" : String,
"CurrentRevisionId" : String
}

YAML
Type: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Version
Properties:
Application: String
CurrentRevisionId: String

Properties
Application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정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24
Pattern: ar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urrentRevisionId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현재 개정 ID입니다. 최신 개정 ID와 일치하는 값을 제공할 경우 새 버
전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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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4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Version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
에 전달하면 이 함수는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 버전의 ARN(Amazon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
다(예: arn:aws:robomaker:us-west-2:123456789012:simulation-application/
MySimulationApplication/1546541201334).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AWS RoboMaker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 버전 생성
다음 예에서는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생성합니다.

JSON
{

"Description": "RoboMaker SimulationApplicationVersion example",
"Resources": {
"BasicSimulationApplication": {
"Type":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
"Properties": {
"Name": "MySimulationApplication",
"Environment": "111122223333.dkr.ecr.us-west-2.amazonaws.com/my-sim-app:latest",
"RobotSoftwareSuite": {
"Name": "General"
},
"SimulationSoftwareSuite": {
"Name": "SimulationRuntime"
}
}
},
"BasicSimulationApplicationVersion": {
"Type":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Version",
"Properties": {
"Application": {
"Fn::GetAtt" : [ "BasicSimulationApplication", "Arn" ]
},
"CurrentRevisionId": {
"Fn::GetAtt" : [ "BasicSimulationApplication", "CurrentRevisionId" ]
}
}
}
},
"Outpu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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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mulationApplicationVersion": {
"Value": "BasicSimulationApplicationVersion"
}

YAML
--Description: "RoboMaker SimulationApplicationVersion example"
Resources:
BasicSimulationApplication:
Type: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
Properties:
Name: "MySimulationApplication"
Environment: "111122223333.dkr.ecr.us-west-2.amazonaws.com/my-sim-app:latest"
RobotSoftwareSuite:
Name: "General"
SimulationSoftwareSuite:
Name: "SimulationRuntime"
BasicSimulationApplicationVersion:
Type: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Version"
Properties:
Application: !GetAtt BasicSimulationApplication.Arn
CurrentRevisionId: !GetAtt BasicSimulationApplication.CurrentRevisionId
Outputs:
SimulationApplicationVersion:
Value: !Ref BasicSimulationApplicationVersion

Amazon Route 53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Route53::DNSSEC (p. 5462)
• AWS::Route53::HealthCheck (p. 5463)
• AWS::Route53::HostedZone (p. 5467)
• AWS::Route53::KeySigningKey (p. 5475)
• AWS::Route53::RecordSet (p. 5477)
• AWS::Route53::RecordSetGroup (p. 5495)

AWS::Route53::DNSSEC
AWS::Route53::DNSSEC 리소스는 호스팅 영역에서 DNSSEC 서명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oute53::DNSSEC",
"Properties" : {
"HostedZoneId" :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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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Route53::DNSSEC
Properties:
HostedZoneId: String

Properties
HostedZoneId
호스팅 영역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고유 문자열(ID)입니다. 예: Z00001111A1ABCaaABC11.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호스팅 영역 ID를 반환합니다. 예:
{ "Ref": "Z00001111A1ABCaaABC11"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Route53::HealthCheck
AWS::Route53::HealthCheck 리소스는 Route 53 상태 확인의 설정을 포함하는 Route 53 리소스 유형입
니다.
상태 확인을 레코드와 연결하는 방법은 ChangeResourceRecordSets의 HealthCheckId를 참조하십시오.

Note
간단한 라우팅으로는 상태 확인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ELB 로드 밸런서
Elastic Load Balancing(ELB) 로드 밸런서에 EC2 인스턴스를 등록하는 경우 EC2 인스턴스에 대한 Amazon
Route 53 상태 확인을 생성하지 마십시오. 로드 밸런서에 EC2 인스턴스를 등록하면 Route 53 상태 확인과
비슷한 함수를 수행하는 ELB 상태 확인의 설정을 구성하게 됩니다.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
상태 확인을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의 장애 조치 레코드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Route 53 상태 확인은 VPC 외부에 있습니다. IP 주소별로 VPC 내에 있는 엔드포인트의 상태를 확인하려
면 VPC의 인스턴스에 퍼블릭 IP 주소를 할당해야 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같이 인스턴스가 의존하는 외부 리소스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상태 확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CloudWatch 지표를 생성하고 경보를 지표와 연결한 다음 경보 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상태 확인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mazon EC2 StatusCheckFailed 지표의 상태를 확인하는 CloudWatch 지
표를 생성하고 경보를 지표에 추가한 다음 경보 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상태 확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CloudWatch 콘솔을 사용한 CloudWatch 지표 및 경보 생성에 대한 정보는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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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oute53::HealthCheck",
"Properties" : {
"HealthCheckConfig" : Json,
"HealthCheckTags" : [ HealthCheckTag (p. 5466), ... ]
}

YAML
Type: AWS::Route53::HealthCheck
Properties:
HealthCheckConfig: Json
HealthCheckTags:
- HealthCheckTag (p. 5466)

Properties
HealthCheckConfig
상태 확인 하나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HealthCheckConfig에 입력할 값은 HealthCheckConfig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lthCheckTags
HealthCheckTags 속성은 AWS::Route53::HealthCheck 리소스와 연결된 키-값 페어를 설명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HealthCheckTag (p. 546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상태 확인 ID(예:
e0a123b4-4dba-4650-935e-example)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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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HealthCheckId
상태 확인을 생성할 때 Amazon Route 53에서 상태 확인에 할당한 식별자입니다.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이 값을 사용하여 사용할 상태 확인을 지정합니다. 값은 최대 64자입니다.

예제
상태 확인 생성
다음 예에서는 지정된 엔드포인트에 HTTP 요청을 보내는 Amazon Route 53 상태 확인을 생성합니다.

JSON
{

}

"myHealthCheck": {
"Type": "AWS::Route53::HealthCheck",
"Properties": {
"HealthCheckConfig": {
"IPAddress": "192.0.2.44",
"Port": "80",
"Type": "HTTP",
"ResourcePath": "/example/index.html",
"FullyQualifiedDomainName": "example.com",
"RequestInterval": "30",
"FailureThreshold": "3"
},
"HealthCheckTags": [
{
"Key": "SampleKey1",
"Value": "SampleValue1"
},
{
"Key": "SampleKey2",
"Value": "SampleValue2"
}
]
}
}

YAML
myHealthCheck:
Type: 'AWS::Route53::HealthCheck'
Properties:
HealthCheckConfig:
IPAddress: 192.0.2.44
Port: 80
Type: HTTP
ResourcePath: '/example/index.html'
FullyQualifiedDomainName: example.com
RequestInterval: 30
FailureThreshold: 3
HealthCheckTags:
Key: SampleKey1
Value: SampleValu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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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SampleKey2
Value: SampleValue2

참고 항목
• Amazon Route 53 API 참조의 CreateHealthCheck

AWS::Route53::HealthCheck HealthCheckTag
HealthCheckTag 속성은 AWS::Route53::HealthCheck 리소스와 연결된 하나의 키-값 페어를 설명합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Key의 값은 수행하려는 작업에 따라 다릅니다.
• 상태 확인 또는 호스팅 영역에 태그 추가: Key는 새 태크에 부여할 이름입니다.
• 태그 편집: Key는 Value를 변경할 태그의 이름입니다.
• 키 삭제: Key는 제거할 키의 이름입니다.
• 상태 확인에 이름 부여: 기본 Name 태그를 편집합니다. Amazon Route 53 콘솔에서 상태 확인 목록에
는 각 상태 확인에 부여한 이름을 볼 수 있는 이름 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Value의 값은 수행하려는 작업에 따라 다릅니다.
• 상태 확인 또는 호스팅 영역에 태그 추가: Value는 새 태크에 부여할 값입니다.
• 태그 편집: Value는 태그를 할당할 새 값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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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Route53::HealthCheck 주제의 값 반환
• Amazon Route 53 API 참조의 Tag

AWS::Route53::HostedZone
새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을 생성합니다. 퍼블릭 호스팅 영역에서 레코드를 생성하여 도메인(예:
example.com)과 그 하위 도메인(apex.example.com, acme.example.com)의 트래픽을 인터넷에서 라우팅
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서 레코드를 생성하여 하나 이상의 Amazon Virtual Private
Cloud(Amazon VPC) 내의 도메인과 하위 도메인의 트래픽을 라우팅할 방식을 정의합니다.

Important
퍼블릭 호스팅 영역을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동일
한 이름으로 새 호스팅 영역을 생성하고 새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호스팅 영역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요금을 참조하십시오.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 .com 등의 TLD(최상위 도메인)에 대해서는 호스팅 영역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 퍼블릭 호스팅 영역의 경우 Route 53는 해당 영역에 대해 기본 SOA 레코드 하나와 NS 레코드 4개를 자동
으로 생성합니다. SOA 및 NS 레코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호스팅 영
역에 대해 Route 53이 생성하는 NS 및 SOA 레코드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여러 퍼블릭 호스팅 영역에 동일한 이름 서버를 사용하려는 경우, 재사용 가능한 위임 세트를 호스팅 영역
과 연결하면 됩니다. DelegationSetId 요소를 참조하십시오.
• 도메인이 Route 53 이외의 등록자에 등록된 경우, Route 53이 도메인의 DNS 서비스가 되도록 이름 서버
를 해당 등록자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기존 도메인의
DNS 서비스를 Amazon Route 53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참조하십시오.
CreateHostedZone 요청을 제출할 때 호스팅 영역의 초기 상태는 PENDING입니다. 퍼블릭 호스팅 영역의
경우 이는 NS 및 SOA 레코드를 아직 모든 Route 53 DNS 서버에서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NS 및 SOA
레코드를 사용할 수 있으면 없음 상태가 INSYNC로 바뀝니다.
CreateHostedZone 요청을 수행하려면 호출자에게 ec2:DescribeVpcs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Route53::HostedZone",
"Properties" : {
"HostedZoneConfig" : HostedZoneConfig (p. 5472),
"HostedZoneTags" : [ HostedZoneTag (p. 5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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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 String,
"QueryLoggingConfig" : QueryLoggingConfig (p. 5474),
"VPCs" : [ VPC (p. 5474), ... ]

YAML
Type: AWS::Route53::HostedZone
Properties:
HostedZoneConfig:
HostedZoneConfig (p. 5472)
HostedZoneTags:
- HostedZoneTag (p. 5473)
Name: String
QueryLoggingConfig:
QueryLoggingConfig (p. 5474)
VPCs:
- VPC (p. 5474)

Properties
HostedZoneConfig
선택적 설명을 포함하는 복합 유형입니다.
설명을 지정하지 않으려면 HostedZoneConfig 및 Comment 요소를 생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ostedZoneConfig (p. 547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edZoneTags
상태 확인 또는 호스팅 영역에 대한 태그를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합니다.
비용 할당 태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사용 설명서에서 비용
할당 태그 사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HostedZoneTag (p. 547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도메인 이름.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지정합니다(예: www.example.com). 뒤에 오는 점은 선택 사항이
며, Amazon Route 53은 도메인 이름을 전체 주소 도메인 이름으로 간주합니다. 다시 말해 Route 53은
www.example.com(뒤에 점 없음)과 www.example.com.(뒤에 점 있음)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퍼블릭 호스팅 영역을 생성하는 경우, 이는 DNS 등록자에 등록한 이름입니다. 도메인 이름을 Route
53 이외의 등록 대행자에 등록한 경우 도메인의 이름 서버를 Fn::GetAtt 내장 함수에서 반환하는
NameServers 세트로 변경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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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QueryLoggingConfig
DNS 쿼리 로깅 구성 생성 쿼리 로깅 구성을 생성하면, Amazon Route 53이 로그 데이터를 Amazon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에 게시하기 시작합니다.
DNS 쿼리 로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정된 퍼블릭 호스팅 영역에 대해 Route 53이 수신하는 쿼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DNS 쿼리에 응답한 Route 53 엣지 로케이션
• 요청된 도메인 또는 하위 도메인
• DNS 레코드 유형(예: A 또는 AAAA)
• DNS 응답 코드(예: NoError 또는 ServFail)
로그 그룹 및 리소스 정책
다음 작업을 수행한 다음 쿼리 로깅 구성을 생성하십시오.

Note
Route 53 콘솔을 사용하여 쿼리 로깅 구성을 생성하면 Route 53이 이 작업을 자동으로 수
행합니다.
1.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을 생성한 다음 쿼리 로깅 구성 생성 시 지정하는 ARN을 기록합니
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us-east-1 리전에서 로그 그룹을 생성해야 합니다.
• 동일한 AWS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 그룹과, 쿼리 로깅을 구성하려는 호스팅 영역을 생성합니
다.
• 쿼리 로깅의 로그 그룹 생성 시 일관된 접두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aws/route53/hosted zone name
다음 단계에서는 하나 이상의 로그 그룹에 연결된 AWS 리소스(예: Route 53 호스팅 영역)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리소스 정책을 생성합니다. 생성할 수 있는 리소스 정책의 수에 제한
이 있으므로 쿼리 로깅에 대해 생성하는 모든 로그 그룹에 동일한 리소스 정책을 사용할 수 있
도록 일관된 접두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CloudWatch Logs 리소스 정책을 생성한 다음 Route 53이 로그 스트림을 생성하고 쿼리 로그
를 로그 스트림에 보내는 데 필요한 권한을 해당 정책에 부여합니다. Resource 값의 경우 이
전 단계에서 생성한 로그 그룹에 대한 ARN을 지정합니다. 쿼리 로깅 구성에 대해 생성한 모든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에 동일한 리소스 정책을 사용하려면 호스팅 영역 이름을 *로 대체
합니다. 예:
arn:aws:logs:us-east-1:123412341234:log-group:/aws/route53/*

Note
CloudWatch 콘솔을 사용하여 리소스 정책을 생성하거나 편집할 수 없습니다.
CloudWatch API, AWS SDK 중 하나 또는 AWS CLI를 사용해야 합니다.
로그 스트림 및 엣지 로케이션
Route 53은 DNS 쿼리 로깅에 대한 구성 생성을 마칠 때 다음을 수행합니다.
• 엣지 로케이션이 지정된 호스팅 영역에 대한 DNS 쿼리에 처음으로 응답할 때 엣지 로케이션의
로그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이 로그 스트림은 Route 53이 해당 엣지 로케이션에 대해 응답하는 모
든 쿼리를 로깅하는 데 사용됩니다.
• 쿼리 로그를 적용 가능한 로그 스트림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각 로그 스트림 이름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hosted zone ID/edge locatio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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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 로케이션 코드는 3자 코드와 임의 배정된 번호로 식별됩니다(예: DFW3). 3자 코드는 일반적
으로 엣지 로케이션 부근의 공항을 나타내는 국제 항공 수송 협회 공항 코드에 상응합니다. 이러
한 약어는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엣지 로케이션의 목록은 Route 53 제품 세부 정보 페이지의
‘Route 53 글로벌 네트워크’를 참조하십시오.
로깅된 쿼리
쿼리 로그에는 DNS 해석기가 Route 53으로 전달하는 쿼리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DNS 해석기가 쿼
리(예: example.com의 로드 밸런서에 대한 IP 주소)에 대한 응답을 이미 캐시한 경우 해석기는 캐
시된 응답을 계속 반환합니다. 해당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한 TTL이 만료될 때까지 다른 쿼리를
Route 53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해 제출된 DNS 쿼리 수 및 리소스 레코
드 세트에 대한 TTL에 따라 쿼리 로그에는 DNS에 제출된 수천 개의 쿼리 중 한 개의 쿼리에 대한
정보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DNS 작동 방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
서의 웹사이트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터넷 트래픽 라우팅을 참조하십시오.
로그 파일 형식
각 쿼리 로그의 값과 각 값의 형식에 대한 목록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DNS 쿼리 로
깅을 참조하십시오.
요금
쿼리 로그의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요금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로깅을 중지하는 방법
Route 53이 CloudWatch Logs로의 쿼리 로그 전송을 중지하도록 하려면 쿼리 로깅 구성을 삭제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eteQueryLoggingConfig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QueryLoggingConfig (p. 547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s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만 해당: 지정된 호스팅 영역과 연결된 VPC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복합 유형입니
다.

Note
퍼블릭 호스팅 영역의 경우 VPCs, VPCId 및 VPCRegion을 생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PC (p. 547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호스팅 영역 ID(예:
Z23ABC4XYZL05B)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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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Id
호스팅 영역을 생성할 때 Amazon Route 53에서 호스팅 영역에 할당한 ID입니다.
NameServers
특정 호스팅 영역에 대한 이름 서버 세트를 반환합니다. 예: ns1.example.com.
이 속성은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제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 생성
다음 템플릿 코드 조각에서는 example.com 도메인에 대한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을 생성합니다.

JSON
{

}

"DNS": {
"Type": "AWS: : Route53: : HostedZone",
"Properties": {
"HostedZoneConfig": {
"Comment": "Myhostedzoneforexample.com"
},
"Name": "example.com",
"VPCs": [
{
"VPCId": "vpc-abcd1234",
"VPCRegion": "ap-northeast-1"
},
{
"VPCId": "vpc-efgh5678",
"VPCRegion": "us-west-2"
}
],
"HostedZoneTags": [
{
"Key": "SampleKey1",
"Value": "SampleValue1"
},
{
"Key": "SampleKey2",
"Value": "SampleValue2"
}
]
}
}

YAML
DNS:
Type: "AWS::Route53::HostedZone"
Properties:
HostedZoneConfig:
Comment: 'My hosted zone for example.com'
Name: '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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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Id: 'vpc-abcd1234'
VPCRegion: 'ap-northeast-1'
VPCId: 'vpc-efgh5678'
VPCRegion: 'us-west-2'
HostedZoneTags:
Key: 'SampleKey1'
Value: 'SampleValue1'
Key: 'SampleKey2'
Value: 'SampleValue2'

참고 항목
• Amazon Route 53 API 참조의 CreateHostedZone

AWS::Route53::HostedZone HostedZoneConfig
호스팅 영역에 대한 설명(선택 사항)을 포함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설명을 지정하지 않으려면
HostedZoneConfig와 Comment 요소를 생략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ment" : String

YAML
Comment: String

Properties
Comment
호스팅 영역에 대해 포함하려는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Route53::HostedZone 주제의 값 반환
• Amazon Route 53 API 참조의 HostedZone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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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Route53::HostedZone HostedZoneTag
지정된 상태 확인 또는 호스팅 영역에 추가하거나 편집할 태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복합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Key의 값은 수행하려는 작업에 따라 다릅니다.
• 상태 확인 또는 호스팅 영역에 태그 추가: Key는 새 태크에 부여할 이름입니다.
• 태그 편집: Key는 Value를 변경할 태그의 이름입니다.
• 키 삭제: Key는 제거할 키의 이름입니다.
• 상태 확인에 이름 부여: 기본 Name 태그를 편집합니다. Amazon Route 53 콘솔에서 상태 확인 목록에
는 각 상태 확인에 부여한 이름을 볼 수 있는 이름 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Value의 값은 수행하려는 작업에 따라 다릅니다.
• 상태 확인 또는 호스팅 영역에 태그 추가: Value는 새 태크에 부여할 값입니다.
• 태그 편집: Value는 태그를 할당할 새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Route53::HostedZone 주제의 값 반환
• Amazon Route 53 API 참조의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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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Route53::HostedZone QueryLoggingConfig
DNS 쿼리 로깅에 대한 구성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oudWatchLogsLogGroupArn" : String

YAML
CloudWatchLogsLogGroupArn: String

Properties
CloudWatchLogsLogGroupArn
Amazon Route 53이 로그를 게시할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Route53::HostedZone 주제의 값 반환
• Amazon Route 53 API 참조의 QueryLoggingConfig

AWS::Route53::HostedZone VPC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만 해당: Amazon VPC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복합 유형입니다. Route 53 Resolver는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의 레코드를 사용하여 해당 VPC에서 트래픽을 라우팅합니다.

Note
퍼블릭 호스팅 영역의 경우 VPCs, VPCId 및 VPCRegion을 생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PCId" : String,
"VPCRegi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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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VPCId: String
VPCRegion: String

Properties
VPCId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만 해당: Amazon VPC의 ID입니다.

Note
퍼블릭 호스팅 영역의 경우 VPCs, VPCId 및 VPCRegion을 생략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Region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만 해당: Amazon VPC가 생성된 리전입니다.

Note
퍼블릭 호스팅 영역의 경우 VPCs, VPCId 및 VPCRegion을 생략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f-south-1 | ap-east-1 | ap-northeast-1 | ap-northeast-2 | apnortheast-3 | ap-south-1 | ap-southeast-1 | ap-southeast-2 | ca-central-1 |
cn-north-1 | eu-central-1 | eu-north-1 | eu-south-1 | eu-west-1 | eu-west-2
| eu-west-3 | me-south-1 | sa-east-1 | us-east-1 | us-east-2 | us-gov-east-1
| us-gov-west-1 | us-iso-east-1 | us-isob-east-1 | us-west-1 | us-west-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Route53::HostedZone 주제의 값 반환
• Amazon Route 53 API 참조의 VPC

AWS::Route53::KeySigningKey
AWS::Route53::KeySigningKey 리소스는 호스팅 영역에 새 키 서명 키(KSK)를 생성합니다. 호스팅 영
역 ID는 KSK 속성의 파라미터로 전달됩니다. 리소스의 Name, Status 및 KeyManagementServiceArn
속성을 사용하여 이 KSK의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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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Route53::KeySigningKey",
"Properties" : {
"HostedZoneId" : String,
"KeyManagementServiceArn" : String,
"Name" : String,
"Status" : String
}

YAML
Type: AWS::Route53::KeySigningKey
Properties:
HostedZoneId: String
KeyManagementServiceArn: String
Name: String
Status: String

Properties
HostedZoneId
호스팅 영역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고유 문자열(ID)입니다. 예: Z00001111A1ABCaaABC11.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yManagementServiceArn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의 고객 관리형 고객 마스터 키(CMK)에 대한 Amazon 리
소스 이름(ARN)입니다. KeyManagementServiceArn은 단일 호스팅 영역의 각 키 서명 키(KSK)
에 대해 고유해야 합니다. 예: arn:aws:kms:us-east-1:111122223333:key/111a2222a11b-1ab1-2ab2-1ab21a2b3a111.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키 서명 키(KSK)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문자열입니다. Name에는 숫자, 문자 및 밑줄(_)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Name는 동일한 호스팅 영역의 각 키 서명 키에 대해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12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tus
현재 키 서명 키(KSK) 상태를 나타내는 문자열입니다.
상태는 다음 값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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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KSK가 서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INACTIVE
KSK가 서명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DELETING
KSK를 삭제하는 중입니다.
ACTION_NEEDED
KSK에 해결 조치가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관리형 고객 마스터 키가 삭제되었거
나 고객 관리형 키에 대한 권한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INTERNAL_FAILURE
요청 중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KSK와 관련된 작업을 포함하여 DNSSEC 서명 작업을 계속하
려면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KSK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5
Maximum: 1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호스팅 영역 ID와 KSK 이름 속성
을 기반으로 하는 식별자를 반환합니다. 예:
{ "Ref": "Z00001111A1ABCaaABC11|KSK1"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Route53::RecordSet
생성할 레코드에 대한 정보입니다.
AWS::Route53::RecordSet 유형을 독립형 리소스로 사용하거나 AWS::Route53::RecordSetGroup
유형에 포함된 속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AWS::Route53::RecordSet 속성은
AWS::Route53::RecordSetGroup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API 참조의 ChangeResourceRecordSets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Route53::RecordSet",
"Proper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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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asTarget" : AliasTarget (p. 5488),
"Comment" : String,
"Failover" : String,
"GeoLocation" : GeoLocation (p. 5493),
"HealthCheckId" : String,
"HostedZoneId" : String,
"HostedZoneName" : String,
"MultiValueAnswer" : Boolean,
"Name" : String,
"Region" : String,
"ResourceRecords" : [ String, ... ],
"SetIdentifier" : String,
"TTL" : String,
"Type" : String,
"Weight" : Integer

YAML
Type: AWS::Route53::RecordSet
Properties:
AliasTarget:
AliasTarget (p. 5488)
Comment: String
Failover: String
GeoLocation:
GeoLocation (p. 5493)
HealthCheckId: String
HostedZoneId: String
HostedZoneName: String
MultiValueAnswer: Boolean
Name: String
Region: String
ResourceRecords:
- String
SetIdentifier: String
TTL: String
Type: String
Weight: Integer

Properties
AliasTarget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만 해당: 트래픽을 라우팅할 AWS 리소스(예: CloudFront 배포 또는 Amazon S3
버킷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 대해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하는 경우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 CloudFront 배포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는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
할 수 없습니다.
•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서 지리적 위치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 또는 지연 시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서 장애 조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서 장애 조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AliasTarget (p. 548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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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선택 사항: 변경 배치 요청에 대해 포함시키려는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ailover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해서만 장애 조치: 장애 조치를 구성하려면 두 개 리소스 리코드 세트에
Failover 요소를 추가합니다. 하나의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해 Failover 값으로 PRIMARY를 지정
하고 다른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경우 SECONDARY를 지정합니다. 또한 HealthCheckId 요소를 포함시
키고, Amazon Route 53이 각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해 수행할 상태 확인을 지정합니다.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장애 조치 동작은 두 개 리소스 레코드 세트 모두에 HealthCheckId 요
소를 포함했다고 가정합니다.
• 기본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정상이면 Route 53은 보조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상태에 관계없이 기본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적용 가능 값으로 DNS 쿼리에 응답합니다.
• 기본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비정상이고 보조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정상이면 Route 53은 보조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적용 가능 값으로 DNS 쿼리에 응답합니다.
• 보조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비정상이면 Route 53은 기본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상태에 관계없이 기본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적용 가능 값으로 DNS 쿼리에 응답합니다.
• 보조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HealthCheckId 요소를 생략하고 기본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비정상이
면 Route 53은 항상 보조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적용 가능 값으로 DNS 쿼리에 응답합니다. 연결된 엔
드포인트의 상태에 관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Name 및 Type 요소 값이 장애 조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와 같은 비-장애 조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
할 수 없습니다.
장애 조치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경우 EvaluateTargetHealth 요소도 포함하고 값을 true로 설
정해야 합니다.
Route 53의 장애 조치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에서 다음 주제를 참
조하십시오.
• Route 53 상태 확인 및 DNS Failover
•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서 장애 조치 구성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PRIMARY | SECONDAR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eoLocation
지리 위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만 해당: 쿼리의 지리적 오리진을 기반으로 Amazon Route 53이 DNS 쿼
리에 응답하는 방식을 제어할 수 있는 복합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모든 쿼리가 IP 주소가
192.0.2.111인 웹 서버로 라우팅되도록 하려면 Type이 A이고 ContinentCode가 AF인 리소스 레코
드 세트를 만듭니다.

Note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서 지리 위치 및 지리 위치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할 수는 있
지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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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지리적 리전에 대해 별도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하는 경우,예를 들면, 한 대륙에 하나의
리소스 레코드 세트, 같은 대륙의 한 나라에 하나의 리소스 레코드 세트 우선 순위는 가장 작은 지리적
리전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한 대륙의 대다수 쿼리를 하나의 리소스로 라우팅하고 그 대륙에서 나
라의 쿼리는 다른 리소스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리 위치를 지정하는 지리 위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 요소의 CountryCode 값은 Name 및 Type 요소의 값이 동일한, 다른 지리 위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지정되지 않은 모든 지리 위치와 일치합니다.

Important
지리 위치는 IP 주소를 위치에 매핑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일부 IP 주소들은 지리
위치에 매핑되지 않으므로, 7개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지리 위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한
다 해도 Route 53은 식별할 수 없는 위치에서 온 일부 DNS 쿼리를 수신합니다. CountryCode
값이 *인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리적 위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하지 않은 위치에서 가져온 쿼리와 위치에 매핑되지 않은 IP 주소의 쿼리인 두 쿼리 그룹
이 이 레코드에서 지정하는 리소스로 라우팅됩니다. *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하지 않으면,
Route 53은 그 위치들로부터 온 쿼리에 대해 ‘응답 없음’으로 응답합니다.
Name 및 Type 요소 값이 지리 위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와 같은 비-지리 위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
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eoLocation (p. 54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lthCheckId
상태 확인 상태가 정상일 때만 DNS 쿼리에 대한 응답으로 Amazon Route 53이 이 리소스 레코드 세트
를 반환하도록 하려면, HealthCheckId 요소를 포함하고 적용 가능한 상태 확인의 ID를 지정하십시오.
Route 53은 다음 중 하나를 기반으로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 상태 확인에 지정된 엔드포인트로 요청을 주기적으로 전송
• 지정된 상태 확인 그룹의 상태를 집계(계산된 상태 확인)
• CloudWatch 경보의 현재 상태를 파악(CloudWatch 지표 상태 확인)

Important
Route 53은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지정된 엔드포인트, 예를 들어 Value 요소에서 IP 주소로 지
정된 엔드포인트의 상태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HealthCheckId 요소를
추가하면 Route 53이 상태 점검에서 지정한 엔드포인트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에서 다음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 Amazon Route 53이 엔드포인트가 정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Route 53 상태 확인 및 DNS Failover
•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서 장애 조치 구성
HealthCheckId를 지정하는 시점
HealthCheckId 값을 지정하는 것은 Route 53이 둘 이상의 리소스 레코드 사이에서 DNS 쿼리에 응답
할 세트를 선택할 때 그리고 Route 53이 부분적으로 상태 확인 상태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때만 유용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 확인 구성만 유효합니다.
• 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 라우팅 정책, 이름, 유형이 동일한(예: 이름이 www.example.com이고 유
형이 A인 여러 가중치 레코드) 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그룹 상태를 확인하는 중이고, 모든 리소
스 레코드 세트에 상태 확인 ID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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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상태 확인 상태가 정상이면 Route 53은 여러 레코드 중에서 DNS 쿼리에 응답
할 때 사용하는 레코드를 포함합니다.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상태 확인 상태가 비정상이면 Route 53은 해당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값을 사
용하는 DNS 쿼리에 대한 응답을 중단합니다.
그룹의 모든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한 상태 확인 상태가 비정상이면 Route 53은 그룹의 모든 리소
스 레코드 세트를 정상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DNS 쿼리에 응답합니다.
•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 다음 설정을 지정합니다.
• 라우팅 정책, 이름, 유형이 동일한(예: 이름이 www.example.com이고 유형이 A인 여러 가중치 레코
드)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그룹에서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해 EvaluateTargetHealth를
true로 설정합니다.
• 동일한 호스팅 영역에 있는 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도록 별칭 리소스 레코
드 세트를 구성합니다.
• 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상태 확인 ID를 지정합니다.
상태 확인 상태가 정상이면 Route 53은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정상인 것으로 간주하고 DNS 쿼
리에 응답할 때 사용할 별칭 레코드를 포함합니다.
상태 확인 상태가 비정상이면 Route 53은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사용하는 DNS 쿼리에 대한 응
답을 중단합니다.

Note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는 라우팅 정책, 이름 및 유형이 동일한 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
그룹으로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성에서는, 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 그
룹의 모든 리소스 레코드 세트와 상태 확인을 연결합니다.
지리적 라우팅
지리 위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경우 엔드포인트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 Route 53은 규모가 더 큰 관련
지리적 리전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조회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주, 미국 전체, 북미에 대해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있고, CountryCode에 대한 *가 *인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있다고(모든 위치에 적용) 가
정합니다. 상태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엔드포인트가 비정상이면 Route 53은 엔드포인트가 정상인 리소
스 레코드 세트를 찾을 때까지 다음 순서로 정상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확인합니다.
• 미국
• 북미
• 기본 리소스 레코드 세트
도메인 이름으로 상태 확인 엔드포인트 지정
상태 확인에서 도메인 이름만으로 엔드포인트를 지정할 경우에는 각 엔드포인트마다 별도의 상태 확
인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www.example.com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각 HTTP 서버마
다 상태 확인을 생성합니다. FullyQualifiedDomainName 값의 경우,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이름
(www.example.com)이 아닌 서버의 도메인 이름(예: us-east-2-www.example.com)을 지정합니다.

Important
다음을 수행하면 상태 확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 FullyQualifiedDomainName에 대한 값이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이름으로 동일한 상태
확인을 생성합니다.
• 상태 확인을 리소스 레코드 세트와 연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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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edZoneId
레코드를 생성하려는 호스팅 영역의 ID입니다.
HostedZoneName 또는 HostedZoneId 중 하나를 지정하며 둘 다 지정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가진 호스팅 영역이 여러 개 있는 경우 HostedZoneId를 사용하여 호스팅 영역을 지정해야 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3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HostedZoneName
레코드를 생성하려는 호스팅 영역의 이름입니다. 후행 점(예: www.example.com.)을
HostedZoneName의 일부로 포함해야 합니다.
HostedZoneName을 지정하는 AWS::Route53::RecordSet를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이름이 HostedZoneName과 일치하는 호스팅 영역을 찾으려고 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일치하는 도메인 이름을 가진 호스팅 영역을 찾을 수 없거나 지정된 도메인 이름을
가진 호스팅 영역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스택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HostedZoneName 또는 HostedZoneId 중 하나를 지정하며 둘 다 지정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가진 호스팅 영역이 여러 개 있는 경우 HostedZoneId를 사용하여 호스팅 영역을 지정해야 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3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ultiValueAnswer
다중값 응답 리소스 레코드 세트만: 트래픽을 거의 무작위적으로 웹 서버 같은 다수의 리소스로 라우팅
하려면 각 리소스마다 하나씩 다중 응답 레코드를 생성하고 MultiValueAnswer에 대해 true를 지정
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상태 확인을 다중 응답 리소스 레코드 세트와 연결할 경우 Amazon Route 53은 상태 검사가 정상일 경
우에만 해당 IP 주소로 DNS 쿼리에 응답합니다.
• 상태 검사를 다중 응답 레코드와 연결하지 않을 경우 Route 53은 항상 레코드가 정상이라고 간주합니
다.
• Route 53은 임의로 선택된 최대 8개 정상 레코드로 DNS 쿼리에 응답합니다. 정상 레코드가 8개 이하
일 경우 Route 53에서 모든 DNS 쿼리에 모든 정상 레코드로 응답합니다.
• 정상 레코드가 8개를 초과할 경우 Route 53은 다른 DNS 해석기에 다른 정상 레코드 조합으로 응답합
니다.
• 모든 레코드가 비정상일 경우 Route 53은 최대 8개의 비정상 레코드로 DNS 쿼리에 응답합니다.
• 해석기가 응답을 캐시한 후 한 리소스가 사용 불가능해질 경우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응답에 있는 다른 IP 주소를 시도합니다.
다중값 응답 별칭 레코드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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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ChangeResourceRecordSets 요청의 경우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할 레코드의 이름입니다.
ListResourceRecordSets 응답의 경우, 지정된 호스팅 영역의 레코드 이름입니다.
ChangeResourceRecordSets Only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예: www.example.com). 선택적으로 뒤에 오는 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뒤에 오는 점을 생략하면 Amazon Route 53은 지정한 도메인 이름이 정규화된 것으로 가정합
니다. 다시 말해 Route 53은 www.example.com(뒤에 점 없음)과 www.example.com.(뒤에 점 있음)
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a-z, 0-9 및 -(하이픈) 이외의 문자를 지정하는 방법과 국제 도메인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DNS 도메인 이름 형식을 참조하십시오.
도메인 이름에서 (*)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제일 왼쪽 라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예:
*.example.com).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이 전체 라벨을 대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rod.example.com 또는 prod*.example.com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은 가운데 라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예: marketing.*.example.com).
• 도메인 이름에서 제일 왼쪽 라벨 이외의 위치에 *을 포함시키면 DNS가 이를 와일드카드가 아닌 * 문
자(ASCII 42)로 처리합니다.

Important
* 와일드카드를 유형이 NS인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메인 이름에서 * 와일드카드를 제일 왼쪽 라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example.com). 가운데
레이블 하나에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예: marketing.*.example.com). 또한 *는 전체 레이블을 대
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rod*.example.com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gion
지연 시간 기반 리소스 레코드 세트만 해당: 이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참조하는 리소스를 생성한
Amazon EC2 리전입니다. 리소스는 일반적으로 AWS 리소스(예: EC2 인스턴스 또는 ELB 로드 밸런서)
이며, 레코드 유형에 따라 IP 주소 또는 DNS 도메인 이름으로 참조됩니다.

Note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서 지연 시간 및 지연 시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할 수는 있
지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Amazon Route 53에서 지연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해 생성된 도메인 이름 및 유형에 대한 DNS 쿼리
를 수신한 경우 Route 53은 최종 사용자와 연결된 Amazon EC2 리전 간에 지연 시간이 가장 짧은 지연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Route 53은 선택된 리소스 레코드 세트와 연결된 값을 반
환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지연 리소스 레코드 세트별로 ResourceRecord를 1개씩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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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Amazon EC2 리전에 지연 시간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1개씩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모든 Amazon EC2 리전에 지연 시간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Route 53은 지연
시간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할 리전 중에서 지연 시간이 가장 좋은 리전을 선택합니다.
• Name 및 Type 요소 값이 지연 시간 리소스 레코드 세트와 같은 비-지연 시간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
성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f-south-1 | ap-east-1 | ap-northeast-1 | ap-northeast-2 | apnortheast-3 | ap-south-1 | ap-southeast-1 | ap-southeast-2 | ca-central-1 |
cn-north-1 | cn-northwest-1 | eu-central-1 | eu-north-1 | eu-south-1 | euwest-1 | eu-west-2 | eu-west-3 | me-south-1 | sa-east-1 | us-east-1 | useast-2 | us-west-1 | us-west-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Records
Type 속성에 지정한 값에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값입니다. 예를 들어, Type을 A로 지정한 경우
ResourceRecords에 대해 IPv4 형식으로 하나 이상의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각 레코드 유형의 값 형
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지원되는 DNS 리소스 레코드 유형을 참조
하십시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CNAME 및 SOA를 제외한 모든 레코드 유형에 대해 둘 이상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값의 최대 길이는 4000자입니다.
• 별칭 레코드를 생성하는 경우 ResourceRecords를 생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tIdentifier
단순하지 않은 라우팅 정책이 있는 리소스 레코드 세트: 이름과 유형의 조합이 동일한 여러 리소스 레코
드 세트(이름이 acme.example.com이고 유형이 A인 여러 가중치 기반 리소스 레코드 세트) 사이에서 차
별화되는 식별자입니다. 이름과 유형이 동일한 리소스 레코드 세트 그룹에서 각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SetIdentifier 값은 고유해야 합니다.
라우팅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라우팅 정책 선택을 참조하십시
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TL
리소스 레코드 캐시 TTL(Time to Live)(초)입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경우 TTL을 생략하십시오. Amazon Route 53은
별칭 대상에 TTL 값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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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상태 점검과 연관시킬 경우에는(HealthCheckId 요소를 추가하는 경우) 클
라이언트가 상태 변경에 빠르게 응답하도록 TTL을 60초 이하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중 리소스 레코드 세트 그룹의 모든 리소스 레코드 세트는 TTL 값이 동일해야 합니다.
• 가중 리소스 레코드 세트 그룹에 별칭 대상이 ELB 로드 밸런서인 가중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하
나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이름과 유형이 동일한 모든 비-별칭 가중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해 TTL을
60초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0초(로드 밸런스의 TTL) 이외의 값을 지정하면 Weight에 지정하는
값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DNS 레코드 유형입니다. 다양한 레코드 유형 및 데이터 인코딩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지원되는 DNS 리소스 레코드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유효한 값: A | AAAA | CAA | CNAME | DS |MX | NAPTR | NS | PTR | SOA | SPF |
SRV | TXT
가중치, 지연 시간, 지리 위치 및 장애 조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값: A | AAAA | CAA | CNAME | MX |
NAPTR | PTR | SPF | SRV | TXT. 가중치, 지연 시간, 지리 위치 또는 장애 조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 그룹을
생성할 때 그룹의 모든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해 동일한 값을 지정하십시오.
다중값 응답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유효한 값: A | AAAA | MX | NAPTR | PTR | SPF | SRV | TXT

Note
SPF 레코드는 이전에는 이메일 메시지 발신자의 자격 증명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러나 Type 값이 SPF인 리소스 레코드 세트 생성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RFC 7208, 즉 Sender
Policy Framework(SPF) for Authorizing Use of Domains in Email, Version 1(이메일에서 도메
인 사용을 인증하기 위한 메일 서버 등록제, 버전 1)은 "...[RFC4408]에 정의된 그 존재 및 메커
니즘은 어떤 상호 운용성 문제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SPF 버전 1에 대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 구현은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RFC 7208에서는 14.1 섹션인 SPF DNS 레코드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 값:
• Amazon API Gateway 사용자 지정 리전 API와 엣지 최적화 API: A
• CloudFront 배포: A
배포에 IPv6이 활성화된 경우 두 개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하여 배포로 트래픽을 라우팅하십시
오(하나는 값이 A, 다른 하나는 값이 AAAA).
• 리전별 하위 도메인이 있는 Amazon API Gateway 환경: A
• ELB 로드 밸런서: A | AAAA
• Amazon S3 버킷: A
•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 A
• 이 호스팅 영역의 다른 리소스 레코드 세트: 별칭을 생성할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NS 및 SOA를 제외한 모든 값이 지원됩니다.

Note
호스팅 영역(zone apex라고도 함)과 이름이 같은 별칭 레코드를 생성한다면, Type 값이
CNAME인 레코드로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별칭 레코드가 트래픽이 라우팅되
는 레코드와 동일한 형식이어야 하고, zone apex에 대한 CNAME 레코드 생성은 별칭 레코드
에 대해서도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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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 | AAAA | CAA | CNAME | DS | MX | NAPTR | NS | PTR | SOA | SPF |
SRV | TX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ight
가중치 기반 리소스 레코드 세트만 해당: DNS 이름과 유형의 조합이 동일한 리소스 레코드 세트 중에서
Amazon Route 53이 현재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사용하여 응답하는 DNS 쿼리의 비율을 결정하는 값입
니다. Route 53은 DNS 이름과 유형 조합이 동일한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가중치 합을 계산합니다. 이후
Route 53은 총계에 대한 리소스 가중치 비율을 토대로 질의에 응답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모든 가중치 기반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한 Weight 요소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 가중치 기반 리소스 레코드 세트별로 ResourceRecord를 1개씩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Name 및 Type 요소 값이 가중치 기반 리소스 레코드 세트와 같은 지연 시간, 장애 조치 또는 지리 위
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 Name 및 Type 요소 값이 동일한 가중치 기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최대 100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 가중치 기반(가중치 기반 별칭은 아님)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경우,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해
Weight를 0으로 설정하면 Route 53은 해당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적용 가능한 값으로 쿼리에 응답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DNS 이름과 유형의 조합이 동일한 모든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해 Weight를
0으로 설정하면 트래픽이 동일한 확률로 모든 리소스에 라우팅됩니다.
Weight를 0으로 설정할 때의 효과는 상태 점검을 가중 리소스 레코드 세트와 연관시킬 때와 다릅니
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Route 53 액티브-액티브 및 액티브-패시브 장
애 조치 구성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레코드 세트의 도메인 이름 값(예: acme.example.com)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
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더 많은 예제는 Route 53 템플릿 코드 조각을 참조하십시오.

Route 53 A 레코드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A 레코드에 대한 설정을 지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

"Resources" : {
"myDNSRecor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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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ype" : "AWS::Route53::RecordSet",
"Properties" : {
"HostedZoneId" : "Z8VLZEXAMPLE",
"Name" : "test.example.com",
"ResourceRecords" : [
"192.0.2.99"
],
"TTL" : "300",
"Type" : "A"
}

YAML
Resources:
myDNSRecord:
Type: AWS::Route53::RecordSet
Properties:
HostedZoneId : Z8VLZEXAMPLE
Name: test.example.com
ResourceRecords:
- 192.0.2.99
TTL: 900
Type: A

Amazon EC2 인스턴스용 Route 53 A 레코드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한 A 레코드를 생성하는 방법 및 CloudFormation 함수를 사용
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장 함수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JSON
{

"Resources" : {
"Ec2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ImageId" : {
"Fn::FindInMap" : [
"RegionMap",
{
"Ref" : "AWS::Region" },
"AMI"
]
}
}
},
"myDNSRecord" : {
"Type" : "AWS::Route53::RecordSet",
"Properties" : {
"HostedZoneName" : {
"Ref" : "HostedZoneResource"
},
"Comment" : "DNS name for my instance.",
"Name" : {
"Fn::Join" : [
"",
[
{
"Ref" : "Ec2Inst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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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Ref" : "AWS::Region"
},
".",
{
"Ref" : "HostedZone"
},
"."

},
"Type" : "A",
"TTL" : "900",
"ResourceRecords" : [
{
"Fn::GetAtt" : [
"Ec2Instance",
"PublicIp"
]
}
]

YAML
Resources: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FindInMap [RegionMap, !Ref 'AWS::Region', AMI]
myDNSRecord:
Type: AWS::Route53::RecordSet
Properties:
HostedZoneName: !Ref 'HostedZoneResource'
Comment: DNS name for my instance.
Name: !Join ['', [!Ref 'Ec2Instance', ., !Ref 'AWS::Region', ., !Ref
'HostedZone', .]]
Type: A
TTL: 900
ResourceRecords:
- !GetAtt Ec2Instance.PublicIp

참고 항목
• Amazon Route 53 API 참조의 ChangeResourceRecordSets

AWS::Route53::RecordSet AliasTarget
별칭 레코드만 해당: 트래픽 경로를 지정할 AWS 리소스(예: CloudFront 배포 또는 Amazon S3 버킷 등)에 대
한 정보입니다.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 대해 레코드를 생성하는 경우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서 지리 위치 별칭 및 지연 시간 별칭 레코드를 생성할 수 있지만 지원되지는 않습
니다.
•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서 장애 조치 레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
에서 장애 조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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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NSName" : String,
"EvaluateTargetHealth" : Boolean,
"HostedZoneId" : String

YAML
DNSName: String
EvaluateTargetHealth: Boolean
HostedZoneId: String

Properties
DNSName
별칭 레코드만 해당: 쿼리를 라우팅하려는 위치에 따라 지정하는 값입니다.
Amazon API Gateway 사용자 지정 리전 API와 엣지 최적화 API
API에 적합한 도메인 이름을 지정합니다. AWS CLI 명령 get-domain-names를 사용하여 적합한 값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리전 API의 경우 regionalDomainName 값을 지정합니다.
• 엣지 최적화 API의 경우 distributionDomainName 값을 지정합니다. 연결된 CloudFront 배포
의 이름입니다(예: da1b2c3d4e5.cloudfront.net).

Note
생성하는 레코드 이름은 API의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예:
api.example.com).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에 대한 API 엔드포인트를 입력합니다(예: vpce-123456789abcdef01example-us-east-1a.elasticloadbalancing.us-east-1.vpce.amazonaws.com). 엣지
최적화 API의 경우, 해당 CloudFront 배포에 대한 도메인 이름입니다. AWS CLI 명령 describe-vpcendpoints를 사용하여 DnsName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oudFront 배포
배포를 생성할 때 CloudFront가 할당한 도메인 이름을 지정합니다.
CloudFront 배포에는 레코드 이름과 일치하는 대체 도메인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레코드 이름이 acme.example.com인 경우 CloudFront 배포에 acme.example.com이 대체 도메인
이름 중 하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에서 대체 도
메인 이름(CNAME)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CloudFront 배포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는 레코드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Note
장애 조치 별칭 레코드의 경우, 기본 및 보조 레코드 모두에 사용할 CloudFront 배포를 지
정할 수 없습니다. 레코드 이름과 일치하는 대체 도메인 이름이 배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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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기본 및 보조 레코드는 이름이 동일하고, 둘 이상의 배포에 동일한 대체 도메인
이름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Elastic Beanstalk 환경
Elastic Beanstalk 환경의 도메인 이름에 환경을 배포한 리전이 포함되는 경우 트래픽을 환경으로
라우팅하는 별칭 레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 이름 my-environment.uswest-2.elasticbeanstalk.com은 리전이 지정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Important
2016년 초 이전에 생성된 환경의 경우 도메인 이름에 리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려면 별칭 레코드 대신에 CNAME 레코드를 생성해야 합니
다. 루트 도메인 이름에는 CNAME 레코드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 이름
이 example.com이라면 acme.example.com에 대한 트래픽을 Elastic Beanstalk 환경으로
라우팅하는 레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xample.com에 대한 트래픽을 Elastic
Beanstalk 환경으로 라우팅하는 레코드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리전별 하위 도메인이 있는 Elastic Beanstalk 환경의 경우, 환경에 CNAME 속성을 지정하십시오. 다
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CNAME 속성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WS Management Console: 콘솔을 사용하여 값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Elastic Beanstalk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Elastic Beanstalk에서 사용자 지정 도메인 사용을 참
조하세요.
• Elastic Beanstalk API: DescribeEnvironments 작업을 사용하여 CNAME 속성의 값을 확인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Elastic Beanstalk API 참조에서 DescribeEnvironments를 참조하세요.
• AWS CLI: describe-environments 명령을 사용하여 CNAME 속성의 값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I에서 describe-environments를 참조하세요.
ELB 로드 밸런서
로드 밸런서와 연결된 DNS 이름을 지정합니다. AWS Management Console, ELB API 또는 AWS
CLI를 사용하여 DNS 이름을 확인합니다.
• AWS Management Console: EC2 페이지로 이동하고 탐색 창에서 [로드 밸런서(Load Balancers)]
를 선택한 다음 로드 밸런서를 선택하고 [설명(Description)] 탭을 선택하여 [DNS 이름(DNS
name)] 필드의 값을 확인합니다.
Classic Load Balancer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경우 dualstack으로 시작하는 값을 확인합니다. 다
른 유형의 로드 밸런서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려는 경우 레코드 형식 A 또는 AAAA에 적용되는 값
을 확인합니다.
• Elastic Load Balancing API: DescribeLoadBalancers를 사용하여 DNSName 값을 확인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Classic Load Balancer: DescribeLoadBalancers
• Application Load Balancer 및 Network Load Balancer: DescribeLoadBalancers
• CloudFormation Fn::GetAtt 내장 함수: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다음 DNSName 값을 가
져옵니다.
• Classic Load Balancer
• Application Load Balancer 및 Network Load Balancer
• AWS CLI: DNSName의 값을 가져오려면 describe-load-balancers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해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Classic Load Balancer: describe-load-balancers
• Application Load Balancer 및 Network Load Balancer: describe-load-balancers
Global Accelerator 액셀러레이터
액셀러레이터의 DNS 이름을 지정합니다.
• Global Accelerator API: DNS 이름을 가져오려면 DescribeAccelerator를 사용합니다.
• AWS CLI: DNS 이름을 확인하려면 describe-accelerator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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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웹 사이트로 구성되는 Amazon S3 버킷
버킷을 생성한 Amazon S3 웹 사이트 엔드포인트의 도메인 이름을 지정합니다(예: s3website.us-east-2.amazonaws.com). 유효한 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Web
Services 일반 참조의 Amazon S3 Website Endpoints 표를 참조하십시오. 웹 사이트에 S3 버킷을
사용하는 방법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Route 53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Route 53 레코드
현재 호스팅 영역에 있는 레코드에 대한 Name 요소의 값을 지정합니다.

Note
호스팅 영역(zone apex라고도 함)과 이름이 같은 별칭 레코드를 생성할 경우, Type 값이
CNAME인 레코드에 대해 도메인 이름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트래픽이 라우팅되
는 레코드 형식과 별칭 레코드 형식이 동일해야 하고 zone apex에 대한 CNAME 레코드 생
성은 별칭 레코드에 대해서도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aluateTargetHealth
별칭, 장애 조치 별칭, 지리적 위치 별칭, 대기 시간 별칭 및 가중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만 적용됨:
EvaluateTargetHealth가 true인 경우,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는 참조된 AWS 리소스(ELB 로드
밸런서 또는 호스팅 영역에 설정된 다른 리소스 레코드 등)의 상태를 상속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CloudFront 배포
별칭 대상이 CloudFront 배포일 경우, EvaluateTargetHealth를 true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리전별 하위 도메인이 있는 Elastic Beanstalk 환경
DNSName에 Elastic Beanstalk 환경을 지정하고 환경에 ELB 로드 밸런서가 포함된 경우, Elastic
Load Balancing은 로드 밸런서에 등록된 정상 Amazon EC2 인스턴스로만 쿼리를 라우팅합니다.
(하나의 환경에 한 개 이상의 Amazon EC2 인스턴스가 포함된 경우 ELB 로드 밸런서가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EvaluateTargetHealth를 true로 설정했는데 양호한 Amazon EC2 인스턴스가
없거나 로드 밸런서 자체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 Route 53은 양호한 다른 리소스로 쿼리를 라우팅합
니다.
환경에 하나의 Amazon EC2 인스턴스가 포함된 경우에는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ELB 로드 밸런서
상태 확인 동작은 로드 밸런서의 유형에 따라 달랍니다.
• Classic Load Balancer: DNSName에 ELB Classic Load Balancer를 지정한 경우, Elastic Load
Balancing은 로드 밸런서에 등록된 정상 Amazon EC2 인스턴스로만 쿼리를 라우팅합니다.
EvaluateTargetHealth를 true로 설정한 경우 상태가 정상인 EC2 인스턴스가 없거나 로드
밸런서 자체의 상태가 정상이 아닐 경우 Route 53은 다른 리소스로 쿼리를 라우팅합니다.
• Application Load Balancer 및 Network Load Balancer: ELB Application 또는 Network Load
Balancer를 지정하고 EvaluateTargetHealth를 true로 설정하는 경우 Route 53은 로드 밸런
서와 연결된 대상 그룹의 상태에 따라 쿼리를 로드 밸런서로 라우팅합니다.
• Application 또는 Network Load Balancer가 정상 상태로 간주되려면 대상을 포함하는 모든 대
상 그룹에 정상 상태 대상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상 그룹에 정상이 아닌 대상만 포
함되는 경우 로드 밸런서는 정상이 아닌 상태로 간주되고 Route 53은 쿼리를 다른 리소스로 라
우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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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대상이 없는 대상 그룹은 정상이 아닌 상태로 간주됩니다.

Note
로드 밸런서를 생성할 때 Elastic Load Balancing 상태 확인에 대한 설정을 구성하게 되는
데, 이러한 확인은 Route 53 상태 확인은 아니지만 비슷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ELB 로드
밸런서에 등록하는 EC2 인스턴스에 대해 Route 53 상태 확인을 생성하지 마십시오.
S3 버킷
별칭 대상이 S3 버킷인 경우 EvaluateTargetHealth를 true로 설정하는 데 필요한 특정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동일 호스팅 영역 내 다른 레코드
DNSName에 지정한 AWS 리소스가 레코드 또는 레코드 그룹(예: 가중 레코드 그룹)이지만 또 다른
별칭 레코드가 아닐 경우에는 상태 확인을 별칭 대상의 모든 레코드에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상태 확인을 생략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 및 예제를 보려면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Route 53 상태 확인 및 DNS
장애 조치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edZoneId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만 해당: 사용되는 값은 트래픽을 라우팅하려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Amazon API Gateway 사용자 지정 리전 API와 엣지 최적화 API
해당 API에 대한 호스팅 영역 ID를 지정합니다. AWS CLI 명령 get-domain-names를 사용하여 적합
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리전 API의 경우 regionalHostedZoneId 값을 지정합니다.
• 엣지 최적화 API의 경우 distributionHostedZoneId 값을 지정합니다.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에 대한 호스팅 영역 ID를 지정합니다. AWS CLI 명령 describe-vpcendpoints를 사용하여 HostedZoneId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oudFront 배포
Z2FDTNDATAQYW2를 지정합니다. 이 ID는 트래픽을 CloudFront 배포로 라우팅하는 별칭 레코드를
생성할 때 항상 호스팅 영역 ID입니다.

Note
프라이빗 영역에서는 CloudFront에 대한 별칭 레코드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Elastic Beanstalk 환경
환경을 생성한 리전에 대한 호스팅 영역 ID를 지정합니다. 환경에는 리전 하위 도메인이 있어야 합
니다. 리전 및 해당 호스팅 영역 ID 목록을 확인하려면 Amazon Web Services 일반 참조에서 AWS
Elastic Beanstalk 엔드포인트 및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ELB 로드 밸런서
로드 밸런서에 대한 호스팅 영역 ID의 값을 지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호스팅 영역
ID를 확인합니다.
• Amazon Web Services 일반 참조의 “Elastic Load Balancing 엔드포인트 및 할당량” 주제에 있는
서비스 엔드포인트 테이블: 로드 밸런서를 생성한 리전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합니다.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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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Classic Load Balancer에 대한 열과 Network Load Balancers에 대한 열이 따로 있음에 유의하
십시오.
• AWS Management Console: Amazon EC2 페이지로 이동하고 탐색 창에서 [로드 밸런서(Load
Balancers)]를 선택한 다음 로드 밸런서를 선택하고 [설명(Description)] 탭에서 [호스팅 영역
(Hosted zone)] 필드의 값을 확인합니다.
• Elastic Load Balancing API: DescribeLoadBalancers를 사용하여 해당 값을 확인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해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Classic Load Balancer: DescribeLoadBalancers를 사용하여 CanonicalHostedZoneNameID
값을 가져옵니다.
• Application Load Balancer 및 Network Load Balancer: DescribeLoadBalancers를 사용하여
CanonicalHostedZoneID 값을 가져옵니다.
• CloudFormation Fn::GetAtt 내장 함수: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다음의 해당 값을 가져옵
니다.
• Classic Load Balancer: CanonicalHostedZoneNameID를 가져옵니다.
• Application Load Balancer 및 Network Load Balancer: CanonicalHostedZoneID를 가져옵니다.
• AWS CLI: describe-load-balancers를 사용하여 해당 값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Classic Load Balancer: describe-load-balancers를 사용하여
CanonicalHostedZoneNameID 값을 가져옵니다.
• Application Load Balancer 및 Network Load Balancer: describe-load-balancers를 사용하여
CanonicalHostedZoneID 값을 가져옵니다.
Global Accelerator 액셀러레이터
Z2BJ6XQ5FK7U4H를 지정합니다.
정적 웹 사이트로 구성되는 Amazon S3 버킷
버킷을 생성한 리전에 대한 호스팅 영역 ID를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Web Services 일반 참조의 Amazon S3 Website Endpoints 표를 참조하십시오.
호스팅 영역의 다른 Route 53 레코드
해당 호스팅 영역의 호스팅 영역 ID를 지정합니다. 별칭 레코드는 다른 호스팅 영역의 레코드를 참
조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Route53::RecordSet 주제의 값 반환
• Amazon Route 53 API 참조의 AliasTarget

AWS::Route53::RecordSet GeoLocation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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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ontinentCode" : String,
"CountryCode" : String,
"SubdivisionCode" : String

YAML
ContinentCode: String
CountryCode: String
SubdivisionCode: String

Properties
ContinentCode
지리적 위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경우 대륙을 식별하는 두 자로 된 약어입니다. Route 53은 다음 대륙
코드를 지원합니다.
• AF: 아프리카
• AN: 남극 대륙
• AS: 아시아
• EU: 유럽
• OC: 오세아니아
• NA: 북미
• SA: 남미
제약: ContinentCode와 함께 CountryCode 또는 SubdivisionCode를 지정하면 InvalidInput
오류가 반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
Maximum: 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untryCode
지리적 위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경우 국가에 대한 두 자로 된 코드입니다.
Route 53은 ISO 표준 3166-1 alpha-2로 지정된 두 자로 된 국가 코드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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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visionCode
지리적 위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경우 미국 주에 대한 두 자로 된 코드입니다. Route 53은
SubdivisionCode에 대한 어떤 값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 약어 목록은 미국 우편 서비스 웹 사이트
의 부록 B: 두 자로 된 주 및 영토 약어를 참조하십시오.
subdivisioncode를 지정하면 CountryCode에 대해 US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Route53::RecordSet 주제의 값 반환
• Amazon Route 53 API 참조의 GeoLocation

AWS::Route53::RecordSetGroup
선택적 설명, 변경하려는 호스팅 영역의 이름 및 ID, 생성하려는 레코드의 값을 포함하는 복합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oute53::RecordSetGroup",
"Properties" : {
"Comment" : String,
"HostedZoneId" : String,
"HostedZoneName" : String,
"RecordSets" : [ RecordSet (p. 5504), ... ]
}

YAML
Type: AWS::Route53::RecordSetGroup
Properties:
Comment: String
HostedZoneId: String
HostedZoneName: String
RecordSets:
- RecordSet (p. 5504)

Properties
Comment
선택 사항: 변경 배치 요청에 대해 포함시키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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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edZoneId
레코드를 생성하려는 호스팅 영역의 ID입니다.
HostedZoneName 또는 HostedZoneId 중 하나를 지정하며 둘 다 지정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가진 호스팅 영역이 여러 개 있는 경우 HostedZoneId를 사용하여 호스팅 영역을 지정해야 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3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HostedZoneName
레코드를 생성하려는 호스팅 영역의 이름입니다. 후행 점(예: www.example.com.)을
HostedZoneName의 일부로 포함해야 합니다.
HostedZoneName을 지정하는 AWS::Route53::RecordSet를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할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이름이 HostedZoneName과 일치하는 호스팅 영역을 찾으려고 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일치하는 도메인 이름을 가진 호스팅 영역을 찾을 수 없거나 지정된 도메인 이름을
가진 호스팅 영역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스택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HostedZoneName 또는 HostedZoneId 중 하나를 지정하며 둘 다 지정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가진 호스팅 영역이 여러 개 있는 경우 HostedZoneId를 사용하여 호스팅 영역을 지정해야 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cordSets
생성하려는 각 레코드에 대한 하나의 RecordSet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cordSet (p. 550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레코드 세트 그룹의 이름(예:
MyRecordSetGrou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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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더 많은 예제는 Route 53 템플릿 코드 조각을 참조하십시오.

메일 서버에 대한 레코드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메일 서버에 대한 세 개의 레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메일 서버에 대한 IP 주소를 지정하는 A 레코드입니다.
• 이메일을 해당 서버로 라우팅하는 MX 레코드입니다.
• 이메일 메시지의 발신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SPF 문자열을 포함하는 TXT 레코드입니다. SPF 레코드
는 더 이상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SPF 레코드 유형을 참
조하십시오.

JSON
{

}

"myExampleDotComEmailServer": {
"Type": "AWS::Route53::RecordSetGroup",
"Properties": {
"Comment": "Creating records for mail server",
"HostedZoneId": "Z1PA6795UKMFR9",
"RecordSets": [
{
"Name": "mail.example.com.",
"Type": "A",
"TTL": "900",
"ResourceRecords": [
"192.0.2.44"
]
},
{
"Name": "mail.example.com.",
"Type": "MX",
"TTL": "900",
"ResourceRecords": [
"10 mail.example.com"
]
},
{
"Name": "mail.example.com.",
"Type": "TXT",
"TTL": "900",
"ResourceRecords": [
"\"v=spf1 ip4:203.0.113.0/30 -all\""
]
}
]
}
}

YAML
myExampleDotComEmailServer:
Type: AWS::Route53::RecordSetGroup
Properties:
Comment: Creating records for mail server
HostedZoneId: Z1PA6795UKMF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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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ets:
- Name: mail.example.com.
ResourceRecords:
- 192.0.2.44
TTL: '900'
Type: A
- Name: mail.example.com.
ResourceRecords:
- '10 mail.example.com'
TTL: '900'
Type: MX
- Name: mail.example.com.
ResourceRecords:
- '"v=spf1 ip4:203.0.113.0/30 -all"'
TTL: '900'
Type: TXT

참고 항목
• AWS::Route53::RecordSetGroup 예는 Amazon Route 53 API 참조의
ChangeResourceRecordSets를 참조하십시오.

AWS::Route53::RecordSetGroup AliasTarget
별칭 레코드만 해당: 트래픽 경로를 지정할 AWS 리소스(예: CloudFront 배포 또는 Amazon S3 버킷 등)에 대
한 정보입니다.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 대해 레코드를 생성하는 경우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서 지리 위치 별칭 및 지연 시간 별칭 레코드를 생성할 수 있지만 지원되지는 않습
니다.
•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서 장애 조치 레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
에서 장애 조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NSName" : String,
"EvaluateTargetHealth" : Boolean,
"HostedZoneId" : String

YAML
DNSName: String
EvaluateTargetHealth: Boolean
HostedZoneId: String

Properties
DNSName
별칭 레코드만 해당: 쿼리를 라우팅하려는 위치에 따라 지정하는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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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API Gateway 사용자 지정 리전 API와 엣지 최적화 API
API에 적합한 도메인 이름을 지정합니다. AWS CLI 명령 get-domain-names를 사용하여 적합한 값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리전 API의 경우 regionalDomainName 값을 지정합니다.
• 엣지 최적화 API의 경우 distributionDomainName 값을 지정합니다. 연결된 CloudFront 배포
의 이름입니다(예: da1b2c3d4e5.cloudfront.net).

Note
생성하는 레코드 이름은 API의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예:
api.example.com).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에 대한 API 엔드포인트를 입력합니다(예: vpce-123456789abcdef01example-us-east-1a.elasticloadbalancing.us-east-1.vpce.amazonaws.com). 엣지
최적화 API의 경우, 해당 CloudFront 배포에 대한 도메인 이름입니다. AWS CLI 명령 describe-vpcendpoints를 사용하여 DnsName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oudFront 배포
배포를 생성할 때 CloudFront가 할당한 도메인 이름을 지정합니다.
CloudFront 배포에는 레코드 이름과 일치하는 대체 도메인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레코드 이름이 acme.example.com인 경우 CloudFront 배포에 acme.example.com이 대체 도메인
이름 중 하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에서 대체 도
메인 이름(CNAME)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CloudFront 배포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는 레코드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Note
장애 조치 별칭 레코드의 경우, 기본 및 보조 레코드 모두에 사용할 CloudFront 배포를 지
정할 수 없습니다. 레코드 이름과 일치하는 대체 도메인 이름이 배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본 및 보조 레코드는 이름이 동일하고, 둘 이상의 배포에 동일한 대체 도메인
이름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Elastic Beanstalk 환경
Elastic Beanstalk 환경의 도메인 이름에 환경을 배포한 리전이 포함되는 경우 트래픽을 환경으로
라우팅하는 별칭 레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 이름 my-environment.uswest-2.elasticbeanstalk.com은 리전이 지정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Important
2016년 초 이전에 생성된 환경의 경우 도메인 이름에 리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려면 별칭 레코드 대신에 CNAME 레코드를 생성해야 합니
다. 루트 도메인 이름에는 CNAME 레코드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 이름
이 example.com이라면 acme.example.com에 대한 트래픽을 Elastic Beanstalk 환경으로
라우팅하는 레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xample.com에 대한 트래픽을 Elastic
Beanstalk 환경으로 라우팅하는 레코드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리전별 하위 도메인이 있는 Elastic Beanstalk 환경의 경우, 환경에 CNAME 속성을 지정하십시오. 다
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CNAME 속성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WS Management Console: 콘솔을 사용하여 값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Elastic Beanstalk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Elastic Beanstalk에서 사용자 지정 도메인 사용을 참
조하세요.
• Elastic Beanstalk API: DescribeEnvironments 작업을 사용하여 CNAME 속성의 값을 확인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Elastic Beanstalk API 참조에서 DescribeEnvironments를 참조하세요.
• AWS CLI: describe-environments 명령을 사용하여 CNAME 속성의 값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I에서 describe-environments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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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B 로드 밸런서
로드 밸런서와 연결된 DNS 이름을 지정합니다. AWS Management Console, ELB API 또는 AWS
CLI를 사용하여 DNS 이름을 확인합니다.
• AWS Management Console: EC2 페이지로 이동하고 탐색 창에서 [로드 밸런서(Load Balancers)]
를 선택한 다음 로드 밸런서를 선택하고 [설명(Description)] 탭을 선택하여 [DNS 이름(DNS
name)] 필드의 값을 확인합니다.
Classic Load Balancer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경우 dualstack으로 시작하는 값을 확인합니다. 다
른 유형의 로드 밸런서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려는 경우 레코드 형식 A 또는 AAAA에 적용되는 값
을 확인합니다.
• Elastic Load Balancing API: DescribeLoadBalancers를 사용하여 DNSName 값을 확인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Classic Load Balancer: DescribeLoadBalancers
• Application Load Balancer 및 Network Load Balancer: DescribeLoadBalancers
• CloudFormation Fn::GetAtt 내장 함수: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다음 DNSName 값을 가
져옵니다.
• Classic Load Balancer
• Application Load Balancer 및 Network Load Balancer
• AWS CLI: DNSName의 값을 가져오려면 describe-load-balancers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해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Classic Load Balancer: describe-load-balancers
• Application Load Balancer 및 Network Load Balancer: describe-load-balancers
Global Accelerator 액셀러레이터
액셀러레이터의 DNS 이름을 지정합니다.
• Global Accelerator API: DNS 이름을 가져오려면 DescribeAccelerator를 사용합니다.
• AWS CLI: DNS 이름을 확인하려면 describe-accelerator를 사용합니다.
정적 웹 사이트로 구성되는 Amazon S3 버킷
버킷을 생성한 Amazon S3 웹 사이트 엔드포인트의 도메인 이름을 지정합니다(예: s3website.us-east-2.amazonaws.com). 유효한 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Web
Services 일반 참조의 Amazon S3 Website Endpoints 표를 참조하십시오. 웹 사이트에 S3 버킷을
사용하는 방법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Route 53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Route 53 레코드
현재 호스팅 영역에 있는 레코드에 대한 Name 요소의 값을 지정합니다.

Note
호스팅 영역(zone apex라고도 함)과 이름이 같은 별칭 레코드를 생성할 경우, Type 값이
CNAME인 레코드에 대해 도메인 이름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트래픽이 라우팅되
는 레코드 형식과 별칭 레코드 형식이 동일해야 하고 zone apex에 대한 CNAME 레코드 생
성은 별칭 레코드에 대해서도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valuateTargetHealth
라우팅 정책이 있는 별칭 레코드에만 적용됨: EvaluateTargetHealth가 true인 경우 별칭 레코드는
참조된 AWS 리소스(예: ELB 로드 밸런서 또는 호스팅 영역의 다른 레코드)의 상태를 상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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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참고하십시오.
CloudFront 배포
별칭 대상이 CloudFront 배포일 경우, EvaluateTargetHealth를 true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리전별 하위 도메인이 있는 Elastic Beanstalk 환경
DNSName에 Elastic Beanstalk 환경을 지정하고 환경에 ELB 로드 밸런서가 포함된 경우, Elastic
Load Balancing은 로드 밸런서에 등록된 정상 Amazon EC2 인스턴스로만 쿼리를 라우팅합니다.
(하나의 환경에 한 개 이상의 Amazon EC2 인스턴스가 포함된 경우 ELB 로드 밸런서가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EvaluateTargetHealth를 true로 설정했는데 양호한 Amazon EC2 인스턴스가
없거나 로드 밸런서 자체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 Route 53은 양호한 다른 리소스로 쿼리를 라우팅합
니다.
환경에 하나의 Amazon EC2 인스턴스가 포함된 경우에는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ELB 로드 밸런서
상태 확인 동작은 로드 밸런서의 유형에 따라 달랍니다.
• Classic Load Balancer: DNSName에 ELB Classic Load Balancer를 지정한 경우, Elastic Load
Balancing은 로드 밸런서에 등록된 정상 Amazon EC2 인스턴스로만 쿼리를 라우팅합니다.
EvaluateTargetHealth를 true로 설정한 경우 상태가 정상인 EC2 인스턴스가 없거나 로드
밸런서 자체의 상태가 정상이 아닐 경우 Route 53은 다른 리소스로 쿼리를 라우팅합니다.
• Application Load Balancer 및 Network Load Balancer: ELB Application 또는 Network Load
Balancer를 지정하고 EvaluateTargetHealth를 true로 설정하는 경우 Route 53은 로드 밸런
서와 연결된 대상 그룹의 상태에 따라 쿼리를 로드 밸런서로 라우팅합니다.
• Application 또는 Network Load Balancer가 정상 상태로 간주되려면 대상을 포함하는 모든 대
상 그룹에 정상 상태 대상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상 그룹에 정상이 아닌 대상만 포
함되는 경우 로드 밸런서는 정상이 아닌 상태로 간주되고 Route 53은 쿼리를 다른 리소스로 라
우팅합니다.
• 등록된 대상이 없는 대상 그룹은 정상이 아닌 상태로 간주됩니다.

Note
로드 밸런서를 생성할 때 Elastic Load Balancing 상태 확인에 대한 설정을 구성하게 되는
데, 이러한 확인은 Route 53 상태 확인은 아니지만 비슷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ELB 로드
밸런서에 등록하는 EC2 인스턴스에 대해 Route 53 상태 확인을 생성하지 마십시오.
S3 버킷
별칭 대상이 S3 버킷인 경우 EvaluateTargetHealth를 true로 설정하는 데 필요한 특정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동일 호스팅 영역 내 다른 레코드
DNSName에 지정한 AWS 리소스가 레코드 또는 레코드 그룹(예: 가중 레코드 그룹)이지만 또 다른
별칭 레코드가 아닐 경우에는 상태 확인을 별칭 대상의 모든 레코드에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상태 확인을 생략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 및 예제를 보려면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Route 53 상태 확인 및 DNS
장애 조치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edZoneId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만 해당: 사용되는 값은 트래픽을 라우팅하려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API 버전 2010-05-15
550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Route 53

Amazon API Gateway 사용자 지정 리전 API와 엣지 최적화 API
해당 API에 대한 호스팅 영역 ID를 지정합니다. AWS CLI 명령 get-domain-names를 사용하여 적합
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리전 API의 경우 regionalHostedZoneId 값을 지정합니다.
• 엣지 최적화 API의 경우 distributionHostedZoneId 값을 지정합니다.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에 대한 호스팅 영역 ID를 지정합니다. AWS CLI 명령 describe-vpcendpoints를 사용하여 HostedZoneId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oudFront 배포
Z2FDTNDATAQYW2를 지정합니다. 이 ID는 트래픽을 CloudFront 배포로 라우팅하는 별칭 레코드를
생성할 때 항상 호스팅 영역 ID입니다.

Note
프라이빗 영역에서는 CloudFront에 대한 별칭 레코드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Elastic Beanstalk 환경
환경을 생성한 리전에 대한 호스팅 영역 ID를 지정합니다. 환경에는 리전 하위 도메인이 있어야 합
니다. 리전 및 해당 호스팅 영역 ID 목록을 확인하려면 Amazon Web Services 일반 참조에서 AWS
Elastic Beanstalk 엔드포인트 및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ELB 로드 밸런서
로드 밸런서에 대한 호스팅 영역 ID의 값을 지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호스팅 영역
ID를 확인합니다.
• Amazon Web Services 일반 참조의 “Elastic Load Balancing 엔드포인트 및 할당량” 주제에 있는
서비스 엔드포인트 테이블: 로드 밸런서를 생성한 리전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합니다. Application
및 Classic Load Balancer에 대한 열과 Network Load Balancers에 대한 열이 따로 있음에 유의하
십시오.
• AWS Management Console: Amazon EC2 페이지로 이동하고 탐색 창에서 [로드 밸런서(Load
Balancers)]를 선택한 다음 로드 밸런서를 선택하고 [설명(Description)] 탭에서 [호스팅 영역
(Hosted zone)] 필드의 값을 확인합니다.
• Elastic Load Balancing API: DescribeLoadBalancers를 사용하여 해당 값을 확인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해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Classic Load Balancer: DescribeLoadBalancers를 사용하여 CanonicalHostedZoneNameID
값을 가져옵니다.
• Application Load Balancer 및 Network Load Balancer: DescribeLoadBalancers를 사용하여
CanonicalHostedZoneID 값을 가져옵니다.
• CloudFormation Fn::GetAtt 내장 함수: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다음의 해당 값을 가져옵
니다.
• Classic Load Balancer: CanonicalHostedZoneNameID를 가져옵니다.
• Application Load Balancer 및 Network Load Balancer: CanonicalHostedZoneID를 가져옵니다.
• AWS CLI: describe-load-balancers를 사용하여 해당 값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Classic Load Balancer: describe-load-balancers를 사용하여
CanonicalHostedZoneNameID 값을 가져옵니다.
• Application Load Balancer 및 Network Load Balancer: describe-load-balancers를 사용하여
CanonicalHostedZoneID 값을 가져옵니다.
Global Accelerator 액셀러레이터
Z2BJ6XQ5FK7U4H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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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웹 사이트로 구성되는 Amazon S3 버킷
버킷을 생성한 리전에 대한 호스팅 영역 ID를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Web Services 일반 참조의 Amazon S3 Website Endpoints 표를 참조하십시오.
호스팅 영역의 다른 Route 53 레코드
해당 호스팅 영역의 호스팅 영역 ID를 지정합니다. 별칭 레코드는 다른 호스팅 영역의 레코드를 참
조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Route53::RecordSetGroup 주제의 값 반환
• Amazon Route 53 API 참조의 AliasTarget

AWS::Route53::RecordSetGroup GeoLocation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복합 형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inentCode" : String,
"CountryCode" : String,
"SubdivisionCode" : String

YAML
ContinentCode: String
CountryCode: String
SubdivisionCode: String

Properties
ContinentCode
지리적 위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경우 대륙을 식별하는 두 자로 된 약어입니다. Route 53은 다음 대륙
코드를 지원합니다.
• AF: 아프리카
• AN: 남극 대륙
• AS: 아시아
• EU: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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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 오세아니아
• NA: 북미
• SA: 남미
제약: ContinentCode와 함께 CountryCode 또는 SubdivisionCode를 지정하면 InvalidInput
오류가 반환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
Maximum: 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untryCode
지리적 위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경우 국가에 대한 두 자로 된 코드입니다.
Route 53은 ISO 표준 3166-1 alpha-2로 지정된 두 자로 된 국가 코드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divisionCode
지리적 위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경우 미국 주에 대한 두 자로 된 코드입니다. Route 53은
SubdivisionCode에 대한 어떤 값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 약어 목록은 미국 우편 서비스 웹 사이트
의 부록 B: 두 자로 된 주 및 영토 약어를 참조하십시오.
subdivisioncode를 지정하면 CountryCode에 대해 US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Route53::RecordSetGroup 주제의 값 반환
• Amazon Route 53 API 참조의 GeoLocation

AWS::Route53::RecordSetGroup RecordSet
생성할 한 레코드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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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iasTarget" : AliasTarget (p. 5498),
"Comment" : String,
"Failover" : String,
"GeoLocation" : GeoLocation (p. 5503),
"HealthCheckId" : String,
"HostedZoneId" : String,
"HostedZoneName" : String,
"MultiValueAnswer" : Boolean,
"Name" : String,
"Region" : String,
"ResourceRecords" : [ String, ... ],
"SetIdentifier" : String,
"TTL" : String,
"Type" : String,
"Weight" : Integer

YAML
AliasTarget:
AliasTarget (p. 5498)
Comment: String
Failover: String
GeoLocation:
GeoLocation (p. 5503)
HealthCheckId: String
HostedZoneId: String
HostedZoneName: String
MultiValueAnswer: Boolean
Name: String
Region: String
ResourceRecords:
- String
SetIdentifier: String
TTL: String
Type: String
Weight: Integer

Properties
AliasTarget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만 해당: 트래픽을 라우팅할 AWS 리소스(예: CloudFront 배포 또는 Amazon S3
버킷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 대해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하는 경우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 CloudFront 배포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는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
할 수 없습니다.
•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서 지리적 위치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 또는 지연 시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서 장애 조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서 장애 조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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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liasTarget (p. 549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ment
선택 사항: 변경 배치 요청에 대해 포함시키려는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ailover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해서만 장애 조치: 장애 조치를 구성하려면 두 개 리소스 리코드 세트에
Failover 요소를 추가합니다. 하나의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해 Failover 값으로 PRIMARY를 지정
하고 다른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경우 SECONDARY를 지정합니다. 또한 HealthCheckId 요소를 포함시
키고, Amazon Route 53이 각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해 수행할 상태 확인을 지정합니다.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장애 조치 동작은 두 개 리소스 레코드 세트 모두에 HealthCheckId 요
소를 포함했다고 가정합니다.
• 기본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정상이면 Route 53은 보조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상태에 관계없이 기본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적용 가능 값으로 DNS 쿼리에 응답합니다.
• 기본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비정상이고 보조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정상이면 Route 53은 보조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적용 가능 값으로 DNS 쿼리에 응답합니다.
• 보조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비정상이면 Route 53은 기본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상태에 관계없이 기본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적용 가능 값으로 DNS 쿼리에 응답합니다.
• 보조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HealthCheckId 요소를 생략하고 기본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비정상이
면 Route 53은 항상 보조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적용 가능 값으로 DNS 쿼리에 응답합니다. 연결된 엔
드포인트의 상태에 관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Name 및 Type 요소 값이 장애 조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와 같은 비-장애 조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
할 수 없습니다.
장애 조치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경우 EvaluateTargetHealth 요소도 포함하고 값을 true로 설
정해야 합니다.
Route 53의 장애 조치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에서 다음 주제를 참
조하십시오.
• Route 53 상태 확인 및 DNS Failover
•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서 장애 조치 구성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PRIMARY | SECONDAR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eoLocation
지리 위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만 해당: 쿼리의 지리적 오리진을 기반으로 Amazon Route 53이 DNS 쿼
리에 응답하는 방식을 제어할 수 있는 복합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모든 쿼리가 IP 주소가
192.0.2.111인 웹 서버로 라우팅되도록 하려면 Type이 A이고 ContinentCode가 AF인 리소스 레코
드 세트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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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서 지리 위치 및 지리 위치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할 수는 있
지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는 지리적 리전에 대해 별도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하는 경우,예를 들면, 한 대륙에 하나의
리소스 레코드 세트, 같은 대륙의 한 나라에 하나의 리소스 레코드 세트 우선 순위는 가장 작은 지리적
리전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한 대륙의 대다수 쿼리를 하나의 리소스로 라우팅하고 그 대륙에서 나
라의 쿼리는 다른 리소스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리 위치를 지정하는 지리 위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 요소의 CountryCode 값은 Name 및 Type 요소의 값이 동일한, 다른 지리 위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지정되지 않은 모든 지리 위치와 일치합니다.

Important
지리 위치는 IP 주소를 위치에 매핑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일부 IP 주소들은 지리
위치에 매핑되지 않으므로, 7개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지리 위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한
다 해도 Route 53은 식별할 수 없는 위치에서 온 일부 DNS 쿼리를 수신합니다. CountryCode
값이 *인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리적 위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하지 않은 위치에서 가져온 쿼리와 위치에 매핑되지 않은 IP 주소의 쿼리인 두 쿼리 그룹
이 이 레코드에서 지정하는 리소스로 라우팅됩니다. *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하지 않으면,
Route 53은 그 위치들로부터 온 쿼리에 대해 ‘응답 없음’으로 응답합니다.
Name 및 Type 요소 값이 지리 위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와 같은 비-지리 위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
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eoLocation (p. 55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lthCheckId
상태 확인 상태가 정상일 때만 DNS 쿼리에 대한 응답으로 Amazon Route 53이 이 리소스 레코드 세트
를 반환하도록 하려면, HealthCheckId 요소를 포함하고 적용 가능한 상태 확인의 ID를 지정하십시오.
Route 53은 다음 중 하나를 기반으로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 상태 확인에 지정된 엔드포인트로 요청을 주기적으로 전송
• 지정된 상태 확인 그룹의 상태를 집계(계산된 상태 확인)
• CloudWatch 경보의 현재 상태를 파악(CloudWatch 지표 상태 확인)

Important
Route 53은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지정된 엔드포인트, 예를 들어 Value 요소에서 IP 주소로 지
정된 엔드포인트의 상태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HealthCheckId 요소를
추가하면 Route 53이 상태 점검에서 지정한 엔드포인트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에서 다음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 Amazon Route 53이 엔드포인트가 정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Route 53 상태 확인 및 DNS Failover
•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서 장애 조치 구성
HealthCheckId를 지정하는 시점
HealthCheckId 값을 지정하는 것은 Route 53이 둘 이상의 리소스 레코드 사이에서 DNS 쿼리에 응답
할 세트를 선택할 때 그리고 Route 53이 부분적으로 상태 확인 상태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때만 유용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 확인 구성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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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 라우팅 정책, 이름, 유형이 동일한(예: 이름이 www.example.com이고 유
형이 A인 여러 가중치 레코드) 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그룹 상태를 확인하는 중이고, 모든 리소
스 레코드 세트에 상태 확인 ID를 지정합니다.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상태 확인 상태가 정상이면 Route 53은 여러 레코드 중에서 DNS 쿼리에 응답
할 때 사용하는 레코드를 포함합니다.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상태 확인 상태가 비정상이면 Route 53은 해당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값을 사
용하는 DNS 쿼리에 대한 응답을 중단합니다.
그룹의 모든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한 상태 확인 상태가 비정상이면 Route 53은 그룹의 모든 리소
스 레코드 세트를 정상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DNS 쿼리에 응답합니다.
•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 다음 설정을 지정합니다.
• 라우팅 정책, 이름, 유형이 동일한(예: 이름이 www.example.com이고 유형이 A인 여러 가중치 레코
드)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그룹에서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해 EvaluateTargetHealth를
true로 설정합니다.
• 동일한 호스팅 영역에 있는 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도록 별칭 리소스 레코
드 세트를 구성합니다.
• 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상태 확인 ID를 지정합니다.
상태 확인 상태가 정상이면 Route 53은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정상인 것으로 간주하고 DNS 쿼
리에 응답할 때 사용할 별칭 레코드를 포함합니다.
상태 확인 상태가 비정상이면 Route 53은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사용하는 DNS 쿼리에 대한 응
답을 중단합니다.

Note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는 라우팅 정책, 이름 및 유형이 동일한 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
그룹으로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성에서는, 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 그
룹의 모든 리소스 레코드 세트와 상태 확인을 연결합니다.
지리적 라우팅
지리 위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경우 엔드포인트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 Route 53은 규모가 더 큰 관련
지리적 리전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조회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주, 미국 전체, 북미에 대해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있고, CountryCode에 대한 *가 *인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있다고(모든 위치에 적용) 가
정합니다. 상태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엔드포인트가 비정상이면 Route 53은 엔드포인트가 정상인 리소
스 레코드 세트를 찾을 때까지 다음 순서로 정상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확인합니다.
• 미국
• 북미
• 기본 리소스 레코드 세트
도메인 이름으로 상태 확인 엔드포인트 지정
상태 확인에서 도메인 이름만으로 엔드포인트를 지정할 경우에는 각 엔드포인트마다 별도의 상태 확
인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www.example.com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각 HTTP 서버마
다 상태 확인을 생성합니다. FullyQualifiedDomainName 값의 경우,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이름
(www.example.com)이 아닌 서버의 도메인 이름(예: us-east-2-www.example.com)을 지정합니다.

Important
다음을 수행하면 상태 확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 FullyQualifiedDomainName에 대한 값이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이름으로 동일한 상태
확인을 생성합니다.
• 상태 확인을 리소스 레코드 세트와 연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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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edZoneId
레코드를 생성하려는 호스팅 영역의 ID입니다.
HostedZoneName 또는 HostedZoneId 중 하나를 지정하며 둘 다 지정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가진 호스팅 영역이 여러 개 있는 경우 HostedZoneId를 사용하여 호스팅 영역을 지정해야 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edZoneName
레코드를 생성하려는 호스팅 영역의 이름입니다. 후행 점(예: www.example.com.)을
HostedZoneName의 일부로 포함해야 합니다.
HostedZoneName을 지정하는 AWS::Route53::RecordSet를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할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이름이 HostedZoneName과 일치하는 호스팅 영역을 찾으려고 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일치하는 도메인 이름을 가진 호스팅 영역을 찾을 수 없거나 지정된 도메인 이름을
가진 호스팅 영역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스택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HostedZoneName 또는 HostedZoneId 중 하나를 지정하며 둘 다 지정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가진 호스팅 영역이 여러 개 있는 경우 HostedZoneId를 사용하여 호스팅 영역을 지정해야 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ultiValueAnswer
다중값 응답 리소스 레코드 세트만: 트래픽을 거의 무작위적으로 웹 서버 같은 다수의 리소스로 라우팅
하려면 각 리소스마다 하나씩 다중 응답 레코드를 생성하고 MultiValueAnswer에 대해 true를 지정
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상태 확인을 다중 응답 리소스 레코드 세트와 연결할 경우 Amazon Route 53은 상태 검사가 정상일 경
우에만 해당 IP 주소로 DNS 쿼리에 응답합니다.
• 상태 검사를 다중 응답 레코드와 연결하지 않을 경우 Route 53은 항상 레코드가 정상이라고 간주합니
다.
• Route 53은 임의로 선택된 최대 8개 정상 레코드로 DNS 쿼리에 응답합니다. 정상 레코드가 8개 이하
일 경우 Route 53에서 모든 DNS 쿼리에 모든 정상 레코드로 응답합니다.
• 정상 레코드가 8개를 초과할 경우 Route 53은 다른 DNS 해석기에 다른 정상 레코드 조합으로 응답합
니다.
• 모든 레코드가 비정상일 경우 Route 53은 최대 8개의 비정상 레코드로 DNS 쿼리에 응답합니다.
• 해석기가 응답을 캐시한 후 한 리소스가 사용 불가능해질 경우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응답에 있는 다른 IP 주소를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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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값 응답 별칭 레코드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ChangeResourceRecordSets 요청의 경우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할 레코드의 이름입니다.
ListResourceRecordSets 응답의 경우, 지정된 호스팅 영역의 레코드 이름입니다.
ChangeResourceRecordSets Only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예: www.example.com). 선택적으로 뒤에 오는 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뒤에 오는 점을 생략하면 Amazon Route 53은 지정한 도메인 이름이 정규화된 것으로 가정합
니다. 다시 말해 Route 53은 www.example.com(뒤에 점 없음)과 www.example.com.(뒤에 점 있음)
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a-z, 0-9 및 -(하이픈) 이외의 문자를 지정하는 방법과 국제 도메인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DNS 도메인 이름 형식을 참조하십시오.
도메인 이름에서 (*)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제일 왼쪽 라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예:
*.example.com).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이 전체 라벨을 대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rod.example.com 또는 prod*.example.com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은 가운데 라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예: marketing.*.example.com).
• 도메인 이름에서 제일 왼쪽 라벨 이외의 위치에 *을 포함시키면 DNS가 이를 와일드카드가 아닌 * 문
자(ASCII 42)로 처리합니다.

Important
* 와일드카드를 유형이 NS인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메인 이름에서 * 와일드카드를 제일 왼쪽 라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example.com). 가운데
레이블 하나에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예: marketing.*.example.com). 또한 *는 전체 레이블을 대
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rod*.example.com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on
지연 시간 기반 리소스 레코드 세트만 해당: 이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참조하는 리소스를 생성한
Amazon EC2 리전입니다. 리소스는 일반적으로 AWS 리소스(예: EC2 인스턴스 또는 ELB 로드 밸런서)
이며, 레코드 유형에 따라 IP 주소 또는 DNS 도메인 이름으로 참조됩니다.

Note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에서 지연 시간 및 지연 시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할 수는 있
지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Amazon Route 53에서 지연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해 생성된 도메인 이름 및 유형에 대한 DNS 쿼리
를 수신한 경우 Route 53은 최종 사용자와 연결된 Amazon EC2 리전 간에 지연 시간이 가장 짧은 지연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Route 53은 선택된 리소스 레코드 세트와 연결된 값을 반
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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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지연 리소스 레코드 세트별로 ResourceRecord를 1개씩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각 Amazon EC2 리전에 지연 시간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1개씩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모든 Amazon EC2 리전에 지연 시간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Route 53은 지연
시간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할 리전 중에서 지연 시간이 가장 좋은 리전을 선택합니다.
• Name 및 Type 요소 값이 지연 시간 리소스 레코드 세트와 같은 비-지연 시간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
성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f-south-1 | ap-east-1 | ap-northeast-1 | ap-northeast-2 | apnortheast-3 | ap-south-1 | ap-southeast-1 | ap-southeast-2 | ca-central-1 |
cn-north-1 | cn-northwest-1 | eu-central-1 | eu-north-1 | eu-south-1 | euwest-1 | eu-west-2 | eu-west-3 | me-south-1 | sa-east-1 | us-east-1 | useast-2 | us-west-1 | us-west-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Records
생성할 레코드에 대한 정보입니다. 각 레코드는 Type 속성에 지정된 레코드 유형에 적절한 형식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레코드 유형 및 해당 레코드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
서의 Amazon Route 53 레코드를 생성 또는 편집할 때 지정하는 값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tIdentifier
단순하지 않은 라우팅 정책이 있는 리소스 레코드 세트: 이름과 유형의 조합이 동일한 여러 리소스 레코
드 세트(이름이 acme.example.com이고 유형이 A인 여러 가중치 기반 리소스 레코드 세트) 사이에서 차
별화되는 식별자입니다. 이름과 유형이 동일한 리소스 레코드 세트 그룹에서 각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SetIdentifier 값은 고유해야 합니다.
라우팅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라우팅 정책 선택을 참조하십시
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TL
리소스 레코드 캐시 TTL(Time to Live)(초)입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경우 TTL을 생략하십시오. Amazon Route 53은
별칭 대상에 TTL 값을 사용합니다.
• 이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상태 점검과 연관시킬 경우에는(HealthCheckId 요소를 추가하는 경우) 클
라이언트가 상태 변경에 빠르게 응답하도록 TTL을 60초 이하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중 리소스 레코드 세트 그룹의 모든 리소스 레코드 세트는 TTL 값이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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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리소스 레코드 세트 그룹에 별칭 대상이 ELB 로드 밸런서인 가중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하
나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이름과 유형이 동일한 모든 비-별칭 가중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해 TTL을
60초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0초(로드 밸런스의 TTL) 이외의 값을 지정하면 Weight에 지정하는
값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DNS 레코드 유형입니다. 다양한 레코드 유형 및 데이터 인코딩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지원되는 DNS 리소스 레코드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유효한 값: A | AAAA | CAA | CNAME | DS |MX | NAPTR | NS | PTR | SOA | SPF |
SRV | TXT
가중치, 지연 시간, 지리 위치 및 장애 조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값: A | AAAA | CAA | CNAME | MX |
NAPTR | PTR | SPF | SRV | TXT. 가중치, 지연 시간, 지리 위치 또는 장애 조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 그룹을
생성할 때 그룹의 모든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해 동일한 값을 지정하십시오.
다중값 응답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유효한 값: A | AAAA | MX | NAPTR | PTR | SPF | SRV | TXT

Note
SPF 레코드는 이전에는 이메일 메시지 발신자의 자격 증명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러나 Type 값이 SPF인 리소스 레코드 세트 생성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RFC 7208, 즉 Sender
Policy Framework(SPF) for Authorizing Use of Domains in Email, Version 1(이메일에서 도메
인 사용을 인증하기 위한 메일 서버 등록제, 버전 1)은 "...[RFC4408]에 정의된 그 존재 및 메커
니즘은 어떤 상호 운용성 문제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SPF 버전 1에 대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 구현은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RFC 7208에서는 14.1 섹션인 SPF DNS 레코드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 값:
• Amazon API Gateway 사용자 지정 리전 API와 엣지 최적화 API: A
• CloudFront 배포: A
배포에 IPv6이 활성화된 경우 두 개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하여 배포로 트래픽을 라우팅하십시
오(하나는 값이 A, 다른 하나는 값이 AAAA).
• 리전별 하위 도메인이 있는 Amazon API Gateway 환경: A
• ELB 로드 밸런서: A | AAAA
• Amazon S3 버킷: A
•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 A
• 이 호스팅 영역의 다른 리소스 레코드 세트: 별칭을 생성할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NS 및 SOA를 제외한 모든 값이 지원됩니다.

Note
호스팅 영역(zone apex라고도 함)과 이름이 같은 별칭 레코드를 생성한다면, Type 값이
CNAME인 레코드로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별칭 레코드가 트래픽이 라우팅되
는 레코드와 동일한 형식이어야 하고, zone apex에 대한 CNAME 레코드 생성은 별칭 레코드
에 대해서도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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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A | AAAA | CAA | CNAME | DS | MX | NAPTR | NS | PTR | SOA | SPF |
SRV | TX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ight
가중치 기반 리소스 레코드 세트만 해당: DNS 이름과 유형의 조합이 동일한 리소스 레코드 세트 중에서
Amazon Route 53이 현재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사용하여 응답하는 DNS 쿼리의 비율을 결정하는 값입
니다. Route 53은 DNS 이름과 유형 조합이 동일한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가중치 합을 계산합니다. 이후
Route 53은 총계에 대한 리소스 가중치 비율을 토대로 질의에 응답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모든 가중치 기반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한 Weight 요소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 가중치 기반 리소스 레코드 세트별로 ResourceRecord를 1개씩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Name 및 Type 요소 값이 가중치 기반 리소스 레코드 세트와 같은 지연 시간, 장애 조치 또는 지리 위
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 Name 및 Type 요소 값이 동일한 가중치 기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최대 100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 가중치 기반(가중치 기반 별칭은 아님)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경우,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해
Weight를 0으로 설정하면 Route 53은 해당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적용 가능한 값으로 쿼리에 응답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DNS 이름과 유형의 조합이 동일한 모든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해 Weight를
0으로 설정하면 트래픽이 동일한 확률로 모든 리소스에 라우팅됩니다.
Weight를 0으로 설정할 때의 효과는 상태 점검을 가중 리소스 레코드 세트와 연관시킬 때와 다릅니
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개발자 안내서의 Route 53 액티브-액티브 및 액티브-패시브 장
애 조치 구성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Route53::RecordSetGroup 주제의 값 반환
• Amazon Route 53 API 참조의 ResourceRecordSet

Amazon Route 53 복구 제어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Route53RecoveryControl::Cluster (p. 5513)
• AWS::Route53RecoveryControl::ControlPanel (p. 5515)
• AWS::Route53RecoveryControl::RoutingControl (p. 5517)
• AWS::Route53RecoveryControl::SafetyRule (p. 5518)

AWS::Route53RecoveryControl::Cluster
계정에 있는 모든 클러스터의 배열을 반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551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Route 53 복구 제어

JSON
{

}

"Type" : "AWS::Route53RecoveryControl::Cluster",
"Properties" : {
"Name" : String
}

YAML
Type: AWS::Route53RecoveryControl::Cluster
Properties:
Name: String

Properties
Name
클러스터의 이름입니다. 이름에 공백이 아닌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ClusterArn 객체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lusterArn
클러스터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ClusterEndpoints
클러스터에 대한 엔드포인트입니다.
Status
리소스의 배포 상태입니다. 상태는 PENDING, DEPLOYED, PENDING_DELETION 중 하나일 수 있습니
다.

AWS::Route53RecoveryControl::Cluster ClusterEndpoint
클러스터 엔드포인트. 클러스터에서 라우팅 제어 상태를 설정하거나 검색하려는 경우 엔드포인트를 지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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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point" : String,
"Region" : String

YAML
Endpoint: String
Region: String

Properties
Endpoint
클러스터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를 지정하고 클러스터에서 라우팅 제어 상태를 설정하거나 검색할 경
우 엔드포인트와 AWS 리전을(를) 지정합니다.
라우팅 제어 상태를 가져오거나 업데이트하려면 Amazon Route 53 애플리케이션 복구 컨트롤러 클러스
터(데이터 영역) 작업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on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에 대한 AWS 리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oute53RecoveryControl::ControlPanel
새 제어판을 만듭니다. 제어판은 단일 트랜잭션에서 함께 변경할 수 있는 라우팅 컨트롤 그룹을 나타냅니다.
제어판을 사용하여 조직 전체의 애플리케이션 운영 상태를 중앙에서 보고 단일 트랜잭션에서 다중 앱 장애
조치를 가용성 영역 또는 AWS 리전에 대해 장애 조치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Route53RecoveryControl::ControlPanel",
"Properties" : {
"ClusterAr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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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 String

YAML
Type: AWS::Route53RecoveryControl::ControlPanel
Properties:
ClusterArn: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ClusterArn
제어판에 대한 클러스터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제어판의 이름입니다. 이름에 공백이 아닌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ControlPanelArn 객체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ontrolPanelArn
제어판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DefaultControlPanel
클러스터의 기본 제어판에 대해 true로 설정된 부울 플래그입니다.
RoutingControlCount
제어판의 라우팅 컨트롤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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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제어판의 배포 상태입니다. 상태는 PENDING, DEPLOYED, PENDING_DELETION 중 하나일 수 있습니
다.

AWS::Route53RecoveryControl::RoutingControl
라우팅 컨트롤을 정의합니다. 라우팅 제어 상태를 가져오거나 업데이트하려면 Amazon Route 53
Application Recovery Controller에 대한 복구 클러스터(데이터 영역) API 작업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oute53RecoveryControl::RoutingControl",
"Properties" : {
"ClusterArn" : String,
"ControlPanelArn" : String,
"Name" : String
}

YAML
Type: AWS::Route53RecoveryControl::RoutingControl
Properties:
ClusterArn: String
ControlPanelArn: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ClusterArn
라우팅 제어를 포함하는 클러스터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trolPanelArn
라우팅 제어가 포함된 제어판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라우팅 컨트롤 이름입니다. 이름에 공백이 아닌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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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outingControlArn 객체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RoutingControlArn
라우팅 컨트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Status
라우팅 컨트롤의 배포 상태입니다. 상태는 PENDING, DEPLOYED, PENDING_DELETION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AWS::Route53RecoveryControl::SafetyRule
제어판의 라우팅 컨트롤에 대해 정의한 안전 규칙(어설션 규칙 및 게이트 규칙)을 나열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oute53RecoveryControl::SafetyRule",
"Properties" : {
"AssertionRule" : AssertionRule (p. 5520),
"ControlPanelArn" : String,
"GatingRule" : GatingRule (p. 5521),
"Name" : String,
"RuleConfig" : RuleConfig (p. 5522)
}

YAML
Type: AWS::Route53RecoveryControl::SafetyRule
Properties:
AssertionRule:
AssertionRule (p. 5520)
ControlPanelArn: String
GatingRule:
GatingRule (p. 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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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String
RuleConfig:
RuleConfig (p. 5522)

Properties
AssertionRule
어설션 규칙은 라우팅 제어 상태를 변경할 때 규칙 구성에서 설정한 조건이 충족되도록 강제합니다. 그
렇지 않으면 라우팅 제어에 대한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라우팅 제어 상태가
변환 이후에 On이기 때문에 트래픽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하나 이상의 셀로 계속 흐르도록 하는 기준
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페일 오픈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ssertionRule (p. 55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trolPanelArn
제어판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atingRule
게이팅 규칙은 사용자가 지정한 규칙 구성에 따라 게이팅 라우팅 제어 또는 게이팅 라운딩 제어 세트가
true로 평가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련의 라우팅 제어 상태 변경 사항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이팅 라우팅 제어 하나를 지정하고 규칙 구성의 Type을(를) OR(으)로 설정하면 규칙이 true
로 평가되도록 게이팅 라우팅 제어를 On(으)로 설정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즉, 게이팅 제어 '스위치'가 '켜
기'가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게이팅 규칙에서 지정한 대상 라우팅 제어에 대해 라우팅 제어 상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atingRule (p. 552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어설션 규칙의 이름입니다. 이름에 공백이 아닌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Config
트랜잭션의 결과로 ON해야 하는 컨트롤 상태 수를 지정하는 특정 어설션 컨트롤(라우팅 컨트롤)에 대
해 설정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세 개의 어설션 컨트롤이 있는 경우 규칙 구성에 ATLEAST 2을(를)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 두 개의 어설션 컨트롤이 ON이어야 있어야 하고 그 결과 최소한 두 개의
AWS 리전에 트래픽이 흐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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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uleConfig (p. 552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SafetyRuleArn 객체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SafetyRuleArn
안전 규칙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Statu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AWS::Route53RecoveryControl::SafetyRule AssertionRule
어설션 규칙은 라우팅 제어 상태를 변경할 때 규칙 구성에서 설정한 조건이 충족되도록 강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우팅 제어에 대한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라우팅 제어 상태가 변환 이
후에 On이기 때문에 트래픽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하나 이상의 셀로 계속 흐르도록 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
니다. 이렇게 하면 페일 오픈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ssertedControls" : [ String, ... ],
"WaitPeriodMs" : Integer

YAML
AssertedControls:
- String
WaitPeriodMs: Integer

Properties
AssertedControls
라우팅 컨트롤 상태 변경 요청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되는 트랜잭션의 일부인 라우팅
컨트롤입니다. 예를 들어 세 개의 AWS 리전 각각에 대해 하나씩 세 개의 라우팅 컨트롤을 포함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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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aitPeriodMs
대상 라우팅 컨트롤에 대한 요청이 실패하는 평가 기간(밀리초)입니다. 이는 상태의 ‘변동’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기 기간은 기본적으로 5,000ms이지만 사용자 지정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oute53RecoveryControl::SafetyRule GatingRule
게이팅 규칙은 사용자가 지정한 규칙 구성에 따라 게이팅 라우팅 제어 또는 게이팅 라운딩 제어 세트가 true
로 평가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련의 라우팅 제어 상태 변경 사항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이팅 라우팅 제어 하나를 지정하고 규칙 구성의 Type을(를) OR(으)로 설정하면 규칙이 true로
평가되도록 게이팅 라우팅 제어를 On(으)로 설정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즉, 게이팅 제어 '스위치'가 '켜기'가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게이팅 규칙에서 지정한 대상 라우팅 제어에 대해 라우팅 제어 상태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GatingControls" : [ String, ... ],
"TargetControls" : [ String, ... ],
"WaitPeriodMs" : Integer

YAML
GatingControls:
- String
TargetControls:
- String
WaitPeriodMs: Integer

Properties
GatingControls
게이팅 라우팅의 배열은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제어합니다. 간단한 '켜짐/꺼짐(on/off)' 스위치의
경우 하나의 라우팅 제어에 대해 ARN을 지정합니다. 게이팅 라우팅 제어는 대상 라우팅 제어 상태를 변
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지정한 규칙 구성에 의해 평가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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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Controls
지정한 규칙 구성이 게이팅 라우팅 제어에 대해 true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상태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대
상 라우팅 제어 Amazon 리소스 이름(ARN)의 배열입니다. 간단한 예로, 단일 게이팅 제어가 있는 경우
일련의 대상 라우팅 제어에 대한 전체 '켜기/끄기'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옵션을 사용하여
자동화된 장애 조치(failover)를 수동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aitPeriodMs
대상 라우팅 컨트롤에 대한 요청이 실패하는 평가 기간(밀리초)입니다. 이는 상태의 ‘변동’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기 기간은 기본적으로 5,000ms이지만 사용자 지정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oute53RecoveryControl::SafetyRule RuleConfig
어설션 규칙에 대한 규칙 구성입니다. 즉, 트랜잭션이 완료된 후 얼마나 많은 제어 상태가 ON이어야 하는지
를 지정하는 특정 어설션 제어(라우팅 제어)에 대해 설정한 기준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verted" : Boolean,
"Threshold" : Integer,
"Type" : String

YAML
Inverted: Boolean
Threshold: Integer
Type: String

Properties
Inverted
규칙의 논리적 부정. 일반적으로 규칙이 true로 평가되는 경우 false로 평가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
가지입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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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Threshold
ATLEAST 규칙 유형을 지정할 때 N 값입니다. 즉, Threshold는 ATLEAST 유형을 지정할 때 설정해야
하는 컨트롤의 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ype
이 규칙은 ATLEAST, AND 또는 OR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mazon Route 53 복구 준비 상태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Route53RecoveryReadiness::Cell (p. 5523)
•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adinessCheck (p. 5525)
•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coveryGroup (p. 5526)
•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sourceSet (p. 5527)

AWS::Route53RecoveryReadiness::Cell
계정에 셀을 만듭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oute53RecoveryReadiness::Cell",
"Properties" : {
"CellName" : String,
"Cells" : [ String,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Route53RecoveryReadiness::Cell
Properties:
CellName: String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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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Tags:
- Tag

Properties
CellName
생성할 셀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ells
중첩된 셀에 사용하기 위해 이 셀에 포함된 셀 Amazon 리소스 이름(ARN)의 목록입니다. 예를 들어, 특
정 AWS 리전 내의 가용 영역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리소스 연결된 태그의 모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CellName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ellArn
셀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ParentReadinessScopes
셀의 준비 범위, 즉 셀 Amazon 리소스 이름(ARN) 또는 복구 그룹 ARN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록이지
만 현재 하나의 요소만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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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Route53RecoveryReadiness::ReadinessCheck
계정에서 준비 확인을 생성합니다. 준비 상태 검사를 통해 장애 조치 트래픽을 처리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이
적절하게 확장되고 장애 경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Route 53 Application
Recovery Controller는 준비 상태 검사를 사용하여 리소스 세트의 리소스 준비 상태를 확인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adinessCheck",
"Properties" : {
"ReadinessCheckName" : String,
"ResourceSet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adinessCheck
Properties:
ReadinessCheckName: String
ResourceSet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ReadinessCheckName
작성할 준비 검사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SetName
검사할 리소스 세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리소스 연결된 태그의 모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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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ReadinessCheckName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ReadinessCheckArn
준비 확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coveryGroup
계정에 복구 그룹을 만듭니다. 복구 그룹은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며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셀 목록을 포
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coveryGroup",
"Properties" : {
"Cells" : [ String, ... ],
"RecoveryGroup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coveryGroup
Properties:
Cells:
- String
RecoveryGroup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Cells
복구 그룹의 셀 Amazon 리소스 이름(ARN)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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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overyGroupName
생성하려는 복구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리소스 연결된 태그의 모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coveryGroupName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RecoveryGroupArn
복구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sourceSet
리소스 세트를 생성합니다. 리소스 세트는 준비 확인과 연결할 수 있는 리소스 그룹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sourceSet",
"Properties" : {
"Resources" : [ Resource (p. 5531), ... ],
"ResourceSetName" : String,
"ResourceSetTyp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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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s" : [ Tag, ... ]

YAML
Type: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sourceSet
Properties:
Resources:
- Resource (p. 5531)
ResourceSetName: String
ResourceSetTyp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Resources
리소스 세트의 리소스 객체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Resource (p. 553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SetName
생성할 리소스 세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SetType
리소스 세트에 있는 리소스의 리소스 유형입니다. 리소스 유형에 대해 다음 값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AWS::CloudWatch::Alarm, AWS::EC2::CustomerGateway,
AWS::DynamoDB::Table, AWS::EC2::Volum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AWS::MSK::Cluster, AWS::RDS::DBCluster,
AWS::Route53::HealthCheck, AWS::SQS::Queue, AWS::SNS::Topic, AWS::SNS::Subscription,
AWS::EC2::VPC, AWS::EC2::VPNConnection, AWS::EC2::VPNGateway,
AWS::Route53RecoveryReadiness::DNSTargetResource.
AWS::Route53RecoveryReadiness::DNSTargetResource는 이 설정에만 사용됩니다. 실제 AWS
CloudFormation 리소스 유형이 아닙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리소스 세트의 파라미터와 연결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API 버전 2010-05-15
552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Route 53 복구 준비 상태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sourceSetName 객체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ResourceSetArn
리소스 세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sourceSet DNSTargetResource
DNS/라우팅 컨트롤 준비 상태 확인을 위한 구성 요소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omainName" : String,
"HostedZoneArn" : String,
"RecordSetId" : String,
"RecordType" : String,
"TargetResource" : TargetResource (p. 5533)

YAML
DomainName: String
HostedZoneArn: String
RecordSetId: String
RecordType: String
TargetResource:
TargetResource (p. 5533)

Properties
DomainName
고객 애플리케이션의 일부에 대한 수신 지점 역할을 하는 도메인 이름.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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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edZoneArn
대상 리소스의 제공된 이름과 함께 DNS 레코드를 포함하는 호스팅 영역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ordSetId
이름과 유형이 지정된 DNS 레코드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Route 53 레코드 세트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ordType
대상 리소스의 DNS 레코드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Resource
Route 53 레코드가 가리키는 대상 리소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rgetResource (p. 553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sourceSet NLBResource
DNS 대상 리소스가 가리키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리소스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YAML
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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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rn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리소스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sourceSet R53ResourceRecord
DNS 대상 리소스 레코드가 가리키는 Route 53 리소스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omainName" : String,
"RecordSetId" : String

YAML
DomainName: String
RecordSetId: String

Properties
DomainName
DNS 대상 도메인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ordSetId
리소스 레코드 세트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sourceSet Resource
리소스 세트의 리소스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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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ponentId" : String,
"DnsTargetResource" : DNSTargetResource (p. 5529),
"ReadinessScopes" : [ String, ... ],
"ResourceArn" : String

YAML
ComponentId: String
DnsTargetResource:
DNSTargetResource (p. 5529)
ReadinessScopes:
- String
ResourceArn: String

Properties
ComponentId
DNS 대상 리소스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리소스의 구성 요소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nsTargetResource
DNS/라우팅 컨트롤 준비 상태 확인을 위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 설정은 ResourceSet
ResourceSetType이 AWS::Route53RecoveryReadiness::DNSTargetResource로 설정된 경우
필수 설정입니다. 다른 ResourceSetType 설정에 대해서는 설정하지 마세요.
Required: 조건
Type: DNSTargetResource (p. 55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adinessScopes
이 리소스가 포함된 복구 그룹 Amazon 리소스 이름(ARN) 및 셀 ARN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Arn
AWS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WS::Route53RecoveryReadiness::DNSTargetResource를 제외한 모든
ResourceSet ResourceSetType 설정에 필요한 설정입니다. ResourceSetType이
AWS::Route53RecoveryReadiness::DNSTargetResource로 설정된 경우에는이 값을 설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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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sourceSet TargetResource
Route 53 레코드가 가리키는 대상 리소스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LBResource" : NLBResource (p. 5530),
"R53Resource" : R53ResourceRecord (p. 5531)

YAML
NLBResource:
NLBResource (p. 5530)
R53Resource:
R53ResourceRecord (p. 5531)

Properties
NLBResource
DNS 대상 리소스가 가리키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리소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LBResource (p. 55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53Resource
DNS 대상 리소스 레코드가 가리키는 Route 53 리소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53ResourceRecord (p. 553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Route 53 Resolve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Route53Resolver::FirewallDomainList (p. 5534)
• AWS::Route53Resolver::FirewallRuleGroup (p. 5536)
• AWS::Route53Resolver::FirewallRuleGroupAssociation (p. 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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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Route53Resolver::ResolverDNSSECConfig (p. 5544)
• AWS::Route53Resolver::ResolverEndpoint (p. 5545)
• AWS::Route53Resolver::ResolverQueryLoggingConfig (p. 5550)
• AWS::Route53Resolver::ResolverQueryLoggingConfigAssociation (p. 5552)
• AWS::Route53Resolver::ResolverRule (p. 5553)
• AWS::Route53Resolver::ResolverRuleAssociation (p. 5558)

AWS::Route53Resolver::FirewallDomainList
AWS::Route53Resolver::FirewallRule에 사용할 방화벽 도메인 목록에 대한 간략한 정보입니다.
GetFirewallDomainList에 의해 반환됩니다.
이 도메인 목록에 대해 정의된 도메인을 검색하려면 ListFirewallDomains를 호출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oute53Resolver::FirewallDomainList",
"Properties" : {
"DomainFileUrl" : String,
"Domains" : [ String, ... ],
"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Route53Resolver::FirewallDomainList
Properties:
DomainFileUrl: String
Domains:
- String
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omainFileUrl
가져올 도메인 목록이 포함된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에 저장된 파일의 정규화된
URL 또는 URI입니다.
파일은 DNS Firewall과 동일한 리전의 S3 버킷에 있어야 합니다.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어야 하며 한 줄
에 하나의 도메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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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s
정의한 도메인 목록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도메인 목록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4
Pattern: (?!^[0-9]+$)([a-zA-Z0-9\-_'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도메인 목록에 연결하려는 태그 키 및 값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FirewallDomainList 객체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방화벽 도메인 목록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CreationTime
도메인 목록이 생성된 날짜 및 시간(Unix 시간 형식 및 협정 세계시(UT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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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orRequestId
요청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자가 정의한 고유 문자열입니다. 고유 문자열을 사용하면 작업을 두 번 실행
할 위험 없이 실패한 요청을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유 문자열(예: 타임스탬프)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DomainCount
도메인 목록에 지정된 도메인 이름의 수입니다.
Id
도메인 목록의 ID입니다.
ManagedOwnerName
목록의 소유자로, 사용자가 관리하지 않는 목록에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형 도메인 목록
AWSManagedDomainsMalwareDomainList에는 관리형 소유자 이름 Route 53 Resolver DNS
Firewall이 포함됩니다.
ModificationTime
도메인 목록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 및 시간(Unix 시간 형식 및 협정 세계시(UTC))입니다.
Status
도메인 목록의 상태입니다.
StatusMessage
목록 상태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사용 가능한 경우).

AWS::Route53Resolver::FirewallRuleGroup
방화벽 규칙 그룹에 대한 간략한 정보입니다. 방화벽 규칙 그룹은 DNS Firewall이 VPC의 DNS 네트워크 트
래픽을 필터링하는 데 사용하는 규칙의 모음입니다. 규칙 그룹의 규칙을 검색하려면 ListFirewallRules를 호
출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oute53Resolver::FirewallRuleGroup",
"Properties" : {
"FirewallRules" : [ FirewallRule (p. 5539), ... ],
"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Route53Resolver::FirewallRuleGroup
Properties:
FirewallRules:
- FirewallRule (p. 5539)
Name: String
Tags:
-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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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FirewallRules
정의한 규칙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irewallRule (p. 553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규칙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4
Pattern: (?!^[0-9]+$)([a-zA-Z0-9\-_'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규칙 그룹에 연결하려는 태그 키 및 값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FirewallRuleGroupId를 반환
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규칙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CreationTime
규칙 그룹이 생성된 날짜 및 시간(Unix 시간 형식 및 협정 세계시(UT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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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orRequestId
요청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자가 정의한 고유 문자열입니다. 고유 문자열을 사용하면 작업을 두 번 실행
할 위험 없이 실패한 요청을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유 문자열(예: 타임스탬프)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Id
규칙 그룹의 ID.
ModificationTime
규칙 그룹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 및 시간(Unix 시간 형식 및 협정 세계시(UTC))입니다.
OwnerId
규칙 그룹을 생성한 계정에 대한 AWS account ID입니다. 규칙 그룹이 계정과 공유된 경우 규칙 그룹을
사용자와 공유한 계정입니다.
RuleCount
규칙 그룹의 규칙 수입니다.
ShareStatus
규칙 그룹이 다른 AWS accounts과 공유되는지 아니면 다른 AWS account이 현재 계정과 공유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공유는 AWS Resource Access Manager(AWS RAM)를 통해 구성됩니다.
Status
도메인 목록의 상태입니다.
StatusMessage
규칙 그룹의 상태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사용 가능한 경우).

예제
방화벽 규칙 그룹 생성
다음 예에서는 ALLOW, ALERT 및 BLOCK에 대한 규칙이 연결된 DNS 방화벽 규칙 그룹을 생성합니다.

JSON
{"Type": "AWS::Route53Resolver::FirewallRuleGroup",
"Properties": {
"FirewallRules": [
{
"Action": "ALERT",
"FirewallDomainListId": "rslvr-fdl-sampleID1",
"Priority": 1
},
{
"Action": "BLOCK",
"BlockResponse": "NODATA",
"FirewallDomainListId": "rslvr-fdl-sampleID2",
"Priority": 2
},
{
"Action": "BLOCK",
"BlockResponse": "NXDOMAIN",
"FirewallDomainListId": "rslvr-fdl-sampleID3",
"Priority": 3
},
{
"Action":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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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Response": "OVERRIDE",
"BlockOverrideDnsType": "CNAME",
"BlockOverrideDomain": "www.example.com",
"BlockOverrideTtl": 300,
"FirewallDomainListId": "rslvr-fdl-sampleID4",
"Priority": 4

},
{

"Action": "ALLOW",
"FirewallDomainListId": "rslvr-fdl-sampleID5",
"Priority": 5

}

}

]

}
],
"Name": "SampleFirewallRuleGroup",
"Tags": [
{
"Key": "LineOfBusiness",
"Value": "Engineering"
}

YAML
Type: AWS::Route53Resolver::FirewallRuleGroup
Properties:
FirewallRules:
Action: ALERT
FirewallDomainListId: rslvr-fdl-sampleID1
Priority: 1
Action: BLOCK
BlockResponse: NODATA
FirewallDomainListId: rslvr-fdl-sampleID2
Priority: 2
Action: BLOCK
BlockResponse: NXDOMAIN
FirewallDomainListId: rslvr-fdl-sampleID3
Priority: 3
Action: BLOCK
BlockResponse: OVERRIDE
BlockOverrideDnsType: CNAME
BlockOverrideDomain: "www.example.com"
BlockOverrideTtl: 300
FirewallDomainListId: rslvr-fdl-sampleID4
Priority: 4
Action: ALLOW
FirewallDomainListId: rslvr-fdl-sampleID5
Priority: 5
Name: SampleFirewallRuleGroup
Tags:
Key: LineOfBusiness
Value: Engineering

AWS::Route53Resolver::FirewallRuleGroup FirewallRule
규칙 그룹의 단일 방화벽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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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 : String,
"BlockOverrideDnsType" : String,
"BlockOverrideDomain" : String,
"BlockOverrideTtl" : Integer,
"BlockResponse" : String,
"FirewallDomainListId" : String,
"Priority" : Integer

YAML
Action: String
BlockOverrideDnsType: String
BlockOverrideDomain: String
BlockOverrideTtl: Integer
BlockResponse: String
FirewallDomainListId: String
Priority: Integer

Properties
Action
DNS Firewall이 규칙의 도메인 목록에 있는 도메인 중 하나와 일치할 때 DNS Firewall에서 DNS 쿼리에
수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 ALLOW - 요청의 통과를 허용합니다.
• ALERT - 요청의 통과를 허용하지만 로그에 경고를 전송합니다.
• BLOCK - 요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정한 경우 BlockResponse도 지정해야 합니다.
BlockResponse가 OVERRIDE인 경우 다음 OVERRIDE 속성을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 BlockOverrideDnsType
• BlockOverrideDomain
• BlockOverrideTtl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ERT | ALLOW | BLOCK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lockOverrideDnsType
DNS 레코드의 유형입니다. BlockOverrideDomain에서 제공한 레코드 값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BlockResponse 설정이 OVERRIDE인 규칙 작업 BLOCK에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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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lockOverrideDomain
쿼리에 대한 응답으로 다시 보낼 사용자 지정 DNS 레코드입니다. BlockResponse 설정이
OVERRIDE인 규칙 작업 BLOCK에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lockOverrideTtl
DNS 확인자 또는 웹 브라우저에서 제공된 재정의 레코드를 캐시하는 데 권장되는 시간(초)입니다.
BlockResponse 설정이 OVERRIDE인 규칙 작업 BLOCK에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lockResponse
DNS Firewall로 요청을 차단할 때 사용할 방법입니다. 규칙 작업 설정 BLOCK에 사용됩니다.
• NODATA - 쿼리가 성공했지만 응답을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응답입니다.
• NXDOMAIN - 쿼리의 도메인 이름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응답입니다.
• OVERRIDE - 응답에 사용자 지정 재정의를 제공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규칙의
BlockOverride* 설정에 사용자 지정 처리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NODATA | NXDOMAIN | OVERRID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rewallDomainListId
규칙에 사용되는 도메인 목록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ority
규칙 그룹에 있는 규칙의 우선 순위입니다. 이 값은 규칙 그룹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DNS Firewall은
가장 낮은 설정부터 시작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규칙 그룹의 규칙을 처리합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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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Route53Resolver::FirewallRuleGroupAssociation
VPC에 대한 DNS 필터링을 활성화하는 방화벽 규칙 그룹과 VPC 간의 연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oute53Resolver::FirewallRuleGroupAssociation",
"Properties" : {
"FirewallRuleGroupId" : String,
"MutationProtection" : String,
"Name" : String,
"Priority" : Integer,
"Tags" : [ Tag, ... ],
"VpcId" : String
}

YAML
Type: AWS::Route53Resolver::FirewallRuleGroupAssociation
Properties:
FirewallRuleGroupId: String
MutationProtection: String
Name: String
Priority: Integer
Tags:
- Tag
VpcId: String

Properties
FirewallRuleGroupId
방화벽 규칙 그룹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utationProtection
활성화하면 DNS Firewall 보호 기능이 실수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을 수정 또는 제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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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연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4
Pattern: (?!^[0-9]+$)([a-zA-Z0-9\-_'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ority
단일 VPC에 연결된 규칙 그룹 중에서 규칙 그룹의 처리 순서를 결정하는 설정입니다. DNS Firewall은
숫자 우선 순위 설정이 가장 낮은 규칙 그룹부터 시작하여 VPC 트래픽을 필터링합니다.
이 값은 100-9,000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규칙 그룹에 연결하려는 태그 키 및 값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Id
규칙 그룹에 연결된 VPC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FirewallRuleGroupAssociationId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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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방화벽 규칙 그룹 연결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CreationTime
연결이 생성된 날짜 및 시간이며 Unix 시간 형식 및 UTC(협정 세계시)로 표시됩니다.
CreatorRequestId
요청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자가 정의한 고유 문자열입니다. 고유 문자열을 사용하면 작업을 두 번 실행
할 위험 없이 실패한 요청을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유 문자열(예: 타임스탬프)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Id
연결의 식별자입니다.
ManagedOwnerName
연결의 소유자로, 사용자가 관리하지 않는 연결에만 사용됩니다. AWS Firewall Manager를 사용하여
DNS Firewall의 방화벽을 관리하는 경우 이 설정은 Firewall Manager를 관리형 소유자로 보고합니다.
ModificationTime
연결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 및 시간(Unix 시간 형식 및 협정 세계시(UTC))입니다.
Status
연결의 현재 상태입니다.
StatusMessage
응답 상태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사용 가능한 경우).

AWS::Route53Resolver::ResolverDNSSECConfig
AWS::Route53Resolver::ResolverDNSSECConfig 리소스는 DNSSEC 유효성 검사 구성에 대한 정보
를 포함하는 복합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oute53Resolver::ResolverDNSSECConfig",
"Properties" : {
"ResourceId" :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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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AWS::Route53Resolver::ResolverDNSSECConfig
Properties:
ResourceId: String

Properties
ResourceId
DNSSEC 유효성 검사 상태를 구성할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VPC)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ID를 반환합니다. 예:
{ "Ref": "rdsc-689d45d1ae623bf3"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Id
이 ResolverDNSSECConfig 리소스의 기본 식별자입니다. 예: rdsc-689d45d1ae623bf3.
OwnerId
소유자의 AWS account입니다. 예: 111122223333.
ValidationStatus
이 ResolverDNSSECConfig 리소스의 현재 상태입니다. 예: Enabled.

AWS::Route53Resolver::ResolverEndpoint
해석기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해석기 엔드포인트에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등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
다.
• 인바운드 해석기 엔드포인트는 사용자의 네트워크에서 VPC에 대한 DNS 서비스로 DNS 쿼리를 전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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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바운드 해석기 엔드포인트는 VPC에 대한 DNS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네트워크로 DNS 쿼리를 전송합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oute53Resolver::ResolverEndpoint",
"Properties" : {
"Direction" : String,
"IpAddresses" : [ IpAddressRequest (p. 5549), ... ],
"Name" : String,
"SecurityGroupIds" : [ String,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Route53Resolver::ResolverEndpoint
Properties:
Direction: String
IpAddresses:
- IpAddressRequest (p. 5549)
Name: String
SecurityGroupIds:
-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irection
해석기 엔드포인트가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 DNS 쿼리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INBOUND: 사용자의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의 VPC로 DNS 쿼리 허용
• OUTBOUND: 사용자의 VPC에서 사용자의 네트워크로 DNS 쿼리 허용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NBOUND | OUTBOUN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pAddresses
(아웃바운드 엔드포인트에 대해) DNS 쿼리가 시작되거나 (인바운드 엔드포인트에 대해) DNS 쿼리를 전
달하는 사용자의 VPC의 서브넷 및 IP 주소입니다. 서브넷 ID는 VPC를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Required: 예
Type: IpAddressRequest (p. 5549) 목록
Maximum: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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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친숙한 이름을 사용하면 Route 53 콘솔의 해석기 대시 보드에서 쉽게 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4
Pattern: (?!^[0-9]+$)([a-zA-Z0-9\-_'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Ids
이 VPC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하나 이상의 보안 그룹 ID입니다. 보안 그룹에는 하나 이상의 인바운
드 규칙(인바운드 엔드포인트) 또는 아웃바운드 규칙(아웃바운드 엔드포인트)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인
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규칙은 TCP 및 UDP 액세스를 허용해야 합니다. 인바운드 액세스의 경우 포트 53
을 엽니다. 아웃바운드 액세스의 경우 네트워크에 있는 DNS 쿼리에 사용하는 포트를 엽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Route 53 Resolver는 CloudFormation을 통한 태그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ResolverEndpoint 객체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확인자 엔드포인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route53resolver:useast-1:123456789012:resolver-endpoint/resolver-endpoint-a1bzhi).
Direction
해석기 엔드포인트가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 DNS 쿼리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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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VPCId
해석기 엔드포인트를 생성하고자 하는 VPC의 ID입니다.
IpAddressCount
해석기 엔드포인트에서 DNS 쿼리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의 수입니다.
Name
엔드포인트를 생성할 때 해석기 엔드포인트에 할당한 이름입니다.
ResolverEndpointId
해석기 엔드포인트의 ID입니다.

예제
해석기 엔드포인트 생성
다음 예에서는 Amazon Route 53 아웃바운드 해석기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IpAddresses 객체에는
SubnetId의 값이 포함되지만 Ip의 값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Route 53 해석기는 지정된 서브넷의 사용 가
능한 IP 주소 중에서 IP 주소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JSON
{

}

"Type" : "AWS::Route53Resolver::ResolverEndpoint",
"Properties" : {
"Direction" : "Outbound",
"IpAddresses" : [
{
"SubnetId": "subnet-0bca4d363dexample"
},
{
"SubnetId": "subnet-0cdb5e474dexample"
}
],
"Name" : "MyOutboundEndpoint",
"SecurityGroupIds" : [
"sg-071b99f42example"
],
"Tags" : [
"Key": "LineOfBusiness",
"Value": "Engineering"
]
}

YAML
Type : AWS::Route53Resolver::ResolverEndpoint
Properties :
Direction : Outbound
IpAddresses :
- SubnetId: subnet-0bca4d363dexample
- SubnetId: subnet-0cdb5e474dexample
Name : MyOutboundEndpoint
SecurityGroupIds :
- sg-071b99f42example
Tag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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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LineOfBusiness
Value: Engineering

참고 항목
• Amazon Route 53 API 참조의 ResolverEndpoint

AWS::Route53Resolver::ResolverEndpoint IpAddressRequest
CreateResolverEndpoint 요청에서 DNS 쿼리가 시작되는 IP 주소(아웃바운드 엔드포인트의 경우) 또는 DNS
쿼리를 전달하는 IP 주소(인바운드 엔드포인트의 경우). IpAddressRequest에는 IP 주소가 포함된 서브넷
의 ID도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p" : String,
"SubnetId" : String

YAML
Ip: String
SubnetId: String

Properties
Ip
DNS 쿼리에 대해 사용하고자 하는 IP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7
Maximum: 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
IP 주소를 포함한 서브넷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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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WS::Route53Resolver::ResolverEndpoint 주제의 값 반환
• Amazon Route 53 API 참조의 IpAddressRequest

AWS::Route53Resolver::ResolverQueryLoggingConfig
AWS::Route53Resolver::ResolverQueryLoggingConfig 리소스는 하나의 쿼리 로깅 구성에 대한 설정이 포함
된 복잡한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oute53Resolver::ResolverQueryLoggingConfig",
"Properties" : {
"DestinationArn" : String,
"Name" : String
}

YAML
Type: AWS::Route53Resolver::ResolverQueryLoggingConfig
Properties:
DestinationArn: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Arn
해석기에서 쿼리 로그를 보낼 리소스(Amazon S3 버킷,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 또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쿼리 로깅 구성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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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64
Pattern: (?!^[0-9]+$)([a-zA-Z0-9\-_'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하나의 쿼리 로깅 구성에 대한 설정
이 포함된 리소스의 ID입니다.
예: { "Ref": "rqlc-1111222233334444"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쿼리 로깅 구성을 위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ssociationCount
쿼리 로깅 구성과 연결된 VPC 수입니다.
CreationTime
쿼리 로깅 구성이 생성된 날짜 및 시간이며 Unix 시간 형식 및 UTC(협정 세계시)로 표시됩니다.
CreatorRequestId
쿼리 로깅 구성을 생성한 요청을 식별하는 고유 문자열입니다. CreatorRequestId에서는 작업을 두
번 실행할 위험 없이 실패한 요청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Id
쿼리 로깅 구성의 ID입니다.
OwnerId
쿼리 로깅 구성을 생성한 계정의 AWS account ID입니다.
ShareStatus
쿼리 로깅 구성이 다른 AWS account과 공유되는지 아니면 다른 AWS account에서 현재 계정과 공유되
었는지를 나타냅니다. 공유는 AWS Resource Access Manager(AWS RAM)를 통해 구성됩니다.
Status
지정된 쿼리 로깅 구성의 상태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CREATING: 해석기가 쿼리 로깅 구성을 생성하는 중입니다.
• CREATED: 쿼리 로깅 구성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해석기는 지정된 VPC에서 시작되는 쿼리를
로깅하는 중입니다.
• DELETING: 해석기가 쿼리 로깅 구성을 삭제하는 중입니다.
• FAILED: 해석기가 쿼리 로깅 구성에 지정된 위치로 로그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두 가지 원
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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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대상(예: Amazon S3 버킷)이 삭제되었습니다.
• 대상에 로그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AWS::Route53Resolver::ResolverQueryLoggingConfigAssociation
AWS::Route53Resolver::ResolverQueryLoggingConfigAssociation 리소스는 DNS 쿼리 로깅을 위한 구성입
니다. 쿼리 로깅 구성을 생성하면, Amazon Route 53이 로그 데이터를 Amazon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
에 게시하기 시작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oute53Resolver::ResolverQueryLoggingConfigAssociation",
"Properties" : {
"ResolverQueryLogConfigId" : String,
"ResourceId" : String
}

YAML
Type: AWS::Route53Resolver::ResolverQueryLoggingConfigAssociation
Properties:
ResolverQueryLogConfigId: String
ResourceId: String

Properties
ResolverQueryLogConfigId
VPC가 연결된 쿼리 로깅 구성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Id
쿼리 로깅 구성과 연결된 Amazon VPC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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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DNS 쿼리 로깅 구성의 ID입니다.
예: { "Ref": "rqlca-1111222233334444"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reationTime
VPC가 쿼리 로깅 구성과 연결된 날짜 및 시간이며 Unix 시간 형식 및 UTC(협정 세계시)로 표시됩니다.
Error
Status 값이 FAILED인 경우 Error 값은 원인을 나타냅니다.
• DESTINATION_NOT_FOUND: 지정된 대상(예: Amazon S3 버킷)이 삭제되었습니다.
• ACCESS_DENIED: 대상에 로그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Status 값이 FAILED 이외의 값이면 Error는 null입니다.
ErrorMessage
오류에 대한 추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값이 Error 또는 null인 경우 ErrorMessage 값도 null입니다.
Id
쿼리 로깅 연결의 ID입니다.
Status
지정된 쿼리 로깅 연결의 상태입니다. 유효 값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CREATING: 해석기가 Amazon Virtual Private Cloud(Amazon VPC)와 쿼리 로깅 구성 간의 연결을 생
성하는 중입니다.
• CREATED: Amazon VPC와 쿼리 로깅 구성 간의 연결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해석기는 지정된
VPC에서 시작되는 쿼리를 로깅하는 중입니다.
• DELETING: 해석기가 쿼리 로깅 연결을 삭제하는 중입니다.
• FAILED: 해석기가 쿼리 로깅 연결을 생성할 수 없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AWS::Route53Resolver::ResolverRule
사용자의 VPC에서 시작하는 DNS 쿼리의 경우 쿼리가 통과하는 해석기 엔드포인트, 사용자의 네트워크로
전달하려는 하나의 도메인 이름 및 사용자의 네트워크에서 DNS 해석기의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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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Route53Resolver::ResolverRule",
"Properties" : {
"DomainName" : String,
"Name" : String,
"ResolverEndpointId" : String,
"RuleType" : String,
"Tags" : [ Tag, ... ],
"TargetIps" : [ TargetAddress (p. 5557), ... ]
}

YAML
Type: AWS::Route53Resolver::ResolverRule
Properties:
DomainName: String
Name: String
ResolverEndpointId: String
RuleType: String
Tags:
- Tag
TargetIps:
- TargetAddress (p. 5557)

Properties
DomainName
이 도메인 이름에 대한 DNS 쿼리는 TargetIps에 지정된 IP 주소입니다. 쿼리가 여러 해석기 규칙
(example.com 및 www.example.com)과 일치하면 가장 구체적인 도메인 이름(www.example.com)이 포
함된 해석기 규칙을 사용하여 쿼리가 라우팅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해석기 규칙 생성 시 지정한 해석기 규칙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4
Pattern: (?!^[0-9]+$)([a-zA-Z0-9\-_'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lverEndpointId
규칙이 연결된 엔드포인트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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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Type
지정된 도메인의 DNS 쿼리를 네트워크의 해석기에 전달하려면 FORWARD를 지정합니다.
도메인의 DNS 쿼리를 네트워크에 전달할 전달 규칙이 있을 경우 해석기가 해당 도메인의 쿼리를 처리
하도록 하려면 SYSTEM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example.com의 DNS 쿼리를 네트워크의 해석기에 전달하려면 규칙을 생성하고 RuleType을
FORWARD로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해석기에서 apex.example.com의 쿼리를 처리하게 하려면 규칙을 생
성하고 RuleType을 SYSTEM으로 지정합니다.
현재 해석기만 RuleType에 대한 RECURSIVE 값을 가진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ORWARD | RECURSIVE | SYSTEM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Route 53 Resolver는 CloudFormation을 통한 태그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2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Ips
아웃바운드 엔드포인트가 DNS 쿼리를 전달하는 IP 주소 및 포트가 포함된 어레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 있는 DNS 해석기의 IP 주소입니다. IPv4 주소를 지정합니다. IPv6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rgetAddress (p. 555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해당 규칙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
하는ResolverRule 객체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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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확인자 규칙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route53resolver:useast-1:123456789012:resolver-rule/resolver-rule-a1bzhi).
DomainName
이 도메인 이름에 대한 DNS 쿼리는 TargetIps에 지정된 IP 주소입니다. 쿼리가 여러 해석기 규칙
(example.com 및 www.example.com)과 일치하면 가장 구체적인 도메인 이름(www.example.com)이 포
함된 해석기 규칙을 사용하여 쿼리가 라우팅됩니다.
Name
친숙한 이름을 사용하면 Route 53 콘솔의 해석기 대시 보드에서 쉽게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ResolverEndpointId
규칙이 연결된 아웃바운드 엔드포인트의 ID(예: rslvr-out-fdc049932dexample)입니다.
ResolverRuleId
RuleType의 값이 FORWARD인 경우 해석기 규칙 생성 시 해석기에서 규칙에 할당하는 ID(예: rslvrrr-5328a0899aexample)입니다. 이 값은 RuleType이 SYSTEM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TargetIps
RuleType의 값이 FORWARD인 경우 아웃바운드 엔드포인트에서 DNS 쿼리를 전달하는 IP 주소로, 일반
적으로 네트워크의 DNS 해석기에 대한 IP 주소입니다. 이 값은 RuleType이 SYSTEM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제
해석기 규칙 생성
다음 예에서는 Amazon Route 53 아웃바운드 해석기 규칙을 생성합니다.

JSON
{

"Type" : "AWS::Route53Resolver::ResolverRule",
"Properties" : {
"DomainName" : "example.com",
"Name" : "MyRule",
"ResolverEndpointId" : "rslvr-out-fdc049932dexample",
"RuleType" : "FORWARD",
"Tags" : [
{
"Key": "LineOfBusiness",
"Value": "Engineering"
}
],
"TargetIps" : [
{
"Ip" : "192.0.2.6",
"Port" : "53"
},
{
"Ip" : "192.0.2.99,
"Port" : "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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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Type: AWS::Route53Resolver::ResolverRule
Properties:
DomainName: example.com
Name: MyRule
ResolverEndpointId: rslvr-out-fdc049932dexample
RuleType: FORWARD
Tags:
Key: LineOfBusiness
Value: Engineering
TargetIps:
Ip: 192.0.2.6
Port: 53
Ip: 192.0.2.99
Port: 53

참고 항목
• Amazon Route 53 API 참조의 ResolverRule

AWS::Route53Resolver::ResolverRule TargetAddress
CreateResolverRule 요청에서 DNS 쿼리를 전달할 IP의 어레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p" : String,
"Port" : String

YAML
Ip: String
Port: String

Properties
Ip
DNS 쿼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IP 주소입니다. IPv4 주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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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
DNS 쿼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Ip의 포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Route53Resolver::ResolverRule 주제의 값 반환
• Amazon Route 53 API 참조의 TargetAddress

AWS::Route53Resolver::ResolverRuleAssociation
AssociateResolverRule, DisassociateResolverRule 또는 ListResolverRuleAssociations 요청에 대한 응답으
로 해석기 규칙과 VPC 간의 연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결은 VPC에서 시작되는 DNS 쿼리에서 네트
워크로 전달할 쿼리를 결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Route53Resolver::ResolverRuleAssociation",
"Properties" : {
"Name" : String,
"ResolverRuleId" : String,
"VPCId" : String
}

YAML
Type: AWS::Route53Resolver::ResolverRuleAssociation
Properties:
Name: String
ResolverRuleId: String
VPCId: String

Properties
Name
해석기 규칙과 VPC 간의 연결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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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4
Pattern: (?!^[0-9]+$)([a-zA-Z0-9\-_'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lverRuleId
VPCId에서 지정한 VPC와 연결한 해석기 규칙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CId
해석기 규칙을 연결한 VPC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ResolverRuleAssociationId를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Name
분석기 규칙과 VPC 간의 연결 이름입니다(예: test.example.com in beta VPC).
ResolverRuleAssociationId
정보를 확인하려는 분석기 규칙 연결의 ID입니다(예: rslvr-rrassoc-97242eaf88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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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verRuleId
VPCId로 지정된 VPC와 연결한 분석기 규칙의 ID입니다(예: rslvr-rr-5328a0899example).
VPCId
분석기 규칙을 연결한 VPC의 ID입니다(예: vpc-03cf94c75cexample).

참고 항목
• Amazon Route 53 API 참조의 ResolverRuleAssociation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S3::AccessPoint (p. 5560)
• AWS::S3::Bucket (p. 5572)
• AWS::S3::BucketPolicy (p. 5678)
• AWS::S3::MultiRegionAccessPoint (p. 5680)
• AWS::S3::MultiRegionAccessPointPolicy (p. 5684)
• AWS::S3::StorageLens (p. 5686)

AWS::S3::AccessPoint
AWS: :S3: :AccessPoint 리소스는 버킷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mazon S3 리소스 유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3::AccessPoint",
"Properties" : {
"Bucket" : String,
"Name" : String,
"Policy" : Json,
"PolicyStatus" : Json,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p. 5568),
"VpcConfiguration" : VpcConfiguration (p. 5569)
}

YAML
Type: AWS::S3::AccessPoint
Properties:
Bucket: String
Name: String
Policy: Json
PolicyStatus: Json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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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Configuration:
VpcConfiguration (p. 5569)

Properties
Bucket
이 액세스 포인트와 연결된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이 액세스 포인트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은 고유한 ID를 생성하
고 액세스 포인트 이름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licy
이 액세스 포인트와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 정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yStatus
버킷의 정책 상태에 대한 컨테이너 요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이 Amazon S3 버킷에 적용할 PublicAccessBlock 구성입니다. 구성 옵션을 모든 조합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에서 버킷 또는 객체를 퍼블릭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서 "퍼블릭"의 의미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p. 556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cConfiguration
이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Virtual Private Cloud(VPC) 구성입니다(있는 경우).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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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VpcConfiguration (p. 556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액세스 포인트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Alias
이 액세스 포인트의 별칭입니다.
Arn
이 속성에는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ARN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ame
이 액세스 포인트의 이름입니다.
NetworkOrigin
이 액세스 포인트가 인터넷에서의 액세스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액세스 포인트에 대해
VpcConfiguration이 지정되면 NetworkOrigin는 VPC이 되고 액세스 포인트는 인터넷에서의 액세
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NetworkOrigin는 Internet가 되고 액세스 포인트 및 버킷
액세스 정책에 따라 액세스 포인트가 인터넷에서의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허용된 값: VPC | Internet

예제
S3 액세스 포인트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지정된 S3 버킷에 대한 Amazon S3 액세스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이 액세스 포인트에서 사
용자 JaneDoe는 /janedoe 접두사가 추가된 버킷 객체에 대해서만 GetObject 및 PutObject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ARN 경로에 /object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IAM 정책 구성과 액세스 포인트 관
리 및 사용을 참조하세요.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
"S3BucketPolicy": {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
"Bucket": {
"Ref": "S3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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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Effect": "Allow",
"Resource": [
{
"Fn::GetAtt": [
"S3Bucket",
"Arn"
]
},
{
"Fn::Join": [
"",
[
{
"Fn::GetAtt": [
"S3Bucket",
"Arn"
]
},
"/*"
]
]
}
],
"Principal": {
"AWS": "*"
},
"Condition": {
"StringEquals": {
"s3:DataAccessPointAccount": {
"Ref": "AWS::AccountId"
}
}
}
}
]
}

}
},
"S3AccessPoint": {
"Type": "AWS::S3::AccessPoint",
"Properties": {
"Bucket": {
"Ref": "S3Bucket"
},
"Name": "my-access-point",
"Policy":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3:GetObject",
"s3:PutObject"
],
"Effect": "Allow",
"Resource": [
{
"Fn::Sub": "arn:${AWS::Partition}:s3:${AWS::Region}:
${AWS::AccountId}:accesspoint/my-access-point/object/janedo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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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
"AWS": {
"Fn::Sub": "arn:${AWS::Partition}:iam::
${AWS::AccountId}:user/JaneDoe"
}
}
}
]
}
}
}
},
"Outputs": {
"S3AccessPointArn": {
"Value": {
"Fn::GetAtt": ["S3AccessPoint", "Arn"]
},
"Description": "ARN of the sample Amazon S3 access point."
},
"S3AccessPointName": {
"Value": {
"Fn::GetAtt": ["S3AccessPoint", "Name"]
},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access point."
},
"S3AccessPointAlias": {
"Value": {
"Fn::GetAtt": ["S3AccessPoint", "Alias"]
},
"Description": "Alias of the sample Amazon S3 access point."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S3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S3Bucke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Effect: Allow
Resource:
- !GetAtt
- S3Bucket
- Arn
- !Join
- ''
- - !GetAtt
- S3Bucket
- Arn
- /*
Principal:
AWS: '*'
Condition:
StringEquals:
's3:DataAccessPointAccount': !Ref 'AWS::Account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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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AccessPoint:
Type: 'AWS::S3::AccessPoint'
Properties:
Bucket: !Ref S3Bucket
Name: my-access-point
Policy: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Object'
- 's3:PutObject'
Effect: Allow
Resource:
- !Sub 'arn:${AWS::Partition}:s3:${AWS::Region}:
${AWS::AccountId}:accesspoint/my-access-point/object/janedoe/*'
Principal:
AWS: !Sub 'arn:${AWS::Partition}:iam::${AWS::AccountId}:user/JaneDoe'
Outputs:
S3AccessPointArn:
Value:
Fn::GetAtt:
- S3AccessPoint
- Arn
Description: ARN of the sample Amazon S3 access point.
S3AccessPointName:
Value:
Fn::GetAtt:
- S3AccessPoint
- Name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access point.
S3AccessPointAlias:
Value:
Fn::GetAtt:
- S3AccessPoint
- Alias
Description: Alias of the sample Amazon S3 access point.

VPC로 제한된 S3 액세스 포인트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VPC)로 제한된 Amazon S3 액세스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3 사용 설명서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IAM 정책 구성을 참조하세요.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
"S3BucketPolicy": {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
"Bucket": {
"Ref": "S3Bucket"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Effect": "Allow",
"Resour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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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Fn::GetAtt": [
"S3Bucket",
"Arn"
]
"Fn::Join": [
"",
[
{
"Fn::GetAtt": [
"S3Bucket",
"Arn"
]
},
"/*"
]
]

}
],
"Principal": {
"AWS": "*"
},
"Condition": {
"StringEquals": {
"s3:DataAccessPointAccount": {
"Ref": "AWS::AccountId"
}
}
}

},
"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CidrBlock": "10.0.0.0/16"
}
},
"S3AccessPoint": {
"Type": "AWS::S3::AccessPoint",
"Properties": {
"Bucket": {
"Ref": "S3Bucket"
},
"Name": "my-access-point",
"VpcConfiguration": {
"VpcId": {
"Ref": "VPC"
}
},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
"BlockPublicAcls": true,
"IgnorePublicAcls": true,
"BlockPublicPolicy": true,
"RestrictPublicBuckets": true
}
}
}

},
"Outputs": {
"S3AccessPointArn": {
"Value": {
"Ref": "S3Access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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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Description": "ARN of the sample Amazon S3 access point."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S3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S3Bucke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Effect: Allow
Resource:
- Fn::GetAtt:
- S3Bucket
- Arn
- Fn::Join:
- ""
- - Fn::GetAtt:
- S3Bucket
- Arn
- /*
Principal:
AWS: "*"
Condition:
StringEquals:
s3:DataAccessPointAccount:
Ref: AWS::AccountId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S3AccessPoint:
Type: AWS::S3::AccessPoint
Properties:
Bucket:
Ref: S3Bucket
Name: my-access-point
VpcConfiguration:
VpcId:
Ref: VPC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BlockPublicAcls: true
IgnorePublicAcls: true
BlockPublicPolicy: true
RestrictPublicBuckets: true
Outputs:
S3AccessPointArn:
Value:
Ref: S3AccessPoint
Description: ARN of the sample Amazon S3 acces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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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3::AccessPoint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이 Amazon S3 버킷에 적용할 PublicAccessBlock 구성입니다. 구성 옵션을 모든 조합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
니다. Amazon S3에서 버킷 또는 객체를 퍼블릭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서 "퍼블릭"의 의미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lockPublicAcls" : Boolean,
"BlockPublicPolicy" : Boolean,
"IgnorePublicAcls" : Boolean,
"RestrictPublicBuckets" : Boolean

YAML
BlockPublicAcls: Boolean
BlockPublicPolicy: Boolean
IgnorePublicAcls: Boolean
RestrictPublicBuckets: Boolean

Properties
BlockPublicAcls
Amazon S3가 이 버킷 및 이 버킷의 객체에 대해 퍼블릭 액세스 제어 목록(ACL)을 차단해야 할지 여부
를 지정합니다. 이 요소를 TRUE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동작이 발생합니다.
• 지정된 ACL이 퍼블릭이면 PUT Bucket acl 및 PUT Object acl 호출이 실패합니다.
• 요청에 퍼블릭 ACL이 포함되어 있으면 PUT Object 호출이 실패합니다.
• 요청에 퍼블릭 ACL이 포함되어 있으면 PUT Bucket 호출이 실패합니다.
이 설정을 활성화해도 기존 버킷 정책이나 ACL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lockPublicPolicy
Amazon S3가 이 버킷에 대한 퍼블릭 버킷 정책을 차단해야 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요소를 TRUE로
설정하면 지정된 버킷 정책이 퍼블릭 액세스를 허용하는 경우 Amazon S3가 PUT Bucket 정책에 대한
호출을 거부합니다.
이 설정 활성화는 기존 버킷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gnorePublicAcls
Amazon S3가 이 버킷 및 이 버킷의 객체에 대해 퍼블릭 ACL을 무시해야 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요
소를 TRUE로 설정하면 Amazon S3가 이 버킷 및 이 버킷의 객체에 대한 모든 퍼블릭 ACL을 무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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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정을 활성화하면 기존 ACL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새 퍼블릭 ACL이 설정되는 것을 방지
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trictPublicBuckets
Amazon S3가 이 버킷에 대한 퍼블릭 버킷 정책을 제한해야 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요소를 TRUE로
설정하면 버킷에 퍼블릭 정책이 있을 경우 이 버킷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이 계정 내의 권한 있는 사용자
와 AWS 서비스 보안 주체로만 제한합니다.
이 설정을 활성화해도 이전에 저장된 버킷 정책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특정 계정에 대한 비공개
위임을 포함하여 모든 퍼블릭 버킷 정책의 퍼블릭 및 교차 계정 액세스는 차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3::AccessPoint VpcConfiguration
이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VPC)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pcId" : String

YAML
VpcId: String

Properties
VpcId
이 필드를 지정하면 액세스 포인트는 지정된 VPC ID로부터의 연결만 허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예제
VPC로 제한된 S3 액세스 포인트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VPC)로 제한된 Amazon S3 액세스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3 사용 설명서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IAM 정책 구성을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0-05-15
556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S3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
"S3BucketPolicy": {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
"Bucket": {
"Ref": "S3Bucket"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Effect": "Allow",
"Resource": [
{
"Fn::GetAtt": [
"S3Bucket",
"Arn"
]
},
{
"Fn::Join": [
"",
[
{
"Fn::GetAtt": [
"S3Bucket",
"Arn"
]
},
"/*"
]
]
}
],
"Principal": {
"AWS": "*"
},
"Condition": {
"StringEquals": {
"s3:DataAccessPointAccount": {
"Ref": "AWS::AccountId"
}
}
}
}
]
}
}
},
"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CidrBlock": "10.0.0.0/16"
}
},
"S3AccessPoint": {
"Type": "AWS::S3::Access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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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
"Bucket": {
"Ref": "S3Bucket"
},
"Name": "my-access-point",
"VpcConfiguration": {
"VpcId": {
"Ref": "VPC"
}
},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
"BlockPublicAcls": true,
"IgnorePublicAcls": true,
"BlockPublicPolicy": true,
"RestrictPublicBuckets": true
}
}

}

}
},
"Outputs": {
"S3AccessPointArn": {
"Value": {
"Ref": "S3AccessPoint"
},
"Description": "ARN of the sample Amazon S3 access point."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S3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S3Bucke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Effect: Allow
Resource:
- Fn::GetAtt:
- S3Bucket
- Arn
- Fn::Join:
- ""
- - Fn::GetAtt:
- S3Bucket
- Arn
- /*
Principal:
AWS: "*"
Condition:
StringEquals:
s3:DataAccessPointAccount:
Ref: AWS::AccountId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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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rBlock: 10.0.0.0/16
S3AccessPoint:
Type: AWS::S3::AccessPoint
Properties:
Bucket:
Ref: S3Bucket
Name: my-access-point
VpcConfiguration:
VpcId:
Ref: VPC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BlockPublicAcls: true
IgnorePublicAcls: true
BlockPublicPolicy: true
RestrictPublicBuckets: true
Outputs:
S3AccessPointArn:
Value:
Ref: S3AccessPoint
Description: ARN of the sample Amazon S3 access point.

AWS::S3::Bucket
AWS::S3::Bucket 리소스는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생성한 동일한 AWS 리전에서 Amazon S3 버킷
을 생성합니다.
스택을 삭제할 때 AWS CloudFormation에서 버킷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어하려면 버킷에 대한 삭제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버킷을 보관하거나 삭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etionPolicy 속
성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빈 버킷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버킷에 콘텐츠가 있는 경우 삭제가 실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S3::Bucket",
"Properties" : {
"AccelerateConfiguration" : AccelerateConfiguration (p. 5592),
"AccessControl" : String,
"AnalyticsConfigurations" : [ AnalyticsConfiguration (p. 5593), ... ],
"BucketEncryption" : BucketEncryption (p. 5596),
"BucketName" : String,
"CorsConfiguration" : CorsConfiguration (p. 5597),
"IntelligentTieringConfigurations" : [ IntelligentTieringConfiguration (p. 5608), ... ],
"InventoryConfigurations" : [ InventoryConfiguration (p. 5609), ... ],
"LifecycleConfiguration" : LifecycleConfiguration (p. 5613),
"LoggingConfiguration" : LoggingConfiguration (p. 5615),
"MetricsConfigurations" : [ MetricsConfiguration (p. 5618), ... ],
"NotificationConfiguration" : NotificationConfiguration (p. 5620),
"ObjectLockConfiguration" : ObjectLockConfiguration (p. 5622),
"ObjectLockEnabled" : Boolean,
"OwnershipControls" : OwnershipControls (p. 5624),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p. 5626),
"ReplicationConfiguration" : ReplicationConfiguration (p. 5633),
"Tags" : [ Tag, ... ],
"VersioningConfiguration" : VersioningConfiguration (p. 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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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bsiteConfiguration" : WebsiteConfiguration (p. 5675)

YAML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lerateConfiguration:
AccelerateConfiguration (p. 5592)
AccessControl: String
AnalyticsConfigurations:
- AnalyticsConfiguration (p. 5593)
BucketEncryption:
BucketEncryption (p. 5596)
BucketName: String
CorsConfiguration:
CorsConfiguration (p. 5597)
IntelligentTieringConfigurations:
- IntelligentTieringConfiguration (p. 5608)
InventoryConfigurations:
- InventoryConfiguration (p. 5609)
LifecycleConfiguration:
LifecycleConfiguration (p. 5613)
LoggingConfiguration:
LoggingConfiguration (p. 5615)
MetricsConfigurations:
- MetricsConfiguration (p. 5618)
NotificationConfiguration:
NotificationConfiguration (p. 5620)
ObjectLockConfiguration:
ObjectLockConfiguration (p. 5622)
ObjectLockEnabled: Boolean
OwnershipControls:
OwnershipControls (p. 5624)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p. 5626)
ReplicationConfiguration:
ReplicationConfiguration (p. 5633)
Tags:
- Tag
VersioningConfiguration:
VersioningConfiguration (p. 5673)
WebsiteConfiguration:
WebsiteConfiguration (p. 5675)

Properties
AccelerateConfiguration
Amazon S3 버킷의 전송 가속 상태를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S3 Transfer Acceleration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AccelerateConfiguration (p. 55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ccessControl
버킷에 미리 정의된 권한을 부여하는 미리 준비된 ACL(액세스 제어 목록)입니다. 미리 제공 AC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서 미리 제공 ACL을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0-05-15
557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S3

이 속성의 구문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 제공된 정보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AccessControl
속성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며 다음 값 중 하나여야 합니다. Private, PublicRead, PublicReadWrite,
AuthenticatedRead, LogDeliveryWrite, BucketOwnerRead, BucketOwnerFullControl 또는
AwsExecRea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nalyticsConfigurations
Amazon S3 버킷의 분석 필터에 대한 구성 및 분석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alyticsConfiguration (p. 559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cketEncryption
속성은 Amazon S3 관리형 키 SSE-S3 또는 AWS KMS 관리형 키(SSE-KMS) 버킷에서 서버 측 암호화
를 사용하여 버킷에 대한 기본 암호화를 지정합니다. Amazon S3 기본 암호화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서 S3 버킷에 대한 Amazon S3 기본 암호화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BucketEncryption (p. 55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cketName
버킷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이 고유한 ID를 생성하고 버킷 이름
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버킷 이름에는 소문자, 숫자, 마침표(.) 및 대시(-)만 포함되어야 하며 Amazon
S3 버킷 규제 및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S3 버킷
이름 지정 규칙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
의 또는 전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새
이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rsConfiguration
Amazon S3 버킷의 객체에 대한 cross-origin 액세스 구성을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
용 설명서에서 교차 오리진 리소스 공유 활성화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CorsConfiguration (p. 559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telligentTieringConfigurations
Amazon S3에서 Intelligent-Tiering 스토리지를 처리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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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IntelligentTieringConfiguration (p. 560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ventoryConfigurations
Amazon S3 버킷의 인벤토리 구성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API 참조에서 GET Bucket
inventory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InventoryConfiguration (p. 560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fecycleConfiguration
Amazon S3 버킷의 객체에 대한 수명 주기 구성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
서에서 객체 수명 주기 관리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LifecycleConfiguration (p. 56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ingConfiguration
로그를 저장할 위치를 정의하는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ggingConfiguration (p. 561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sConfigurations
Amazon S3 버킷의 CloudWatch 요청 측정치(측정치 구성 ID로 지정)에 대한 측정치 구성을 지정합니다.
기존 측정치 구성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기존 측정치 구성이 완전히 대체됩니다. 유지할 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면 해당 요소가 지워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API 참조에서 PUT Bucket metrics를 참조하
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MetricsConfiguration (p. 561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icationConfiguration
Amazon S3에서 버킷 알림을 처리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otificationConfiguration (p. 56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bjectLockConfiguration
지정된 버킷에 객체 잠금 구성을 배치합니다. 객체 잠금 구성에 지정된 규칙은 지정된 버킷에 배치된 모
든 새 객체에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객체 잠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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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DefaultRetention 설정에는 모드와 기간이 모두 필요합니다.
• DefaultRetention 기간은 Days 또는 Years일 수 있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Days와 Years를 동시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새 버킷에 대해서만 객체 잠금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버킷에 대해 객체 잠금을 적용
하려면 AWS Support에 문의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ObjectLockConfiguration (p. 562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bjectLockEnabled
이 버킷에 객체 잠금 구성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버킷에
ObjectLockConfiguration을 적용할 때 ObjectLockEnabled를 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wnershipControls
Amazon S3에서 객체 소유권 규칙을 처리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wnershipControls (p. 56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Amazon S3에서 퍼블릭 액세스를 처리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p. 562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licationConfiguration
S3 버킷에서 객체 복제를 위한 구성입니다. 복제를 활성화하려면 VersioningConfiguration 속성
을 사용하여 버전 관리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Amazon S3는 복제된 객체를 단일 대상 버킷 또는 여러 대상 버킷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버킷이 이
미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plicationConfiguration (p. 563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S3 버킷의 자의적인 태그 세트(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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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ingConfiguration
이 버킷의 모든 객체에 대해 여러 버전을 활성화합니다. 객체를 실수로 삭제하거나 덮어쓰지 않도록 보
호하거나 이전 버전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객체를 보관하기 위해 버전 관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ersioningConfiguration (p. 567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ebsiteConfiguration
버킷을 정적 웹 사이트로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에서 웹 사이트
호스팅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WebsiteConfiguration (p. 567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버킷 이름입니다.
예: DOC-EXAMPLE-BUCKET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지정된 버킷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예: arn:aws:s3:::DOC-EXAMPLE-BUCKET
DomainName
지정된 버킷의 IPv4 DNS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DOC-EXAMPLE-BUCKET.s3.amazonaws.com
DualStackDomainName
지정된 버킷의 IPv6 DNS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DOC-EXAMPLE-BUCKET.s3.dualstack.us-east-2.amazonaws.com
듀얼 스택 엔드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듀얼 스택 엔드포인트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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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DomainName
지정된 버킷의 리전별 도메인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DOC-EXAMPLE-BUCKET.s3.us-east-2.amazonaws.com
WebsiteURL
지정된 버킷에 대한 Amazon S3 웹 사이트 엔드포인트를 반환합니다.
예(IPv4): http://DOC-EXAMPLE-BUCKET.s3-website.us-east-2.amazonaws.com
예(IPv6): http://DOC-EXAMPLE-BUCKET.s3.dualstack.us-east-2.amazonaws.com

예제
S3 버킷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Retain 삭제 정책을 사용하여 S3 버킷을 만듭니다.

JSON
{

}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
"BucketName": "DOC-EXAMPLE-BUCKET"
}
}
}

YAML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BucketName: DOC-EXAMPLE-BUCKET

S3 버킷에 복제 구성 IAM 역할 연결
다음 예에서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을 사용하여 S3 버킷을 생성하고 복제 버
킷에 대한 쓰기 권한을 부여합니다. 순환 종속성을 방지하기 위해 역할 정책이 별도의 리소스로 선언되고, 이
버킷은 WorkItemBucketBackupRole 역할에 종속됩니다. 정책이 역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역할도 버킷
에 종속됩니다.

JSON
{

"Resources": {
"RecordServiceS3Bucket": {
"Type": "AWS::S3::Bucket",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
"ReplicationConfigu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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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
"Fn::GetAtt": [
"WorkItemBucketBackupRole",
"Arn"
]
},
"Rules": [
{
"Destination": {
"Bucket": {
"Fn::Join": [
"",
[
"arn:aws:s3:::",
{
"Fn::Join": [
"-",
[
{
"Ref": "AWS::Region"
},
{
"Ref": "AWS::StackName"
},
"replicationbucket"
]
]
}
]
]
},
"StorageClass": "STANDARD"
},
"Id": "Backup",
"Prefix": "",
"Status": "Enabled"
}
]

},
"VersioningConfiguration": {
"Status": "Enabled"
}

}
},
"WorkItemBucketBackup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Statement": [
{
"Action": [
"sts:AssumeRole"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s3.amazonaws.com"
]
}
}
]
}
}
},
"BucketBackupPolicy": {
"Type": "AWS::IAM::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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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
"PolicyDocument": {
"Statement": [
{
"Action": [
"s3:GetReplicationConfiguration",
"s3:ListBucket"
],
"Effect": "Allow",
"Resource": [
{
"Fn::Join": [
"",
[
"arn:aws:s3:::",
{
"Ref": "RecordServiceS3Bucket"
}
]
]
}
]
},
{
"Action": [
"s3:GetObjectVersion",
"s3:GetObjectVersionAcl"
],
"Effect": "Allow",
"Resource": [
{
"Fn::Join": [
"",
[
"arn:aws:s3:::",
{
"Ref": "RecordServiceS3Bucket"
},
"/*"
]
]
}
]
},
{
"Action": [
"s3:ReplicateObject",
"s3:ReplicateDelete"
],
"Effect": "Allow",
"Resource": [
{
"Fn::Join": [
"",
[
"arn:aws:s3:::",
{
"Fn::Join": [
"-",
[
{
"Ref": "AWS::Region"
},
{
"Ref": "AWS::Stack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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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replicationbucket"

},
"/*"

},
"PolicyName": "BucketBackupPolicy",
"Roles": [
{
"Ref": "WorkItemBucketBackupRole"
}
]

YAML
Resources:
RecordServiceS3Bucket:
Type: 'AWS::S3::Bucket'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ReplicationConfiguration:
Role: !GetAtt
- WorkItemBucketBackupRole
- Arn
Rules:
- Destination:
Bucket: !Join
- ''
- - 'arn:aws:s3:::'
- !Join
- '-'
- - !Ref 'AWS::Region'
- !Ref 'AWS::StackName'
- replicationbucket
StorageClass: STANDARD
Id: Backup
Prefix: ''
Status: Enabled
VersioningConfiguration:
Status: Enabled
WorkItemBucketBackup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Statement:
- Action:
- 'sts:AssumeRole'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s3.amazonaws.com
BucketBackupPolicy: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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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Document:
Statement:
- Action:
- 's3:GetReplicationConfiguration'
- 's3:ListBucket'
Effect: Allow
Resource:
- !Join
- ''
- - 'arn:aws:s3:::'
- !Ref RecordServiceS3Bucket
- Action:
- 's3:GetObjectVersion'
- 's3:GetObjectVersionAcl'
Effect: Allow
Resource:
- !Join
- ''
- - 'arn:aws:s3:::'
- !Ref RecordServiceS3Bucket
- /*
- Action:
- 's3:ReplicateObject'
- 's3:ReplicateDelete'
Effect: Allow
Resource:
- !Join
- ''
- - 'arn:aws:s3:::'
- !Join
- '-'
- - !Ref 'AWS::Region'
- !Ref 'AWS::StackName'
- replicationbucket
- /*
PolicyName: BucketBackupPolicy
Roles:
- !Ref WorkItemBucketBackupRole

라우팅 규칙을 사용하여 정적 웹 사이트 구성
이 예에서 AWS::S3::Bucket's Fn::GetAtt 값은 출력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HTTP 404 오류가 발
생할 경우 라우팅 규칙은 요청을 EC2 인스턴스로 리디렉션하고 객체 키 구문 report-404/를 리디렉션에
삽입합니다. 예를 들어, ExamplePage.html 페이지를 요청할 때 HTTP 404 오류가 반환되는 경우 해당 요
청은 지정된 인스턴스의 report-404/ExamplePage.html 페이지로 라우팅됩니다. 나머지 모든 HTTP 오
류 코드의 경우 error.html이 반환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또한 버킷 수준에서 CloudWatch 요청 지표를 활성화하는 EntireBucket 지표 구성을 지정
합니다.

JSON
{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AccessControl": "PublicRead",
"BucketName": "public-bucket",
"MetricsConfigurations": [
{
"Id": "EntireBuck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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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siteConfiguration": {
"IndexDocument": "index.html",
"ErrorDocument": "error.html",
"RoutingRules": [
{
"RoutingRuleCondition": {
"HttpErrorCodeReturnedEquals": "404",
"KeyPrefixEquals": "out1/"
},
"RedirectRule": {
"HostName": "ec2-11-22-333-44.compute-1.amazonaws.com",
"ReplaceKeyPrefixWith": "report-404/"
}
}
]
}

},
"DeletionPolicy": "Retain"

}

}
},
"Outputs": {
"WebsiteURL": {
"Value": {
"Fn::GetAtt": [
"S3Bucket",
"WebsiteURL"
]
},
"Description": "URL for website hosted on S3"
},
"S3BucketSecureURL": {
"Value": {
"Fn::Join": [
"",
[
"https://",
{
"Fn::GetAtt": [
"S3Bucket",
"DomainName"
]
}
]
]
},
"Description": "Name of S3 bucket to hold website content"
}
}

YAML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PublicRead
BucketName: public-bucket
MetricsConfigurations:
- Id: EntireBucket
WebsiteConfiguration:
IndexDocument: index.html
ErrorDocument: erro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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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ingRules:
- RoutingRuleCondition:
HttpErrorCodeReturnedEquals: '404'
KeyPrefixEquals: out1/
RedirectRule:
HostName: ec2-11-22-333-44.compute-1.amazonaws.com
ReplaceKeyPrefixWith: report-404/
DeletionPolicy: Retain
Outputs:
WebsiteURL:
Value: !GetAtt
- S3Bucket
- WebsiteURL
Description: URL for website hosted on S3
S3BucketSecureURL:
Value: !Join
- ''
- - 'https://'
- !GetAtt
- S3Bucket
- DomainName
Description: Name of S3 bucket to hold website content

교차 오리진 리소스 공유 활성화
다음 예제 템플릿에서는 두 cross-origin 리소스 공유 규칙을 포함하는 S3 버킷을 보여줍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AccessControl": "PublicRead",
"CorsConfiguration": {
"CorsRules": [
{
"AllowedHeaders": [
"*"
],
"AllowedMethods": [
"GET"
],
"AllowedOrigins": [
"*"
],
"ExposedHeaders": [
"Date"
],
"Id": "myCORSRuleId1",
"MaxAge": 3600
},
{
"AllowedHeaders": [
"x-amz-*"
],
"AllowedMethods": [
"DELETE"
],
"AllowedOrigins": [
"http://www.example.com",
"http://www.exam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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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posedHeaders": [
"Connection",
"Server",
"Date"
],
"Id": "myCORSRuleId2",
"MaxAge": 1800

}
},
"Outputs": {
"BucketName": {
"Value": {
"Ref": "S3Bucket"
},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bucket with CORS enabled."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PublicRead
CorsConfiguration:
CorsRules:
- AllowedHeaders:
- '*'
AllowedMethods:
- GET
AllowedOrigins:
- '*'
ExposedHeaders:
- Date
Id: myCORSRuleId1
MaxAge: 3600
- AllowedHeaders:
- x-amz-*
AllowedMethods:
- DELETE
AllowedOrigins:
- 'http://www.example.com'
- 'http://www.example.net'
ExposedHeaders:
- Connection
- Server
- Date
Id: myCORSRuleId2
MaxAge: 1800
Outputs:
BucketName:
Value: !Ref S3Bucket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bucket with CORS en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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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객체의 수명 주기 관리
다음 예제 템플릿에서는 수명 주기 구성 규칙을 포함하는 S3 버킷을 보여줍니다. 이 규칙은 glacier 키 접
두사를 포함하는 모든 객체에 적용됩니다. 객체는 1일 후에 Glacier로 이전되고 1년 후에 삭제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AccessControl": "Private",
"LifecycleConfiguration": {
"Rules": [
{
"Id": "GlacierRule",
"Prefix": "glacier",
"Status": "Enabled",
"ExpirationInDays": 365,
"Transitions": [
{
"TransitionInDays": 1,
"StorageClass": "GLACIER"
}
]
}
]
}
}
}
},
"Outputs": {
"BucketName": {
"Value": {
"Ref": "S3Bucket"
},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bucket with a lifecycle
configuration."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Private
LifecycleConfiguration:
Rules:
- Id: GlacierRule
Prefix: glacier
Status: Enabled
ExpirationInDays: 365
Transitions:
- TransitionInDays: 1
StorageClass: GLACIER
Outputs:
BucketName:

API 버전 2010-05-15
558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S3
Value: !Ref S3Bucket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bucket with a lifecycle configuration.

특정 S3 버킷에 대한 액세스 요청 기록
다음 예제 템플릿에서는 두 S3 버킷을 생성합니다. LoggingBucket 버킷은 S3Bucket 버킷의 로그를 저장
합니다. S3Bucket 버킷에서 로그를 수신하려면 로깅 버킷에 로그 전달 쓰기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AccessControl": "Private",
"LoggingConfiguration": {
"DestinationBucketName": {
"Ref": "LoggingBucket"
},
"LogFilePrefix": "testing-logs"
}
}
},
"Logging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AccessControl": "LogDeliveryWrite"
}
}
},
"Outputs": {
"BucketName": {
"Value": {
"Ref": "S3Bucket"
},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bucket with a logging
configuration."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Private
LoggingConfiguration:
DestinationBucketName: !Ref LoggingBucket
LogFilePrefix: testing-logs
Logging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LogDeliveryWrite
Outputs:
BucketName:
Value: !Ref S3Bucket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bucket with a logging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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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주제에 대한 S3 버킷 알림 수신
다음 예제 템플릿에서는 Amazon S3에서 객체의 모든 복제본이 손실될 경우 지정된 SNS 주제에 대한 이벤
트를 전송하는 알림 구성을 사용하는 S3 버킷을 보여줍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AccessControl": "Private",
"NotificationConfiguration": {
"TopicConfigurations": [
{
"Topic": "arn:aws:sns:us-east-1:123456789012:TestTopic",
"Event": "s3:ReducedRedundancyLostObject"
}
]
}
}
}
},
"Outputs": {
"BucketName": {
"Value": {
"Ref": "S3Bucket"
},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bucket with a notification
configuration."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Private
NotificationConfiguration:
TopicConfigurations:
- Topic: 'arn:aws:sns:us-east-1:123456789012:TestTopic'
Event: 's3:ReducedRedundancyLostObject'
Outputs:
BucketName:
Value: !Ref S3Bucket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bucket with a notification configuration.

버전 관리 활성화 및 객체 복제
다음 예에서는 버전 관리 및 복제 규칙 2개를 활성화합니다. 규칙은 접두사가 MyPrefix 및
MyOtherPrefix인 객체를 복사하고 복사된 객체를 my-replication-bucket이라는 버킷에 저장합니
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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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VersioningConfiguration": {
"Status": "Enabled"
},
"ReplicationConfiguration": {
"Role": "arn:aws:iam::123456789012:role/replication_role",
"Rules": [
{
"Id": "MyRule1",
"Status": "Enabled",
"Prefix": "MyPrefix",
"Destination": {
"Bucket": "arn:aws:s3:::my-replication-bucket",
"StorageClass": "STANDARD"
}
},
{
"Status": "Enabled",
"Prefix": "MyOtherPrefix",
"Destination": {
"Bucket": "arn:aws:s3:::my-replication-bucket"
}
}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VersioningConfiguration:
Status: Enabled
ReplicationConfiguration:
Role: 'arn:aws:iam::123456789012:role/replication_role'
Rules:
- Id: MyRule1
Status: Enabled
Prefix: MyPrefix
Destination:
Bucket: 'arn:aws:s3:::my-replication-bucket'
StorageClass: STANDARD
- Status: Enabled
Prefix: MyOtherPrefix
Destination:
Bucket: 'arn:aws:s3:::my-replication-bucket'

&S3; 버킷에 대한 분석 및 인벤토리 구성 지정
다음 예제는 결과의 형식 및 대상 버킷을 포함하여 S3 버킷에 대해 생성되는 분석 및 인벤토리 결과를 지정
합니다. 인벤토리 목록은 매주 보고서를 생성하며 각 개체의 현재 버전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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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3 Bucket with Inventory and Analytics Configurations",
"Resources": {
"Helper": {
"Type": "AWS::S3::Bucket"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AnalyticsConfigurations": [
{
"Id": "AnalyticsConfigurationId",
"StorageClassAnalysis": {
"DataExport": {
"Destination": {
"BucketArn": {
"Fn::GetAtt": [
"Helper",
"Arn"
]
},
"Format": "CSV",
"Prefix": "AnalyticsDestinationPrefix"
},
"OutputSchemaVersion": "V_1"
}
},
"Prefix": "AnalyticsConfigurationPrefix",
"TagFilters": [
{
"Key": "AnalyticsTagKey",
"Value": "AnalyticsTagValue"
}
]
}
],
"InventoryConfigurations": [
{
"Id": "InventoryConfigurationId",
"Destination": {
"BucketArn": {
"Fn::GetAtt": [
"Helper",
"Arn"
]
},
"Format": "CSV",
"Prefix": "InventoryDestinationPrefix"
},
"Enabled": true,
"IncludedObjectVersions": "Current",
"Prefix": "InventoryConfigurationPrefix",
"ScheduleFrequency": "Weekly"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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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3 Bucket with Inventory and Analytics Configurations
Resources:
Helper:
Type: 'AWS::S3::Bucket'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nalyticsConfigurations:
- Id: AnalyticsConfigurationId
StorageClassAnalysis:
DataExport:
Destination:
BucketArn: !GetAtt
- Helper
- Arn
Format: CSV
Prefix: AnalyticsDestinationPrefix
OutputSchemaVersion: V_1
Prefix: AnalyticsConfigurationPrefix
TagFilters:
- Key: AnalyticsTagKey
Value: AnalyticsTagValue
InventoryConfigurations:
- Id: InventoryConfigurationId
Destination:
BucketArn: !GetAtt
- Helper
- Arn
Format: CSV
Prefix: InventoryDestinationPrefix
Enabled: true
IncludedObjectVersions: Current
Prefix: InventoryConfigurationPrefix
ScheduleFrequency: Weekly

참고 항목
• Amazon S3 템플릿 코드 조각

AWS::S3::Bucket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미완료 멀티파트 업로드가 시작된 후 Amazon S3에서 며칠을 기다린 후 업로드의 모든 부분을 영구적으로
제거할지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서 버킷 수명 주기 정책을 사용한 미완료
멀티파트 업로드 중단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ysAfterInitiation"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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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DaysAfterInitiation: Integer

Properties
DaysAfterInitiation
Amazon S3가 미완료 멀티파트 업로드를 중단하기 전의 일수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Bucket AccelerateConfiguration
Amazon S3 버킷의 전송 가속 상태를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S3
Transfer Acceleration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elerationStatus" : String

YAML
AccelerationStatus: String

Properties
AccelerationStatus
버킷의 Transfer Acceleration 상태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nabled | Suspend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S3::Bucket 예

API 버전 2010-05-15
5592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S3

AWS::S3::Bucket AccessControlTranslation
교차 계정 시나리오(소스 및 대상 버킷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와 대상 버킷을 소유한 AWS 계정으로 복
제권 소유권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만 이를 지정합니다. 복제 구성에서 이 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소스
객체를 소유한 동일한 AWS 계정이 복제본을 소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wner" : String

YAML
Owner: String

Properties
Owner
복제본 소유권을 지정합니다. 기본값 및 유효값은 Amazon S3 API 참조에서 PUT bucket replication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estinati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Bucket AnalyticsConfiguration
Amazon S3 버킷의 분석 필터에 대한 구성 및 분석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 : String,
"Prefix" : String,
"StorageClassAnalysis" : StorageClassAnalysis (p. 5668),
"TagFilters" : [ TagFilter (p. 5668), ... ]

YAML
Id: String
Prefix: String
StorageClass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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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Filters:
- TagFilter (p. 5668)

Properties
Id
분석 구성을 식별하는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분석 결과에 객체를 포함해야 하는 접두사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orageClassAnalysis
수집할 액세스 패턴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스토리지 클래스 간의 절충 사항을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StorageClassAnalysis (p. 56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Filters
분석 필터를 평가할 때 사용할 태그입니다.
분석에는 필터 기준을 충족하는 객체만 포함됩니다. 필터가 지정되지 않으면 버킷의 모든 내용이 분석에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Filter (p. 566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S3; 버킷에 대한 분석 및 인벤토리 구성 지정
다음 예제는 결과의 형식 및 대상 버킷을 포함하여 S3 버킷에 대해 생성되는 분석 및 인벤토리 결과를 지정
합니다. 인벤토리 목록은 매주 보고서를 생성하며 각 개체의 현재 버전을 포함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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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S3 Bucket with Inventory and Analytics Configurations",
"Resources": {
"Helper": {
"Type": "AWS::S3::Bucket"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AnalyticsConfigurations": [
{
"Id": "AnalyticsConfigurationId",
"StorageClassAnalysis": {
"DataExport": {
"Destination": {
"BucketArn": {
"Fn::GetAtt": [
"Helper",
"Arn"
]
},
"Format": "CSV",
"Prefix": "AnalyticsDestinationPrefix"
},
"OutputSchemaVersion": "V_1"
}
},
"Prefix": "AnalyticsConfigurationPrefix",
"TagFilters": [
{
"Key": "AnalyticsTagKey",
"Value": "AnalyticsTagValue"
}
]
}
],
"InventoryConfigurations": [
{
"Id": "InventoryConfigurationId",
"Destination": {
"BucketArn": {
"Fn::GetAtt": [
"Helper",
"Arn"
]
},
"Format": "CSV",
"Prefix": "InventoryDestinationPrefix"
},
"Enabled": true,
"IncludedObjectVersions": "Current",
"Prefix": "InventoryConfigurationPrefix",
"ScheduleFrequency": "Weekly"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3 Bucket with Inventory and Analytics Configurations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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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er:
Type: 'AWS::S3::Bucket'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nalyticsConfigurations:
- Id: AnalyticsConfigurationId
StorageClassAnalysis:
DataExport:
Destination:
BucketArn: !GetAtt
- Helper
- Arn
Format: CSV
Prefix: AnalyticsDestinationPrefix
OutputSchemaVersion: V_1
Prefix: AnalyticsConfigurationPrefix
TagFilters:
- Key: AnalyticsTagKey
Value: AnalyticsTagValue
InventoryConfigurations:
- Id: InventoryConfigurationId
Destination:
BucketArn: !GetAtt
- Helper
- Arn
Format: CSV
Prefix: InventoryDestinationPrefix
Enabled: true
IncludedObjectVersions: Current
Prefix: InventoryConfigurationPrefix
ScheduleFrequency: Weekly

AWS::S3::Bucket BucketEncryption
속성은 Amazon S3 관리형 키 SSE-S3 또는 AWS KMS 관리형 키(SSE-KMS) 버킷에서 서버 측 암호화
를 사용하여 버킷에 대한 기본 암호화를 지정합니다. Amazon S3 기본 암호화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서 S3 버킷에 대한 Amazon S3 기본 암호화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 [ ServerSideEncryptionRule (p. 5664), ... ]

YAML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 ServerSideEncryptionRule (p. 5664)

Properties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기본 서버 측 암호화 구성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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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erverSideEncryptionRule (p. 566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S3::Bucket 예

AWS::S3::Bucket CorsConfiguration
Amazon S3 버킷의 객체에 대한 cross-origin 액세스 구성을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
명서에서 교차 오리진 리소스 공유 활성화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rsRules" : [ CorsRule (p. 5599), ... ]

YAML
CorsRules:
- CorsRule (p. 5599)

Properties
CorsRules
오리진 및 메서드 세트입니다(허용하려는 cross-origin 액세스). 구성당 최대 100개의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CorsRule (p. 559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교차 오리진 리소스 공유 활성화
다음 예제 템플릿에서는 두 cross-origin 리소스 공유 규칙을 포함하는 S3 버킷을 보여줍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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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ccessControl": "PublicRead",
"CorsConfiguration": {
"CorsRules": [
{
"AllowedHeaders": [
"*"
],
"AllowedMethods": [
"GET"
],
"AllowedOrigins": [
"*"
],
"ExposedHeaders": [
"Date"
],
"Id": "myCORSRuleId1",
"MaxAge": 3600
},
{
"AllowedHeaders": [
"x-amz-*"
],
"AllowedMethods": [
"DELETE"
],
"AllowedOrigins": [
"http://www.example.com",
"http://www.example.net"
],
"ExposedHeaders": [
"Connection",
"Server",
"Date"
],
"Id": "myCORSRuleId2",
"MaxAge": 1800
}
]
}

},
"Outputs": {
"BucketName": {
"Value": {
"Ref": "S3Bucket"
},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bucket with CORS enabled."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PublicRead
CorsConfiguration:
CorsRules:
- AllowedHeaders:

API 버전 2010-05-15
559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S3
- '*'
AllowedMethods:
- GET
AllowedOrigins:
- '*'
ExposedHeaders:
- Date
Id: myCORSRuleId1
MaxAge: 3600
- AllowedHeaders:
- x-amz-*
AllowedMethods:
- DELETE
AllowedOrigins:
- 'http://www.example.com'
- 'http://www.example.net'
ExposedHeaders:
- Connection
- Server
- Date
Id: myCORSRuleId2
MaxAge: 1800

Outputs:
BucketName:
Value: !Ref S3Bucket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bucket with CORS enabled.

AWS::S3::Bucket CorsRule
Amazon S3 버킷에 대한 cross-origin 액세스 규칙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owedHeaders" :
"AllowedMethods" :
"AllowedOrigins" :
"ExposedHeaders" :
"Id" : String,
"MaxAge" : Integer

[
[
[
[

String,
String,
String,
String,

...
...
...
...

],
],
],
],

YAML
AllowedHeaders:
- String
AllowedMethods:
- String
AllowedOrigins:
- String
ExposedHeaders:
- String
Id: String
MaxAge: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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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llowedHeaders
Access-Control-Request-Headers 헤더에 지정된 헤더입니다. 이러한 헤더는 preflight OPTIONS
요청에서 허용됩니다. Amazon S3는 preflight OPTIONS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허용되는 모든 요청된 헤
더를 반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lowedMethods
오리진 실행을 허용하는 HTTP 메서드입니다.
허용된 값: GET | PUT | HEAD | POST | DELET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llowedOrigins
고객이 버킷을 액세스할 수 있게 할 오리진(한 개 이상)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posedHeaders
각 요소는 응답에서 고객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예: JavaScript XMLHttpRequest 객체)으로부터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헤더를 식별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
이 규칙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값은 255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Age
브라우저에서 지정된 리소스에 대한 preflight 리소스를 캐시하는 시간(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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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교차 오리진 리소스 공유 활성화
다음 예제 템플릿에서는 두 cross-origin 리소스 공유 규칙을 포함하는 S3 버킷을 보여줍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AccessControl": "PublicRead",
"CorsConfiguration": {
"CorsRules": [
{
"AllowedHeaders": [
"*"
],
"AllowedMethods": [
"GET"
],
"AllowedOrigins": [
"*"
],
"ExposedHeaders": [
"Date"
],
"Id": "myCORSRuleId1",
"MaxAge": 3600
},
{
"AllowedHeaders": [
"x-amz-*"
],
"AllowedMethods": [
"DELETE"
],
"AllowedOrigins": [
"http://www.example.com",
"http://www.example.net"
],
"ExposedHeaders": [
"Connection",
"Server",
"Date"
],
"Id": "myCORSRuleId2",
"MaxAge": 1800
}
]
}
}
}
},
"Outputs": {
"BucketName": {
"Value": {
"Ref": "S3Bucket"
},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bucket with CORS enab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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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PublicRead
CorsConfiguration:
CorsRules:
- AllowedHeaders:
- '*'
AllowedMethods:
- GET
AllowedOrigins:
- '*'
ExposedHeaders:
- Date
Id: myCORSRuleId1
MaxAge: 3600
- AllowedHeaders:
- x-amz-*
AllowedMethods:
- DELETE
AllowedOrigins:
- 'http://www.example.com'
- 'http://www.example.net'
ExposedHeaders:
- Connection
- Server
- Date
Id: myCORSRuleId2
MaxAge: 1800
Outputs:
BucketName:
Value: !Ref S3Bucket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bucket with CORS enabled.

AWS::S3::Bucket DataExport
Amazon S3 버킷의 스토리지 클래스 분석과 관련된 데이터를 내보내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 : Destination (p. 5605),
"OutputSchemaVersion" : String

YAML
Destination:
Destination (p. 5605)
OutputSchemaVersio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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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stination
분석할 데이터를 저장할 장소입니다.
Required: 예
Type: Destination (p. 560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SchemaVersion
데이터를 내보낼 때 사용할 출력 스키마의 버전입니다. V_1여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V_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S3::Bucket 예

AWS::S3::Bucket DefaultRetention
지정된 버킷에 배치된 새 객체에 대한 기본 객체 잠금 보존 설정을 지정하기 위한 컨테이너 요소입니다.

Note
• DefaultRetention 설정에는 모드와 기간이 모두 필요합니다.
• DefaultRetention 기간은 Days 또는 Years일 수 있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Days와
Years를 동시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ys" : Integer,
"Mode" : String,
"Years" : Integer

YAML
Days: Integer
Mode: String
Years: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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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ays
기본 보존 기간으로 지정하려는 일수입니다. 객체 잠금이 활성화된 경우 Mode를 지정하고 Days 또는
Years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de
지정된 버킷에 배치된 새 객체에 적용할 기본 객체 잠금 보관 모드입니다. 객체 잠금이 활성화된 경우
Mode를 지정하고 Days 또는 Years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MPLIANCE | GOVERNANC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Years
기본 보존 기간으로 지정하려는 연수입니다. 객체 잠금이 활성화된 경우 Mode를 지정하고 Days 또는
Years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S3::Bucket 예

AWS::S3::Bucket DeleteMarkerReplication
Amazon S3가 삭제 마커를 복제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복제 구성에서 Filter를 지정하는 경우
DeleteMarkerReplication 요소도 포함해야 합니다. Amazon S3는 태그 기반 규칙에 대한 삭제 마커 복
제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Filter에 Tag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DeleteMarkerReplication Status를
Disabled로 설정해야 합니다. 구성의 예는 기본 규칙 구성을 참조하세요.
삭제 마커 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본 규칙 구성을 참조하세요.

Note
이전 버전의 복제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 Amazon S3에서는 삭제 마커의 복제가 다르게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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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 String

YAML
Status: String

Properties
Status
삭제 마커를 복제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Note
삭제 마커를 복제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Bucket Destination
Amazon S3 버킷에 대한 분석 또는 구성 결과를 게시할 위치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AccountId" : String,
"BucketArn" : String,
"Format" : String,
"Prefix" : String

YAML
BucketAccountId: String
BucketArn: String
Format: String
Prefix: String

Properties
BucketAccountId
대상 S3 버킷을 소유한 계정 ID입니다. 계정 ID가 제공되지 않으면 데이터를 내보내기 전에 소유자가 확
인되지 않습니다.

Note
이 값은 선택 사항이지만 대상 버킷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값을 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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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cketArn
데이터를 내보낼 버킷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rmat
Amazon S3로 데이터를 내보낼 때 사용되는 파일 형식을 지정합니다.
허용된 값: CSV | ORC | Parquet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데이터를 내보낼 때 사용할 접두사입니다. 접두사는 모든 결과 앞에 추가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S3::Bucket 예

AWS::S3::Bucket EncryptionConfiguration
복제된 객체의 대상인 Amazon S3 버킷에 대한 암호화 관련 정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plicaKmsKeyID" : String

YAML
ReplicaKmsKeyI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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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ReplicaKmsKeyID
대상 버킷의 AWS Key Management Service(KMS)에 저장된 고객 관리형 AWS KMS 키의 ID(키 ARN
또는 별칭 ARN)를 지정합니다. Amazon S3는 이 키를 사용하여 복제본 객체를 암호화합니다. Amazon
S3는 대칭적 고객 관리형 KMS 키만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대칭 및 비대칭 키 사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S3::Bucket 예

AWS::S3::Bucket FilterRule
필터링할 Amazon S3 객체 키 이름, 키 이름의 접미사 또는 접두사를 필터링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 : String

YAML
Nam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Name
필터링 규칙이 적용되는 한 개 이상의 객체를 식별하는 객체 키 이름 접두사 또는 접미사입니다. 최대 길
이는 1,024자입니다. 중복 접두사 및 접미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
서에서 이벤트 알림 구성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prefix | suffix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객체 키 이름에서 필터가 검색하는 값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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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Bucket IntelligentTieringConfiguration
Amazon S3 버킷에 대한 S3 Intelligent-Tiering 구성을 지정합니다.
S3 Intelligent-Tiering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주 액세스하는 객체와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객체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스토리지 클래스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 : String,
"Prefix" : String,
"Status" : String,
"TagFilters" : [ TagFilter (p. 5668), ... ],
"Tierings" : [ Tiering (p. 5669), ... ]

YAML
Id: String
Prefix: String
Status: String
TagFilters:
- TagFilter (p. 5668)
Tierings:
- Tiering (p. 5669)

Properties
Id
S3 Intelligent-Tiering 구성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규칙이 적용되는 객체의 하위 집합을 식별하는 객체 키 이름 접두사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
구성의 상태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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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Filters
키-값 페어의 컨테이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Filter (p. 566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erings
구성의 S3 Intelligent-Tiering 스토리지 클래스 계층 목록을 지정합니다. 목록에 하나 이상의 계층이 정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각 AccessTier에 대해 하나씩 2개의 계층을 목록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ARCHIVE_ACCESS 및 DEEP_ARCHIVE_ACCESS).

Note
Intelligent-Tiering 스토리지 클래스에 저장된 객체를 Archive Access 또는 Deep Archive
Access 계층으로 자동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Intelligent Tiering Configuration만 활성화하면 됩
니다.
Required: 예
Type: Tiering (p. 566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Bucket InventoryConfiguration
Amazon S3 버킷의 인벤토리 구성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API 참조에서 GET Bucket
inventory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 : Destination (p. 5605),
"Enabled" : Boolean,
"Id" : String,
"IncludedObjectVersions" : String,
"OptionalFields" : [ String, ... ],
"Prefix" : String,
"ScheduleFrequency" : String

YAML
Destination:
Destination (p. 5605)
Enabled: Boolean
Id: String
IncludedObjectVersions: String
OptionalField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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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ix: String
ScheduleFrequency: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
인벤토리 결과를 게시할 위치 정보를 포함합니다.
Required: 예
Type: Destination (p. 560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인벤토리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여부를 지정합니다. True로 설정된 경우 인벤토리 목록이 생성됩니
다. False로 설정된 경우 인벤토리 목록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
인벤토리 구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dObjectVersions
인벤토리 목록에 포함할 객체 버전입니다. All로 설정되는 경우 목록에는 버전 관련 필드 VersionId,
IsLatest 및 DeleteMarker가 목록에 추가되는 모든 객체 버전이 포함됩니다. Current로 설정되는
경우 목록에는 이러한 버전 관련 필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 | Curre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ptionalFields
인벤토리 결과에 포함되는 선택적 필드를 포함합니다.
유효한 값: Size | LastModifiedDate | StorageClass | ETag | IsMultipartUploaded
| ReplicationStatus | EncryptionStatus | ObjectLockRetainUntilDate |
ObjectLockMode | ObjectLockLegalHoldStatus | IntelligentTieringAccessTier |
BucketKeyStatus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인벤토리 필터 접두사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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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Frequency
인벤토리 결과 생성 일정을 지정합니다.
허용된 값: Daily | Weekly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S3; 버킷에 대한 분석 및 인벤토리 구성 지정
다음 예제는 결과의 형식 및 대상 버킷을 포함하여 S3 버킷에 대해 생성되는 분석 및 인벤토리 결과를 지정
합니다. 인벤토리 목록은 매주 보고서를 생성하며 각 개체의 현재 버전을 포함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3 Bucket with Inventory and Analytics Configurations",
"Resources": {
"Helper": {
"Type": "AWS::S3::Bucket"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AnalyticsConfigurations": [
{
"Id": "AnalyticsConfigurationId",
"StorageClassAnalysis": {
"DataExport": {
"Destination": {
"BucketArn": {
"Fn::GetAtt": [
"Helper",
"Arn"
]
},
"Format": "CSV",
"Prefix": "AnalyticsDestinationPrefix"
},
"OutputSchemaVersion": "V_1"
}
},
"Prefix": "AnalyticsConfigurationPrefix",
"TagFilters": [
{
"Key": "AnalyticsTagKey",
"Value": "AnalyticsTag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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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InventoryConfigurations": [
{
"Id": "InventoryConfigurationId",
"Destination": {
"BucketArn": {
"Fn::GetAtt": [
"Helper",
"Arn"
]
},
"Format": "CSV",
"Prefix": "InventoryDestinationPrefix"
},
"Enabled": true,
"IncludedObjectVersions": "Current",
"Prefix": "InventoryConfigurationPrefix",
"ScheduleFrequency": "Weekly"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3 Bucket with Inventory and Analytics Configurations
Resources:
Helper:
Type: 'AWS::S3::Bucket'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nalyticsConfigurations:
- Id: AnalyticsConfigurationId
StorageClassAnalysis:
DataExport:
Destination:
BucketArn: !GetAtt
- Helper
- Arn
Format: CSV
Prefix: AnalyticsDestinationPrefix
OutputSchemaVersion: V_1
Prefix: AnalyticsConfigurationPrefix
TagFilters:
- Key: AnalyticsTagKey
Value: AnalyticsTagValue
InventoryConfigurations:
- Id: InventoryConfigurationId
Destination:
BucketArn: !GetAtt
- Helper
- Arn
Format: CSV
Prefix: InventoryDestinationPrefix
Enabled: true
IncludedObjectVersions: Current
Prefix: InventoryConfigurationPrefix
ScheduleFrequency: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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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3::Bucket LambdaConfiguration
호출할 AWS Lambda 함수 및 해당 함수를 호출할 대상 이벤트를 설명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vent" : String,
"Filter" : NotificationFilter (p. 5622),
"Function" : String

YAML
Event: String
Filter:
NotificationFilter (p. 5622)
Function: String

Properties
Event
AWS Lambda 함수를 호출할 대상 Amazon S3 버킷 이벤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
명서에서 지원되는 이벤트 유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ter
AWS Lambda 함수를 호출하는 객체를 결정하는 필터링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jpg 확장명을 갖는 이
미지 파일이 Amazon S3 버킷에 추가될 경우에만 해당 파일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필터를 생성할 수 있
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otificationFilter (p. 562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unction
지정된 이벤트 유형이 발생할 때 Amazon S3에서 호출하는 AWS Lambda 함수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Bucket LifecycleConfiguration
Amazon S3 버킷의 객체에 대한 수명 주기 구성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서
객체 수명 주기 관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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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ules" : [ Rule (p. 5656), ... ]

YAML
Rules:
- Rule (p. 5656)

Properties
Rules
Amazon S3 버킷의 개별 객체에 대한 수명 주기 규칙입니다.
Required: 예
Type: Rule (p. 565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S3 객체의 수명 주기 관리
다음 예제 템플릿에서는 수명 주기 구성 규칙을 포함하는 S3 버킷을 보여줍니다. 이 규칙은 glacier 키 접
두사를 포함하는 모든 객체에 적용됩니다. 객체는 1일 후에 Glacier로 이전되고 1년 후에 삭제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AccessControl": "Private",
"LifecycleConfiguration": {
"Rules": [
{
"Id": "GlacierRule",
"Prefix": "glacier",
"Status": "Enabled",
"ExpirationInDays": 365,
"Transitions": [
{
"TransitionInDays": 1,
"StorageClass": "GLACIER"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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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utputs": {
"BucketName": {
"Value": {
"Ref": "S3Bucket"
},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bucket with a lifecycle
configuration."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Private
LifecycleConfiguration:
Rules:
- Id: GlacierRule
Prefix: glacier
Status: Enabled
ExpirationInDays: 365
Transitions:
- TransitionInDays: 1
StorageClass: GLACIER
Outputs:
BucketName:
Value: !Ref S3Bucket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bucket with a lifecycle configuration.

AWS::S3::Bucket LoggingConfiguration
로그가 저장되는 위치와 Amazon S3에서 버킷에 대한 모든 로그 객체 키에 할당하는 접두사를 설명합니다.
예제 및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API 참조에서 PUT Bucket logging을 참조하세요.

Note
AWS::S3::Bucket LoggingConfiguration 요청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려면 IAM 권한에
s3:PutObject 및 s3:PutObjectAcl이 있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BucketName" : String,
"LogFilePrefix" : String

YAML
DestinationBucketName: String
LogFilePrefix: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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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stinationBucketName
Amazon S3에서 서버 액세스 로그 파일을 저장하는 버킷의 이름입니다. 소유한 모든 버킷에 로그 파일
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그는 LoggingConfiguration 속성이 정의되는 버킷에 저장됩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FilePrefix
모든 로그 객체 키에 대한 접두사입니다. 여러 Amazon S3 버킷의 로그 파일을 단일 버킷에 저장할 경우
접두사를 사용하여 어떤 로그 파일이 어떤 버킷에서 나왔는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특정 S3 버킷에 대한 액세스 요청 기록
다음 예제 템플릿에서는 두 S3 버킷을 생성합니다. LoggingBucket 버킷은 S3Bucket 버킷의 로그를 저장
합니다. S3Bucket 버킷에서 로그를 수신하려면 로깅 버킷에 로그 전달 쓰기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AccessControl": "Private",
"LoggingConfiguration": {
"DestinationBucketName": {
"Ref": "LoggingBucket"
},
"LogFilePrefix": "testing-logs"
}
}
},
"Logging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AccessControl": "LogDeliveryWrite"
}
}
},
"Outputs": {
"BucketName": {
"Value": {
"Ref": "S3Bucket"
},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bucket with a logging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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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Private
LoggingConfiguration:
DestinationBucketName: !Ref LoggingBucket
LogFilePrefix: testing-logs
Logging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LogDeliveryWrite
Outputs:
BucketName:
Value: !Ref S3Bucket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bucket with a logging configuration.

AWS::S3::Bucket Metrics
복제 지표 및 이벤트를 활성화하는 복제 지표 관련 설정을 지정하는 컨테이너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ventThreshold" : ReplicationTimeValue (p. 5651),
"Status" : String

YAML
EventThreshold:
ReplicationTimeValue (p. 5651)
Status: String

Properties
EventThreshold
s3:Replication:OperationMissedThreshold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시간 임계값을 지정하는 컨
테이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plicationTimeValue (p. 565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
복제 지표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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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S3::Bucket 예

AWS::S3::Bucket MetricsConfiguration
Amazon S3 버킷의 CloudWatch 요청 측정치(측정치 구성 ID로 지정)에 대한 측정치 구성을 지정합니다. 기
존 측정치 구성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기존 측정치 구성이 완전히 대체됩니다. 유지할 요소를 포함하지 않으
면 해당 요소가 지워집니다. 예를 들어 AWS::S3::Bucket을 참조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API 참
조에서 PUT Bucket metrics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d" : String,
"Prefix" : String,
"TagFilters" : [ TagFilter (p. 5668), ... ]

YAML
Id: String
Prefix: String
TagFilters:
- TagFilter (p. 5668)

Properties
Id
측정치 구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ID입니다. 이 값은 측정치 구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선택하는 임의의 값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측정치 결과에 객체를 포함해야 하는 접두사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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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Filters
측정치 구성 필터로 사용할 태그 필터 목록을 지정합니다. 필터 기준을 충족하는 객체만 측정치 구성에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Filter (p. 566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S3::Bucket 예

AWS::S3::Bucket NoncurrentVersionTransition
비 현재 객체가 STANDARD_IA, ONEZONE_IA, INTELLIGENT_TIERING, GLACIER 또는 DEEP_ARCHIVE
스토리지 클래스로 전환되는 시기를 설명하는 전환 규칙의 컨테이너입니다. 버킷의 버전 관리 기능이 활
성화된 경우(또는 버전 관리 기능이 일시 중지된 경우), 이 작업을 설정하여 객체 수명 주기의 특정 기간에
Amazon S3 전환 비동시 객체 버전을 STANDARD_IA, ONEZONE_IA, INTELLIGENT_TIERING, GLACIER,
또는 DEEP_ARCHIVE 스토리지 클래스로 전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orageClass" : String,
"TransitionInDays" : Integer

YAML
StorageClass: String
TransitionInDays: Integer

Properties
StorageClass
객체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스토리지의 클래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EEP_ARCHIVE | GLACIER | INTELLIGENT_TIERING | ONEZONE_IA |
STANDARD_IA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itionInDays
Amazon S3가 관련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객체가 비 현재 상태인 일수를 지정합니다. 비 최신 날짜 계산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S3가 객체가 비 최신 상태가 된 기간을 계
산하는 방법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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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Bucket NotificationConfiguration
Amazon S3 버킷에 대한 알림 구성을 설명합니다.

Note
대상 리소스와 관련 권한을 동일한 템플릿에서 생성한 경우 순환 종속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Lambda::Permis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Lambda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버킷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킷에 함수를 호출할 권한이 있을 때까지 AWS
CloudFormation은 버킷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AWS CloudFormation은 버킷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
는지 여부를 확인). Refs를 사용하여 버킷 이름을 전달할 경우 순환 종속성으로 이어집니다.
이 종속성을 방지하려면 알림 구성을 지정하지 않고 모든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스택을 알림 구성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Lambda::Permission 및 대상에 이벤트 알림 메시지를 게시할 권
한 부여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ambdaConfigurations" : [ LambdaConfiguration (p. 5613), ... ],
"QueueConfigurations" : [ QueueConfiguration (p. 5627), ... ],
"TopicConfigurations" : [ TopicConfiguration (p. 5670), ... ]

YAML
LambdaConfigurations:
- LambdaConfiguration (p. 5613)
QueueConfigurations:
- QueueConfiguration (p. 5627)
TopicConfigurations:
- TopicConfiguration (p. 5670)

Properties
LambdaConfigurations
호출할 AWS Lambda 함수 및 해당 함수를 호출할 대상 이벤트를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mbdaConfiguration (p. 561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ueConfigurations
메시지를 게시할 Amazon Simple Queue Service 대기열 및 대상 이벤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QueueConfiguration (p. 56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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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icConfigurations
알림을 보낼 주제 및 알림을 생성할 대상 이벤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opicConfiguration (p. 567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SNS 주제에 대한 S3 버킷 알림 수신
다음 예제 템플릿에서는 Amazon S3에서 객체의 모든 복제본이 손실될 경우 지정된 SNS 주제에 대한 이벤
트를 전송하는 알림 구성을 사용하는 S3 버킷을 보여줍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AccessControl": "Private",
"NotificationConfiguration": {
"TopicConfigurations": [
{
"Topic": "arn:aws:sns:us-east-1:123456789012:TestTopic",
"Event": "s3:ReducedRedundancyLostObject"
}
]
}
}
}
},
"Outputs": {
"BucketName": {
"Value": {
"Ref": "S3Bucket"
},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bucket with a notification
configuration."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Private
NotificationConfiguration:
TopicConfigurations:
- Topic: 'arn:aws:sns:us-east-1:123456789012:TestTopic'
Event: 's3:ReducedRedundancyLost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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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s:
BucketName:
Value: !Ref S3Bucket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bucket with a notification configuration.

AWS::S3::Bucket NotificationFilter
객체 키 이름 필터링 규칙을 지정합니다. 키 이름 필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서
이벤트 알림 구성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Key" : S3KeyFilter (p. 5661)

YAML
S3Key:
S3KeyFilter (p. 5661)

Properties
S3Key
객체 키 이름 접두사 및 접미사 필터링 규칙을 위한 컨테이너입니다.
Required: 예
Type: S3KeyFilter (p. 566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Bucket ObjectLockConfiguration
지정된 버킷에 객체 잠금 구성을 배치합니다. 객체 잠금 구성에 지정된 규칙은 지정된 버킷에 배치된 모든 새
객체에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객체 잠금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bjectLockEnabled" : String,
"Rule" : ObjectLockRule (p. 5623)

YAML
ObjectLockEnabled: String
Rule:
ObjectLockRule (p. 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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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ObjectLockEnabled
이 버킷에 객체 잠금 구성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버킷에
ObjectLockConfiguration을 적용할 때 ObjectLockEnabled를 활성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
지정된 객체에 대한 객체 잠금 규칙을 지정합니다. 버킷에 ObjectLockConfiguration을 적용할 때
이 규칙을 활성화합니다. 객체 잠금이 활성화된 경우 버킷 설정에는 Mode와 함께 Days 또는 Years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Days와 Years를 동시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bjectLockRule 및
DefaultRetention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조건
Type: ObjectLockRule (p. 56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S3::Bucket 예

AWS::S3::Bucket ObjectLockRule
지정된 객체에 대한 객체 잠금 규칙을 지정합니다. 버킷에 ObjectLockConfiguration을 적용할 때 이 규
칙을 활성화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faultRetention" : DefaultRetention (p. 5603)

YAML
DefaultRetention:
DefaultRetention (p. 5603)

Properties
DefaultRetention
지정된 버킷에 배치된 새 객체에 적용할 기본 객체 잠금 보관 모드 및 기간입니다. 객체 잠금이 활성화된
경우 버킷 설정에는 Mode와 함께 Days 또는 Years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Days와 Years를 동시에 지
정할 수 없습니다. 모드 및 기간의 허용되는 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faultRetention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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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조건
Type: DefaultRetention (p. 56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Bucket OwnershipControls
객체 소유권 규칙의 컨테이너 요소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ules" : [ OwnershipControlsRule (p. 5625), ... ]

YAML
Rules:
- OwnershipControlsRule (p. 5625)

Properties
Rules
객체 소유권 규칙의 컨테이너 요소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OwnershipControlsRule (p. 562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객체 소유권
다음 예제에는 BucketOwnerPreferred로 설정된 객체 소유권을 보여줍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OwnershipControls": {
"Rules": [
{
"ObjectOwnership": "BucketOwnerPreferred"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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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OwnershipControls:
Rules:
- ObjectOwnership: BucketOwnerPreferred

AWS::S3::Bucket OwnershipControlsRule
객체 소유권 규칙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bjectOwnership" : String

YAML
ObjectOwnership: String

Properties
ObjectOwnership
객체 소유권 규칙을 지정합니다.
허용된 값: ObjectWriter | BucketOwnerPreferre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객체 소유권
다음 예제에는 BucketOwnerPreferred로 설정된 객체 소유권을 보여줍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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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OwnershipControls": {
"Rules": [
{
"ObjectOwnership": "BucketOwnerPreferred"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OwnershipControls:
Rules:
- ObjectOwnership: BucketOwnerPreferred

AWS::S3::Bucket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이 Amazon S3 버킷에 적용할 PublicAccessBlock 구성입니다. 구성 옵션을 모든 조합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
니다. Amazon S3에서 버킷 또는 객체를 퍼블릭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서 "퍼블릭"의 의미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lockPublicAcls" : Boolean,
"BlockPublicPolicy" : Boolean,
"IgnorePublicAcls" : Boolean,
"RestrictPublicBuckets" : Boolean

YAML
BlockPublicAcls: Boolean
BlockPublicPolicy: Boolean
IgnorePublicAcls: Boolean
RestrictPublicBuckets: Boolean

Properties
BlockPublicAcls
Amazon S3가 이 버킷 및 이 버킷의 객체에 대해 퍼블릭 액세스 제어 목록(ACL)을 차단해야 할지 여부
를 지정합니다. 이 요소를 TRUE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동작이 발생합니다.
• 지정된 ACL이 퍼블릭이면 PUT Bucket acl 및 PUT Object acl 호출이 실패합니다.
• 요청에 퍼블릭 ACL이 포함되어 있으면 PUT Object 호출이 실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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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에 퍼블릭 ACL이 포함되어 있으면 PUT Bucket 호출이 실패합니다.
이 설정을 활성화해도 기존 버킷 정책이나 ACL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lockPublicPolicy
Amazon S3가 이 버킷에 대한 퍼블릭 버킷 정책을 차단해야 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요소를 TRUE로
설정하면 지정된 버킷 정책이 퍼블릭 액세스를 허용하는 경우 Amazon S3가 PUT Bucket 정책에 대한
호출을 거부합니다.
이 설정 활성화는 기존 버킷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gnorePublicAcls
Amazon S3가 이 버킷 및 이 버킷의 객체에 대해 퍼블릭 ACL을 무시해야 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요
소를 TRUE로 설정하면 Amazon S3가 이 버킷 및 이 버킷의 객체에 대한 모든 퍼블릭 ACL을 무시합니
다.
이 설정을 활성화하면 기존 ACL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새 퍼블릭 ACL이 설정되는 것을 방지
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trictPublicBuckets
Amazon S3가 이 버킷에 대한 퍼블릭 버킷 정책을 제한해야 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요소를 TRUE로
설정하면 버킷에 퍼블릭 정책이 있을 경우 이 버킷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이 계정 내의 권한 있는 사용자
와 AWS 서비스 보안 주체로만 제한합니다.
이 설정을 활성화해도 이전에 저장된 버킷 정책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특정 계정에 대한 비공개
위임을 포함하여 모든 퍼블릭 버킷 정책의 퍼블릭 및 교차 계정 액세스는 차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S3::Bucket 예

AWS::S3::Bucket QueueConfiguration
Amazon S3가 지정된 이벤트를 감지할 때 Amazon Simple Queue Service(Amazon SQS) 대기열에 메시지
를 게시하는 구성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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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vent" : String,
"Filter" : NotificationFilter (p. 5622),
"Queue" : String

YAML
Event: String
Filter:
NotificationFilter (p. 5622)
Queue: String

Properties
Event
Amazon SQS에 게시할 메시지의 내용인 Amazon S3 버킷 이벤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
용 설명서에서 지원되는 이벤트 유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ter
알림을 트리거할 객체를 결정하는 필터링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jpg 확장명을 갖는 이미지 파일이 버
킷에 추가될 경우에만 Amazon S3에서 알림을 보내도록 필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otificationFilter (p. 562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ue
지정된 유형의 이벤트를 감지할 때 Amazon S3가 메시지를 게시할 Amazon SQS 대기열의 Amazon 리
소스 이름(ARN)입니다. SQS 대기열을 이벤트 알림 대상으로 활성화하는 경우 FIFO 대기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Bucket RedirectAllRequestsTo
Amazon S3 버킷의 웹 사이트 엔드포인트로 모든 요청을 리디렉션하는 동작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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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HostName" : String,
"Protocol" : String

YAML
HostName: String
Protocol: String

Properties
HostName
요청을 리디렉션할 호스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
요청을 리디렉션하는 경우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기본값은 원래 요청에 사용된 프로토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http | http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Bucket RedirectRule
요청이 리디렉션되는 방식을 지정합니다. 오류가 발생할 경우 반환할 다른 오류 코드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ostName" : String,
"HttpRedirectCode" : String,
"Protocol" : String,
"ReplaceKeyPrefixWith" : String,
"ReplaceKeyWith" : String

YAML
HostName: String
HttpRedirectCode: String
Protocol: String
ReplaceKeyPrefixWith: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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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aceKeyWith: String

Properties
HostName
리디렉션 요청에 사용할 호스트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RedirectCode
응답에 사용할 HTTP 리디렉션 코드입니다. 형제 중 하나가 제공되는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
요청을 리디렉션하는 경우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기본값은 원래 요청에 사용된 프로토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http | http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laceKeyPrefixWith
리디렉션 요청에 사용할 객체 키 접두사입니다. 예를 들어 접두사 docs/(docs/ 폴더의 개체)가 있는
모든 페이지의 요청을 documents/로 리디렉션하려면 KeyPrefixEquals를 docs/로, 리디렉션의
ReplaceKeyPrefixWith를 /documents로 설정하여 조건 블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형제 중 하나
가 제공되는 경우 필수가 아닙니다. ReplaceKeyWith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Important
XML 요청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 문자(예: 캐리지 리턴)가 포함된 객체 키를 교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XML 관련 객체 키 제약 조건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laceKeyWith
리디렉션 요청에 사용할 특정 객체 키입니다. 예를 들어, 요청을 error.html에 리디렉션합니다. 형제
중 하나가 제공되는 경우 필수가 아닙니다. ReplaceKeyPrefixWith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Important
XML 요청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 문자(예: 캐리지 리턴)가 포함된 객체 키를 교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XML 관련 객체 키 제약 조건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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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라우팅 규칙을 사용하여 정적 웹 사이트 구성
이 예에서 AWS::S3::Bucket's Fn::GetAtt 값은 출력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HTTP 404 오류가 발
생할 경우 라우팅 규칙은 요청을 EC2 인스턴스로 리디렉션하고 객체 키 구문 report-404/를 리디렉션에
삽입합니다. 예를 들어, ExamplePage.html 페이지를 요청할 때 HTTP 404 오류가 반환되는 경우 해당 요
청은 지정된 인스턴스의 report-404/ExamplePage.html 페이지로 라우팅됩니다. 나머지 모든 HTTP 오
류 코드의 경우 error.html이 반환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또한 버킷 수준에서 CloudWatch 요청 지표를 활성화하는 EntireBucket 지표 구성을 지정
합니다.

JSON
{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AccessControl": "PublicRead",
"BucketName": "public-bucket",
"MetricsConfigurations": [
{
"Id": "EntireBucket"
}
],
"WebsiteConfiguration": {
"IndexDocument": "index.html",
"ErrorDocument": "error.html",
"RoutingRules": [
{
"RoutingRuleCondition": {
"HttpErrorCodeReturnedEquals": "404",
"KeyPrefixEquals": "out1/"
},
"RedirectRule": {
"HostName": "ec2-11-22-333-44.compute-1.amazonaws.com",
"ReplaceKeyPrefixWith": "report-404/"
}
}
]
}
},
"DeletionPolicy": "Retain"
}
},
"Outputs": {
"WebsiteURL": {
"Value": {
"Fn::GetAtt": [
"S3Bucket",
"WebsiteURL"
]
},
"Description": "URL for website hosted on 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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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BucketSecureURL": {
"Value": {
"Fn::Join": [
"",
[
"https://",
{
"Fn::GetAtt": [
"S3Bucket",
"DomainName"
]
}
]
]
},
"Description": "Name of S3 bucket to hold website content"
}

YAML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PublicRead
BucketName: public-bucket
MetricsConfigurations:
- Id: EntireBucket
WebsiteConfiguration:
IndexDocument: index.html
ErrorDocument: error.html
RoutingRules:
- RoutingRuleCondition:
HttpErrorCodeReturnedEquals: '404'
KeyPrefixEquals: out1/
RedirectRule:
HostName: ec2-11-22-333-44.compute-1.amazonaws.com
ReplaceKeyPrefixWith: report-404/
DeletionPolicy: Retain
Outputs:
WebsiteURL:
Value: !GetAtt
- S3Bucket
- WebsiteURL
Description: URL for website hosted on S3
S3BucketSecureURL:
Value: !Join
- ''
- - 'https://'
- !GetAtt
- S3Bucket
- DomainName
Description: Name of S3 bucket to hold website content

AWS::S3::Bucket ReplicaModifications
복제본에 대한 수정 사항을 선택할 때 지정할 수 있는 필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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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Status" : String

YAML
Status: String

Properties
Status
Amazon S3에서 복제본에 대한 수정 사항을 복제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허용된 값: Enabled | Disabled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Bucket ReplicationConfiguration
복제 규칙의 컨테이너입니다. 최대 1,000개의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복제 구성의 최대 크기는 2MB입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ole" : String,
"Rules" : [ ReplicationRule (p. 5641), ... ]

YAML
Role: String
Rules:
- ReplicationRule (p. 5641)

Properties
Role
객체를 복제할 때 Amazon S3에서 수임하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서 복제 설정 방법을 참조
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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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s
복제 규칙을 위한 한 개 이상의 컨테이너입니다. 복제 구성에는 최소 한 개의 규칙이 있어야 하고, 최대
1,000개의 규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ReplicationRule (p. 564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S3 버킷에 복제 구성 IAM 역할 연결
다음 예에서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을 사용하여 S3 버킷을 생성하고 복제 버
킷에 대한 쓰기 권한을 부여합니다. 순환 종속성을 방지하기 위해 역할 정책이 별도의 리소스로 선언되고, 이
버킷은 WorkItemBucketBackupRole 역할에 종속됩니다. 정책이 역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역할도 버킷
에 종속됩니다.

JSON
{

"Resources": {
"RecordServiceS3Bucket": {
"Type": "AWS::S3::Bucket",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
"ReplicationConfiguration": {
"Role": {
"Fn::GetAtt": [
"WorkItemBucketBackupRole",
"Arn"
]
},
"Rules": [
{
"Destination": {
"Bucket": {
"Fn::Join": [
"",
[
"arn:aws:s3:::",
{
"Fn::Join": [
"-",
[
{
"Ref": "AWS::Region"
},
{
"Ref": "AWS::StackName"
},
"replicationbucket"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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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rageClass": "STANDARD"
},
"Id": "Backup",
"Prefix": "",
"Status": "Enabled"

},
"VersioningConfiguration": {
"Status": "Enabled"
}

}
},
"WorkItemBucketBackup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Statement": [
{
"Action": [
"sts:AssumeRole"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s3.amazonaws.com"
]
}
}
]
}
}
},
"BucketBackupPolicy": {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
"PolicyDocument": {
"Statement": [
{
"Action": [
"s3:GetReplicationConfiguration",
"s3:ListBucket"
],
"Effect": "Allow",
"Resource": [
{
"Fn::Join": [
"",
[
"arn:aws:s3:::",
{
"Ref": "RecordServiceS3Bucket"
}
]
]
}
]
},
{
"Action": [
"s3:GetObjectVersion",
"s3:GetObjectVersionAcl"
],
"Effect": "Allow",
"Resour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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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Fn::Join": [
"",
[
"arn:aws:s3:::",
{
"Ref": "RecordServiceS3Bucket"
},
"/*"
]
]

"Action": [
"s3:ReplicateObject",
"s3:ReplicateDelete"
],
"Effect": "Allow",
"Resource": [
{
"Fn::Join": [
"",
[
"arn:aws:s3:::",
{
"Fn::Join": [
"-",
[
{
"Ref": "AWS::Region"
},
{
"Ref": "AWS::StackName"
},
"replicationbucket"
]
]
},
"/*"
]
]
}
]

},
"PolicyName": "BucketBackupPolicy",
"Roles": [
{
"Ref": "WorkItemBucketBackupRole"
}
]

YAML
Resources:
RecordServiceS3Bucket:
Type: 'AWS::S3::Bucket'
DeletionPolicy: Re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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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ReplicationConfiguration:
Role: !GetAtt
- WorkItemBucketBackupRole
- Arn
Rules:
- Destination:
Bucket: !Join
- ''
- - 'arn:aws:s3:::'
- !Join
- '-'
- - !Ref 'AWS::Region'
- !Ref 'AWS::StackName'
- replicationbucket
StorageClass: STANDARD
Id: Backup
Prefix: ''
Status: Enabled
VersioningConfiguration:
Status: Enabled
WorkItemBucketBackup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Statement:
- Action:
- 'sts:AssumeRole'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s3.amazonaws.com
BucketBackupPolicy: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PolicyDocument:
Statement:
- Action:
- 's3:GetReplicationConfiguration'
- 's3:ListBucket'
Effect: Allow
Resource:
- !Join
- ''
- - 'arn:aws:s3:::'
- !Ref RecordServiceS3Bucket
- Action:
- 's3:GetObjectVersion'
- 's3:GetObjectVersionAcl'
Effect: Allow
Resource:
- !Join
- ''
- - 'arn:aws:s3:::'
- !Ref RecordServiceS3Bucket
- /*
- Action:
- 's3:ReplicateObject'
- 's3:ReplicateDelete'
Effect: Allow
Resource:
- !Join
- ''
- - 'arn:aws:s3:::'
- !Jo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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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 'AWS::Region'
- !Ref 'AWS::StackName'
- replicationbucket
- /*
PolicyName: BucketBackupPolicy
Roles:
- !Ref WorkItemBucketBackupRole

버전 관리 활성화 및 객체 복제
다음 예에서는 버전 관리 및 복제 규칙 2개를 활성화합니다. 규칙은 접두사가 MyPrefix 및
MyOtherPrefix인 객체를 복사하고 복사된 객체를 my-replication-bucket이라는 버킷에 저장합니
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VersioningConfiguration": {
"Status": "Enabled"
},
"ReplicationConfiguration": {
"Role": "arn:aws:iam::123456789012:role/replication_role",
"Rules": [
{
"Id": "MyRule1",
"Status": "Enabled",
"Prefix": "MyPrefix",
"Destination": {
"Bucket": "arn:aws:s3:::my-replication-bucket",
"StorageClass": "STANDARD"
}
},
{
"Status": "Enabled",
"Prefix": "MyOtherPrefix",
"Destination": {
"Bucket": "arn:aws:s3:::my-replication-bucket"
}
}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VersioningConfiguration:
Status: Enabled
ReplicationConfiguration:
Role: 'arn:aws:iam::123456789012:role/replication_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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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 Id: MyRule1
Status: Enabled
Prefix: MyPrefix
Destination:
Bucket: 'arn:aws:s3:::my-replication-bucket'
StorageClass: STANDARD
- Status: Enabled
Prefix: MyOtherPrefix
Destination:
Bucket: 'arn:aws:s3:::my-replication-bucket'

AWS::S3::Bucket ReplicationDestination
S3 Replication Time Control(S3 RTC) 활성화를 포함하여 복제 대상 및 해당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컨테이너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essControlTranslation" : AccessControlTranslation (p. 5593),
"Account" : String,
"Bucket" : String,
"EncryptionConfiguration" : EncryptionConfiguration (p. 5606),
"Metrics" : Metrics (p. 5617),
"ReplicationTime" : ReplicationTime (p. 5650),
"StorageClass" : String

YAML
AccessControlTranslation:
AccessControlTranslation (p. 5593)
Account: String
Bucket: String
EncryptionConfiguration:
EncryptionConfiguration (p. 5606)
Metrics:
Metrics (p. 5617)
ReplicationTime:
ReplicationTime (p. 5650)
StorageClass: String

Properties
AccessControlTranslation
교차 계정 시나리오(소스 및 대상 버킷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와 대상 버킷을 소유한 AWS 계정으
로 복제권 소유권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만 이를 지정합니다. 복제 구성에서 이 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
으면 소스 객체를 소유한 동일한 AWS 계정이 복제본을 소유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cessControlTranslation (p. 55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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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대상 버킷 소유자 계정 ID입니다. 교차 계정 시나리오에서 AccessControlTranslation 속성을 지정
하여 대상 버킷을 소유한 AWS account으로 복제본 소유권을 변경하도록 Amazon S3에 지시한 경우의
대상 버킷 소유자 계정 ID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서 교차 오리진 복제 추가 구
성: 복제본 소유자 변경을 참조하세요.
AccessControlTranslation 속성을 지정한 경우 Account 속성은 필수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ucket
Amazon S3이 결과를 저장하도록 할 버킷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ionConfiguration
암호화 관련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cryptionConfiguration (p. 560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s
복제 지표 및 이벤트를 활성화하는 복제 지표 관련 설정을 지정하는 컨테이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지표 (p. 56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licationTime
S3 복제 시간 제어(S3 RTC)의 활성화 여부와 모든 객체 및 객체에 대한 작업을 복제해야 하는 시간을 포
함하여 S3 RTC를 지정하는 컨테이너입니다. Metrics 블록과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plicationTime (p. 56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orageClass
객체를 복제할 때 사용하는 스토리지 클래스입니다(예: S3 표준 및 Reduced Redundancy). 기본적으로
Amazon S3에서는 원본 객체의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하여 객체 복제본을 생성합니다.
유효한 값은 Amazon S3 API 참조에서 PUT Bucket replication 작업의 StorageClass 요소를 참조하세
요.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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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EEP_ARCHIVE | GLACIER | INTELLIGENT_TIERING | ONEZONE_IA | OUTPOSTS
| REDUCED_REDUNDANCY | STANDARD | STANDARD_IA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Bucket ReplicationRule
복제할 Amazon S3 객체와 복제본을 저장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leteMarkerReplication" : DeleteMarkerReplication (p. 5604),
"Destination" : ReplicationDestination (p. 5639),
"Filter" : ReplicationRuleFilter (p. 5649),
"Id" : String,
"Prefix" : String,
"Priority" : Integer,
"SourceSelectionCriteria" : SourceSelectionCriteria (p. 5666),
"Status" : String

YAML
DeleteMarkerReplication:
DeleteMarkerReplication (p. 5604)
Destination:
ReplicationDestination (p. 5639)
Filter:
ReplicationRuleFilter (p. 5649)
Id: String
Prefix: String
Priority: Integer
SourceSelectionCriteria:
SourceSelectionCriteria (p. 5666)
Status: String

Properties
DeleteMarkerReplication
Amazon S3가 삭제 마커를 복제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복제 구성에서 Filter를 지정하는 경우
DeleteMarkerReplication 요소도 포함해야 합니다. Amazon S3는 태그 기반 규칙에 대한 삭제
마커 복제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Filter에 Tag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DeleteMarkerReplication
Status를 Disabled로 설정해야 합니다. 구성의 예는 기본 규칙 구성을 참조하세요.
삭제 마커 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본 규칙 구성을 참조하세요.

Note
이전 버전의 복제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 Amazon S3에서는 삭제 마커의 복제가 다르게 처리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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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leteMarkerReplication (p. 560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tination
S3 Replication Time Control(S3 RTC) 활성화를 포함하여 복제 대상 및 해당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컨테이너입니다.
Required: 예
Type: ReplicationDestination (p. 563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ter
복제 규칙이 적용되는 객체의 하위 집합을 식별하는 필터입니다. Filter에서는 정확히 하나의
Prefix, TagFilter 또는 And 하위 요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plicationRuleFilter (p. 564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
규칙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최대 값은 255자입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AWS CloudFormation에
서 임의의 ID를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규칙이 적용되는 객체(들)를 식별하는 객체 키 이름 접두사입니다. 접두사의 최대 길이는 1,024자입니
다. 버킷에 모든 객체를 포함하려면 빈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Important
XML 요청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 문자(예: 캐리지 리턴)가 포함된 객체 키를 교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XML 관련 객체 키 제약 조건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ority
우선 순위는 둘 이상의 복제 규칙이 충돌할 때마다 어떤 규칙의 우선 순위가 높은지를 나타냅니다.
Amazon S3는 모든 복제 규칙에 따라 객체 복제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대상 버킷이 있는 규칙이
둘 이상인 경우,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규칙에 따라 객체가 복제됩니다. 숫자가 클수록 우선 순위가 높
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서 복제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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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SelectionCriteria
복제하려는 소스 객체를 식별하기 위한 추가 필터를 기술하는 컨테이너입니다. 이러한 객체의 복제를 활
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ourceSelectionCriteria (p. 566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
규칙을 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S3 버킷에 복제 구성 IAM 역할 연결
다음 예에서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을 사용하여 S3 버킷을 생성하고 복제 버
킷에 대한 쓰기 권한을 부여합니다. 순환 종속성을 방지하기 위해 역할 정책이 별도의 리소스로 선언되고, 이
버킷은 WorkItemBucketBackupRole 역할에 종속됩니다. 정책이 역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역할도 버킷
에 종속됩니다.

JSON
{

"Resources": {
"RecordServiceS3Bucket": {
"Type": "AWS::S3::Bucket",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
"ReplicationConfiguration": {
"Role": {
"Fn::GetAtt": [
"WorkItemBucketBackupRole",
"Arn"
]
},
"Rules": [
{
"Destination": {
"Bucket": {
"Fn::Join": [
"",
[
"arn:aws:s3:::",
{
"Fn::Join": [
"-",
[
{

API 버전 2010-05-15
564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S3

},
{

}

]

]

]

"Ref": "AWS::Region"

"Ref": "AWS::StackName"
},
"replicationbucket"

]
},
"StorageClass": "STANDARD"

]

}

},
"Id": "Backup",
"Prefix": "",
"Status": "Enabled"

},
"VersioningConfiguration": {
"Status": "Enabled"
}

}
},
"WorkItemBucketBackup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Statement": [
{
"Action": [
"sts:AssumeRole"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s3.amazonaws.com"
]
}
}
]
}
}
},
"BucketBackupPolicy": {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
"PolicyDocument": {
"Statement": [
{
"Action": [
"s3:GetReplicationConfiguration",
"s3:ListBucket"
],
"Effect": "Allow",
"Resource": [
{
"Fn::Join": [
"",
[
"arn:aws:s3:::",
{
"Ref": "RecordServiceS3Buck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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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Action": [
"s3:GetObjectVersion",
"s3:GetObjectVersionAcl"
],
"Effect": "Allow",
"Resource": [
{
"Fn::Join": [
"",
[
"arn:aws:s3:::",
{
"Ref": "RecordServiceS3Bucket"
},
"/*"
]
]
}
]
"Action": [
"s3:ReplicateObject",
"s3:ReplicateDelete"
],
"Effect": "Allow",
"Resource": [
{
"Fn::Join": [
"",
[
"arn:aws:s3:::",
{
"Fn::Join": [
"-",
[
{
"Ref": "AWS::Region"
},
{
"Ref": "AWS::StackName"
},
"replicationbucket"
]
]
},
"/*"
]
]
}
]

},
"PolicyName": "BucketBackupPolicy",
"Roles": [
{
"Ref": "WorkItemBucketBackupRo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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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Resources:
RecordServiceS3Bucket:
Type: 'AWS::S3::Bucket'
DeletionPolicy: Retain
Properties:
ReplicationConfiguration:
Role: !GetAtt
- WorkItemBucketBackupRole
- Arn
Rules:
- Destination:
Bucket: !Join
- ''
- - 'arn:aws:s3:::'
- !Join
- '-'
- - !Ref 'AWS::Region'
- !Ref 'AWS::StackName'
- replicationbucket
StorageClass: STANDARD
Id: Backup
Prefix: ''
Status: Enabled
VersioningConfiguration:
Status: Enabled
WorkItemBucketBackup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Statement:
- Action:
- 'sts:AssumeRole'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s3.amazonaws.com
BucketBackupPolicy: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PolicyDocument:
Statement:
- Action:
- 's3:GetReplicationConfiguration'
- 's3:ListBucket'
Effect: Allow
Resource:
- !Join
- ''
- - 'arn:aws:s3:::'
- !Ref RecordServiceS3Bucket
- Action:
- 's3:GetObjectVersion'
- 's3:GetObjectVersionAcl'
Effect: Allow
Resource:
- !Join
- ''
- - 'arn:aws: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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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RecordServiceS3Bucket
- /*
- Action:
- 's3:ReplicateObject'
- 's3:ReplicateDelete'
Effect: Allow
Resource:
- !Join
- ''
- - 'arn:aws:s3:::'
- !Join
- '-'
- - !Ref 'AWS::Region'
- !Ref 'AWS::StackName'
- replicationbucket
- /*
PolicyName: BucketBackupPolicy
Roles:
- !Ref WorkItemBucketBackupRole

버전 관리 활성화 및 객체 복제
다음 예에서는 버전 관리 및 복제 규칙 2개를 활성화합니다. 규칙은 접두사가 MyPrefix 및
MyOtherPrefix인 객체를 복사하고 복사된 객체를 my-replication-bucket이라는 버킷에 저장합니
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VersioningConfiguration": {
"Status": "Enabled"
},
"ReplicationConfiguration": {
"Role": "arn:aws:iam::123456789012:role/replication_role",
"Rules": [
{
"Id": "MyRule1",
"Status": "Enabled",
"Prefix": "MyPrefix",
"Destination": {
"Bucket": "arn:aws:s3:::my-replication-bucket",
"StorageClass": "STANDARD"
}
},
{
"Status": "Enabled",
"Prefix": "MyOtherPrefix",
"Destination": {
"Bucket": "arn:aws:s3:::my-replication-bucket"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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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VersioningConfiguration:
Status: Enabled
ReplicationConfiguration:
Role: 'arn:aws:iam::123456789012:role/replication_role'
Rules:
- Id: MyRule1
Status: Enabled
Prefix: MyPrefix
Destination:
Bucket: 'arn:aws:s3:::my-replication-bucket'
StorageClass: STANDARD
- Status: Enabled
Prefix: MyOtherPrefix
Destination:
Bucket: 'arn:aws:s3:::my-replication-bucket'

AWS::S3::Bucket ReplicationRuleAndOperator
규칙 필터를 지정하기 위한 컨테이너입니다. 필터는 규칙이 적용되는 객체의 하위 집합을 결정합니다. 이 요
소는 둘 이상의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예:
• Prefix와 TagFilter를 모두 지정하는 경우 이러한 필터를 And 태그로 묶습니다.
• 여러 태그를 기준으로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TagFilter 요소를 And 태그로 묶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efix" : String,
"TagFilters" : [ TagFilter (p. 5668), ... ]

YAML
Prefix: String
TagFilters:
- TagFilter (p. 5668)

Properties
Prefix
규칙이 적용되는 객체의 하위 집합을 식별하는 객체 키 이름 접두사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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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Filters
키와 값 쌍을 포함하는 태그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Filter (p. 566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Bucket ReplicationRuleFilter
복제 규칙이 적용되는 객체의 하위 집합을 식별하는 필터입니다. Filter에서는 정확히 하나의 Prefix,
TagFilter 또는 And 하위 요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nd" : ReplicationRuleAndOperator (p. 5648),
"Prefix" : String,
"TagFilter" : TagFilter (p. 5668)

YAML
And:
ReplicationRuleAndOperator (p. 5648)
Prefix: String
TagFilter:
TagFilter (p. 5668)

Properties
And
규칙 필터를 지정하기 위한 컨테이너입니다. 필터는 규칙이 적용되는 객체의 하위 집합을 결정합니다.
이 요소는 둘 이상의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예:
• Prefix와 TagFilter를 모두 지정하는 경우 이러한 필터를 And 태그로 묶습니다.
• 여러 태그를 기준으로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TagFilter 요소를 And 태그로 묶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plicationRuleAndOperator (p. 56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규칙이 적용되는 객체의 하위 집합을 식별하는 객체 키 이름 접두사입니다.

Important
XML 요청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 문자(예: 캐리지 리턴)가 포함된 객체 키를 교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XML 관련 객체 키 제약 조건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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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Filter
태그 키와 값을 지정하기 위한 컨테이너입니다.
규칙은 태그 세트에 해당 태그가 있는 객체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Filter (p. 56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Bucket ReplicationTime
S3 복제 시간 제어(S3 RTC)의 활성화 여부와 모든 객체 및 객체에 대한 작업을 복제해야 하는 시간을 포함하
여 S3 RTC 관련 정보를 지정하는 컨테이너입니다. Metrics 블록과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atus" : String,
"Time" : ReplicationTimeValue (p. 5651)

YAML
Status: String
Time:
ReplicationTimeValue (p. 5651)

Properties
Status
복제 시간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
모든 객체 및 객체에 대한 작업의 복제를 완료해야 하는 시간을 지정하는 컨테이너입니다.
Required: 예
Type: ReplicationTimeValue (p. 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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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Bucket ReplicationTimeValue
S3 복제 시간 제어(S3 RTC) 및 복제 지표 EventThreshold에 대한 시간 값을 지정하는 컨테이너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inutes" : Integer

YAML
Minutes: Integer

Properties
Minutes
시간(분)을 지정하는 정수를 포함합니다.
유효한 값: 15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Bucket RoutingRule
리디렉션 동작과 리디렉션이 적용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라우팅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서 고급 조건부 리디렉션 구성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directRule" : RedirectRule (p. 5629),
"RoutingRuleCondition" : RoutingRuleCondition (p. 5654)

YAML
RedirectRule:
RedirectRule (p. 5629)
RoutingRuleCondition:
RoutingRuleCondition (p. 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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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RedirectRule
리디렉션 정보의 컨테이너입니다. 다른 호스트로, 다른 페이지로 또는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요청을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할 경우 반환할 다른 오류 코드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RedirectRule (p. 56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utingRuleCondition
지정된 리디렉션이 적용되려면 충족되어야 할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컨테이너입니다. 예: 1. /docs 폴
더의 페이지에 대한 요청인 경우 /documents 폴더로 리디렉션합니다. 2. 요청 결과가 HTTP 오류 4xx
인 경우, 오류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호스트에 대한 요청을 리디렉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outingRuleCondition (p. 565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라우팅 규칙을 사용하여 정적 웹 사이트 구성
이 예에서 AWS::S3::Bucket's Fn::GetAtt 값은 출력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HTTP 404 오류가 발
생할 경우 라우팅 규칙은 요청을 EC2 인스턴스로 리디렉션하고 객체 키 구문 report-404/를 리디렉션에
삽입합니다. 예를 들어, ExamplePage.html 페이지를 요청할 때 HTTP 404 오류가 반환되는 경우 해당 요
청은 지정된 인스턴스의 report-404/ExamplePage.html 페이지로 라우팅됩니다. 나머지 모든 HTTP 오
류 코드의 경우 error.html이 반환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또한 버킷 수준에서 CloudWatch 요청 지표를 활성화하는 EntireBucket 지표 구성을 지정
합니다.

JSON
{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AccessControl": "PublicRead",
"BucketName": "public-bucket",
"MetricsConfigurations": [
{
"Id": "EntireBucket"
}
],
"WebsiteConfiguration": {
"IndexDocument": "index.html",
"ErrorDocument": "error.html",
"RoutingRules": [
{
"RoutingRuleCondition": {
"HttpErrorCodeReturnedEquals": "404",
"KeyPrefixEquals": "ou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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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directRule": {
"HostName": "ec2-11-22-333-44.compute-1.amazonaws.com",
"ReplaceKeyPrefixWith": "report-404/"
}

}
},
"DeletionPolicy": "Retain"

}

}
},
"Outputs": {
"WebsiteURL": {
"Value": {
"Fn::GetAtt": [
"S3Bucket",
"WebsiteURL"
]
},
"Description": "URL for website hosted on S3"
},
"S3BucketSecureURL": {
"Value": {
"Fn::Join": [
"",
[
"https://",
{
"Fn::GetAtt": [
"S3Bucket",
"DomainName"
]
}
]
]
},
"Description": "Name of S3 bucket to hold website content"
}
}

YAML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PublicRead
BucketName: public-bucket
MetricsConfigurations:
- Id: EntireBucket
WebsiteConfiguration:
IndexDocument: index.html
ErrorDocument: error.html
RoutingRules:
- RoutingRuleCondition:
HttpErrorCodeReturnedEquals: '404'
KeyPrefixEquals: out1/
RedirectRule:
HostName: ec2-11-22-333-44.compute-1.amazonaws.com
ReplaceKeyPrefixWith: report-404/
DeletionPolicy: Retain
Outputs:
Website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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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GetAtt
- S3Bucket
- WebsiteURL
Description: URL for website hosted on S3
S3BucketSecureURL:
Value: !Join
- ''
- - 'https://'
- !GetAtt
- S3Bucket
- DomainName
Description: Name of S3 bucket to hold website content

AWS::S3::Bucket RoutingRuleCondition
지정된 리디렉션이 적용되려면 충족되어야 할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컨테이너입니다. 예: 1. /docs 폴더의
페이지에 대한 요청인 경우 /documents 폴더로 리디렉션합니다. 2. 요청 결과가 HTTP 오류 4xx인 경우, 오
류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호스트에 대한 요청을 리디렉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ttpErrorCodeReturnedEquals" : String,
"KeyPrefixEquals" : String

YAML
HttpErrorCodeReturnedEquals: String
KeyPrefixEquals: String

Properties
HttpErrorCodeReturnedEquals
리디렉션이 적용될 때 HTTP 오류 코드입니다. 오류 발생 시 오류 코드가 이 값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된
리디렉션이 적용됩니다.
부모 요소 Condition이 지정되고 형제 KeyPrefixEquals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필수입니다. 둘
다 지정되면 적용될 리디렉션에 대해 둘 다 true여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PrefixEquals
리디렉션이 적용되는 경우 객체 키 이름 접두사입니다. 예를 들어, ExamplePage.html에 대한 요청을
리디렉션하려면 키 접두사는 ExamplePage.html입니다. 접두사가 docs/인 모든 페이지에 대한 요청
을 리디렉션하려면 키 접두사는 /docs입니다. 이 접두사는 docs/ 폴더에 있는 객체를 모두 식별합니다.
부모 요소 Condition이 지정되고 형제 HttpErrorCodeReturnedEquals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필수입니다. 두 조건이 모두 지정되면 적용될 리디렉션에 대해 둘 다 true여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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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라우팅 규칙을 사용하여 정적 웹 사이트 구성
이 예에서 AWS::S3::Bucket's Fn::GetAtt 값은 출력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HTTP 404 오류가 발
생할 경우 라우팅 규칙은 요청을 EC2 인스턴스로 리디렉션하고 객체 키 구문 report-404/를 리디렉션에
삽입합니다. 예를 들어, ExamplePage.html 페이지를 요청할 때 HTTP 404 오류가 반환되는 경우 해당 요
청은 지정된 인스턴스의 report-404/ExamplePage.html 페이지로 라우팅됩니다. 나머지 모든 HTTP 오
류 코드의 경우 error.html이 반환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또한 버킷 수준에서 CloudWatch 요청 지표를 활성화하는 EntireBucket 지표 구성을 지정
합니다.

JSON
{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AccessControl": "PublicRead",
"BucketName": "public-bucket",
"MetricsConfigurations": [
{
"Id": "EntireBucket"
}
],
"WebsiteConfiguration": {
"IndexDocument": "index.html",
"ErrorDocument": "error.html",
"RoutingRules": [
{
"RoutingRuleCondition": {
"HttpErrorCodeReturnedEquals": "404",
"KeyPrefixEquals": "out1/"
},
"RedirectRule": {
"HostName": "ec2-11-22-333-44.compute-1.amazonaws.com",
"ReplaceKeyPrefixWith": "report-404/"
}
}
]
}
},
"DeletionPolicy": "Retain"
}
},
"Outputs": {
"WebsiteURL": {
"Value": {
"Fn::GetAtt": [
"S3Bucket",
"WebsiteURL"
]
},
"Description": "URL for website hosted on S3"
},
"S3BucketSecure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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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alue": {
"Fn::Join": [
"",
[
"https://",
{
"Fn::GetAtt": [
"S3Bucket",
"DomainName"
]
}
]
]
},
"Description": "Name of S3 bucket to hold website content"

YAML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PublicRead
BucketName: public-bucket
MetricsConfigurations:
- Id: EntireBucket
WebsiteConfiguration:
IndexDocument: index.html
ErrorDocument: error.html
RoutingRules:
- RoutingRuleCondition:
HttpErrorCodeReturnedEquals: '404'
KeyPrefixEquals: out1/
RedirectRule:
HostName: ec2-11-22-333-44.compute-1.amazonaws.com
ReplaceKeyPrefixWith: report-404/
DeletionPolicy: Retain
Outputs:
WebsiteURL:
Value: !GetAtt
- S3Bucket
- WebsiteURL
Description: URL for website hosted on S3
S3BucketSecureURL:
Value: !Join
- ''
- - 'https://'
- !GetAtt
- S3Bucket
- DomainName
Description: Name of S3 bucket to hold website content

AWS::S3::Bucket Rule
Amazon S3 버킷의 수명 주기 규칙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API 참조에서 Put Bucket
Lifecycle Configuration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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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p. 5591),
"ExpirationDate" : Timestamp,
"ExpirationInDays" : Integer,
"ExpiredObjectDeleteMarker" : Boolean,
"Id" : String,
"NoncurrentVersionExpirationInDays" : Integer,
"NoncurrentVersionTransition" : NoncurrentVersionTransition (p. 5619),
"NoncurrentVersionTransitions" : [ NoncurrentVersionTransition (p. 5619), ... ],
"Prefix" : String,
"Status" : String,
"TagFilters" : [ TagFilter (p. 5668), ... ],
"Transition" : Transition (p. 5672),
"Transitions" : [ Transition (p. 5672), ... ]

YAML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p. 5591)
ExpirationDate: Timestamp
ExpirationInDays: Integer
ExpiredObjectDeleteMarker: Boolean
Id: String
NoncurrentVersionExpirationInDays: Integer
NoncurrentVersionTransition:
NoncurrentVersionTransition (p. 5619)
NoncurrentVersionTransitions:
- NoncurrentVersionTransition (p. 5619)
Prefix: String
Status: String
TagFilters:
- TagFilter (p. 5668)
Transition:
Transition (p. 5672)
Transitions:
- Transition (p. 5672)

Properties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Amazon S3 버킷에 대한 미완료 멀티파트 업로드를 중단하는 수명 주기 규칙을 지정합니다.
다음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ExpirationDate, ExpirationInDays,
NoncurrentVersionExpirationInDays, NoncurrentVersionTransition,
NoncurrentVersionTransitions, Transition 또는 Transitions 속성을 최소 하나 이상 지정
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p. 55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pirationDate
Amazon S3 및 Amazon S3 Glacier에서 객체를 삭제하는 시점을 나타냅니다. 날짜 값은 ISO 8601 형식
이어야 합니다. 시간은 항상 자정(UTC)입니다. 만료 및 전환 시간을 지정한 경우 두 속성 모두에 대해 동
일한 시간 단위(일수 또는 날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만료 시간이 전환 시간보다 이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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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ExpirationDate, ExpirationInDays,
NoncurrentVersionExpirationInDays, NoncurrentVersionTransition,
NoncurrentVersionTransitions, Transition 또는 Transitions 속성을 최소 하나 이상 지정
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Timestam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pirationInDays
Amazon S3 및 Amazon S3 Glacier에서 객체가 삭제된 경우 생성 이후 일수를 나타냅니다. 만료 및 전환
시간을 지정한 경우 두 속성 모두에 대해 동일한 시간 단위(일수 또는 날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만
료 시간이 전환 시간보다 이후여야 합니다.
다음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ExpirationDate, ExpirationInDays,
NoncurrentVersionExpirationInDays, NoncurrentVersionTransition,
NoncurrentVersionTransitions, Transition 또는 Transitions 속성을 최소 하나 이상 지정
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piredObjectDeleteMarker
Amazon S3에서 최신 버전이 없는 삭제 마커를 제거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true로 설정하면 최
신 버전이 없는 경우 삭제 마커가 제거됩니다. ExpirationInDays, ExpirationDate 또는
TagFilters(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
규칙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값은 255자보다 길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ncurrentVersionExpirationInDays
버킷의 버전 관리를 활성화하거나 일시 중지한 경우 새 버전의 객체가 버킷에 업로드되는 시간과 이전
버전의 객체가 만료되는 시간 사이의 간격(일)을 지정합니다. 객체 버전이 만료된 경우 Amazon S3에서
는 해당 객체를 영구히 삭제합니다. 전환 시간과 만료 시간을 지정한 경우 만료 시간이 전환 시간보다 이
후여야 합니다.
다음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ExpirationDate, ExpirationInDays,
NoncurrentVersionExpirationInDays, NoncurrentVersionTransition,
NoncurrentVersionTransitions, Transition 또는 Transitions 속성을 최소 하나 이상 지정
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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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ncurrentVersionTransition
(사용되지 않음) 버킷의 버전 관리를 활성화하거나 일시 중지한 경우 최신이 아닌 객체를 지정된 스토리
지 클래스로 전환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전환 시간과 만료 시간을 지정한 경우 만료 시간이 전환 시간
보다 이후여야 합니다. 이 속성을 지정한 경우 NoncurrentVersionTransitions 속성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ExpirationDate, ExpirationInDays,
NoncurrentVersionExpirationInDays, NoncurrentVersionTransition,
NoncurrentVersionTransitions, Transition 또는 Transitions 속성을 최소 하나 이상 지정
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NoncurrentVersionTransition (p. 561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ncurrentVersionTransitions
버킷의 버전 관리를 활성화하거나 일시 중지한 경우 최신이 아닌 객체를 지정된 스토리지 클래스로 전환
하는 시간을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전환 규칙입니다. 전환 시간과 만료 시간을 지정한 경우 만료 시간이
전환 시간보다 이후여야 합니다. 이 속성을 지정한 경우 NoncurrentVersionTransition 속성을 지
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ExpirationDate, ExpirationInDays,
NoncurrentVersionExpirationInDays, NoncurrentVersionTransition,
NoncurrentVersionTransitions, Transition 또는 Transitions 속성을 최소 하나 이상 지정
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NoncurrentVersionTransition (p. 561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이 규칙이 적용되는 하나 이상의 객체를 식별하는 객체 키 접두사입니다.

Important
XML 요청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 문자(예: 캐리지 리턴)가 포함된 객체 키를 교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XML 관련 객체 키 제약 조건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
'Enabled'일 경우 규칙이 현재 적용 중입니다. 'Disabled'일 경우 규칙이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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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Filters
수명 주기 규칙이 적용되는 객체의 서브넷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Filter (p. 566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ition
(사용되지 않음) 객체를 지정된 스토리지 클래스로 전환하는 시기를 지정합니다. 만료 및 전환 시간을 지
정한 경우 두 속성 모두에 대해 동일한 시간 단위(일수 또는 날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만료 시간이
전환 시간보다 이후여야 합니다. 이 속성을 지정한 경우 Transitions 속성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ExpirationDate, ExpirationInDays,
NoncurrentVersionExpirationInDays, NoncurrentVersionTransition,
NoncurrentVersionTransitions, Transition 또는 Transitions 속성을 최소 하나 이상 지정
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Transition (p. 567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itions
객체를 지정된 스토리지 클래스로 전환하는 시기를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전환 규칙입니다. 만료 및 전
환 시간을 지정한 경우 두 속성 모두에 대해 동일한 시간 단위(일수 또는 날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만료 시간이 전환 시간보다 이후여야 합니다. 이 속성을 지정한 경우 Transition 속성을 지정하지 마
십시오.
다음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ExpirationDate, ExpirationInDays,
NoncurrentVersionExpirationInDays, NoncurrentVersionTransition,
NoncurrentVersionTransitions, Transition 또는 Transitions 속성을 최소 하나 이상 지정
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Transition (p. 567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S3 객체의 수명 주기 관리
다음 예제 템플릿에서는 수명 주기 구성 규칙을 포함하는 S3 버킷을 보여줍니다. 이 규칙은 glacier 키 접
두사를 포함하는 모든 객체에 적용됩니다. 객체는 1일 후에 Glacier로 이전되고 1년 후에 삭제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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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
"AccessControl": "Private",
"LifecycleConfiguration": {
"Rules": [
{
"Id": "GlacierRule",
"Prefix": "glacier",
"Status": "Enabled",
"ExpirationInDays": 365,
"Transitions": [
{
"TransitionInDays": 1,
"StorageClass": "GLACIER"
}
]
}
]
}
}

}
},
"Outputs": {
"BucketName": {
"Value": {
"Ref": "S3Bucket"
},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bucket with a lifecycle
configuration."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Private
LifecycleConfiguration:
Rules:
- Id: GlacierRule
Prefix: glacier
Status: Enabled
ExpirationInDays: 365
Transitions:
- TransitionInDays: 1
StorageClass: GLACIER
Outputs:
BucketName:
Value: !Ref S3Bucket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bucket with a lifecycle configuration.

참고 항목
• AWS::S3::Bucket 예

AWS::S3::Bucket S3KeyFilter
객체 키 이름 접두사 및 접미사 필터링 규칙을 위한 컨테이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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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동일한 유형의 필터 규칙은 두 번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접두사 규칙을 지정
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ules" : [ FilterRule (p. 5607), ... ]

YAML
Rules:
- FilterRule (p. 5607)

Properties
Rules
필터 규칙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는 키-값 페어의 컨테이너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lterRule (p. 560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Bucket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버킷의 새 객체에 적용할 기본 서버 측 암호화를 기술합니다. PUT Object 요청이 서버 측 암호화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이 기본 암호화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API 참조에서 PUT Bucket encryption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MSMasterKeyID" : String,
"SSEAlgorithm" : String

YAML
KMSMasterKeyID: String
SSEAlgorithm: String

Properties
KMSMasterKeyID
기본 암호화에 사용할 KMS 키 ID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if SSEAlgorithm이 aws:kms일 경우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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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K의 키 ID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차 계정 작업에서 암호
화를 사용하는 경우 정규화된 CMK ARN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차 계정 작업에 암호화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예:
• 키 ID: 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 키 ARN: arn:aws:kms:usea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Important
Amazon S3는 대칭 KMS 키만 지원하며 비대칭 KMS 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대칭 및 비대칭 키 사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SEAlgorithm
기본 암호화에 사용할 서버 측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ES256 | aws:km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기본 암호화가 활성화된 버킷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서버 측 버킷 암호화가 구성된 버킷을 생성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KMS 관리형 키를 사용합
니다. Amazon S3 Bucket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속성을 수정하여 S3 관리형 키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3 bucket with default encryption",
"Resources": {
"Encrypted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BucketName": {
"Fn::Sub": "encryptedbucket-${AWS::Region}-${AWS::AccountId}"
},
"BucketEncryption": {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
{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
"SSEAlgorithm": "aws:kms",
"KMSMasterKeyID": "KMS-KEY-AR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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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DeletionPolicy": "Delete"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3 bucket with default encryption
Resources:
Encrypted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BucketName: !Sub 'encryptedbucket-${AWS::Region}-${AWS::AccountId}'
BucketEncryption: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SSEAlgorithm: 'aws:kms'
KMSMasterKeyID: KMS-KEY-ARN
DeletionPolicy: Delete

AWS::S3::Bucket ServerSideEncryptionRule
기본 서버 측 암호화 구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KeyEnabled" : Boolean,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p. 5662)

YAML
BucketKeyEnabled: Boolean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p. 5662)

Properties
BucketKeyEnabled
Amazon S3에서 버킷의 새 객체에 대해 KMS(SSE-KMS)를 사용하는 서버 측 암호화와 함께 S3 버킷
키를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기존 객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BucketKeyEnabled 요소를
true로 설정하면 Amazon S3에서 S3 버킷 키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S3 버킷 키는 활성화되지 않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의 Amazon S3 버킷 키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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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버킷의 새 객체에 적용할 기본 서버 측 암호화를 지정합니다. PUT Object 요청이 서버 측 암호화를 지정
하지 않을 경우 이 기본 암호화가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p. 566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기본 암호화가 활성화된 버킷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서버 측 버킷 암호화가 구성된 버킷을 생성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KMS 관리형 키를 사용합
니다. Amazon S3 Bucket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속성을 수정하여 S3 관리형 키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3 bucket with default encryption",
"Resources": {
"Encrypted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BucketName": {
"Fn::Sub": "encryptedbucket-${AWS::Region}-${AWS::AccountId}"
},
"BucketEncryption": {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
{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
"SSEAlgorithm": "aws:kms",
"KMSMasterKeyID": "KMS-KEY-ARN"
}
}
]
}
},
"DeletionPolicy": "Delete"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3 bucket with default encryption
Resources:
Encrypted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BucketName: !Sub 'encryptedbucket-${AWS::Region}-${AWS::AccountId}'
BucketEncryption: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SSEAlgorithm: 'aws:kms'
KMSMasterKeyID: KMS-KEY-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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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ionPolicy: Delete

S3 버킷 키와 KMS 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하여 버킷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S3 버킷 키와 함께 AWS KMS 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하여 기본 암호화를 지정하는 버킷을
생성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고객 관리형 AWS KMS 키를 사용합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3 bucket with default encryption using SSE-KMS with an S3 Bucket Key",
"Resources": {
"Encrypted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BucketName": {
"Fn::Sub": "encryptedbucket-${AWS::Region}-${AWS::AccountId}"
},
"BucketEncryption": {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
{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
"SSEAlgorithm": "aws:kms",
"KMSMasterKeyID": "KMS-KEY-ARN"
},
"BucketKeyEnabled": true
}
]
}
},
"DeletionPolicy": "Delete"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3 bucket with default encryption using SSE-KMS with an S3 Bucket Key
Resources:
Encrypted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BucketName: !Sub 'encryptedbucket-${AWS::Region}-${AWS::AccountId}'
BucketEncryption: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SSEAlgorithm: 'aws:kms'
KMSMasterKeyID: KMS-KEY-ARN
BucketKeyEnabled: true
DeletionPolicy: Delete

AWS::S3::Bucket SourceSelectionCriteria
복제하려는 소스 객체를 식별하기 위한 추가 필터를 기술하는 컨테이너입니다. 이러한 객체의 복제를 활성화
하거나 비활성화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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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ReplicaModifications" : ReplicaModifications (p. 5632),
"SseKmsEncryptedObjects" : SseKmsEncryptedObjects (p. 5667)

YAML
ReplicaModifications:
ReplicaModifications (p. 5632)
SseKmsEncryptedObjects:
SseKmsEncryptedObjects (p. 5667)

Properties
ReplicaModifications
복제본에 대한 수정 사항을 선택할 때 지정할 수 있는 필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plicaModifications (p. 56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seKmsEncryptedObjects
AWS KMS로 암호화된 Amazon S3 객체 선택을 위한 필터 정보의 컨테이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seKmsEncryptedObjects (p. 566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Bucket SseKmsEncryptedObjects
AWS KMS로 암호화된 S3 객체 선택을 위한 필터 정보의 컨테이너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atus" : String

YAML
Status: String

Properties
Status
Amazon S3가 AWS Key Management Service에 저장된 AWS KMS 키를 사용하여 서버 측 암호화로 생
성된 객체를 복제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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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Bucket StorageClassAnalysis
Amazon S3 버킷에 대해 수집할 액세스 패턴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스토리지 클래스 간의 절충 사항을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Export" : DataExport (p. 5602)

YAML
DataExport:
DataExport (p. 5602)

Properties
DataExport
Amazon S3 버킷의 스토리지 클래스 분석과 관련된 데이터를 내보내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Export (p. 56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S3::Bucket 예

AWS::S3::Bucket TagFilter
Amazon S3 버킷에 대한 객체의 서브넷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태그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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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태그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태그 값.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S3::Bucket 예

AWS::S3::Bucket Tiering
S3 Intelligent-Tiering 스토리지 클래스는 추가 운영 오버헤드 없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 액세스 계층
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동하여 스토리지 비용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essTier" : String,
"Days" : Integer

YAML
AccessTier: String
Days: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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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ccessTier
S3 Intelligent-Tiering 액세스 계층입니다. S3 Intelligent-Tiering 스토리지 클래스의 액세스 계층 목록은
자주 액세스하는 객체와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객체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스토리지 클래스를 참조하
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RCHIVE_ACCESS | DEEP_ARCHIVE_ACCE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ys
객체가 해당 계층으로 전환되기 전에 연속으로 액세스되지 않아야 하는 기간(일)입니다. Archive Access
계층에 지정되는 최소 일수는 90일 이상이어야 하며 Deep Archive Access 계층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
니다. 최대 기간은 2년(730일)까지 가능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Bucket TopicConfiguration
지정된 이벤트를 Amazon S3가 감지할 때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 주제로 메시지
를 게시하는 구성을 지정하기 위한 컨테이너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vent" : String,
"Filter" : NotificationFilter (p. 5622),
"Topic" : String

YAML
Event: String
Filter:
NotificationFilter (p. 5622)
Topic: String

Properties
Event
관련 알림을 보낼 Amazon S3 버킷 이벤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서 지원되
는 이벤트 유형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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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lter
알림을 전송할 객체를 결정하는 필터링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jpg 확장명을 갖는 이미지 파일이 버킷
에 추가될 경우에만 Amazon S3에서 알림을 보내도록 필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otificationFilter (p. 562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ic
지정된 유형의 이벤트를 감지할 때 Amazon S3가 메시지를 게시할 Amazon SNS 주제의 Amazon 리소
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SNS 주제에 대한 S3 버킷 알림 수신
다음 예제 템플릿에서는 Amazon S3에서 객체의 모든 복제본이 손실될 경우 지정된 SNS 주제에 대한 이벤
트를 전송하는 알림 구성을 사용하는 S3 버킷을 보여줍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AccessControl": "Private",
"NotificationConfiguration": {
"TopicConfigurations": [
{
"Topic": "arn:aws:sns:us-east-1:123456789012:TestTopic",
"Event": "s3:ReducedRedundancyLostObject"
}
]
}
}
}
},
"Outputs": {
"BucketName": {
"Value": {
"Ref": "S3Bucket"
},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bucket with a notification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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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Private
NotificationConfiguration:
TopicConfigurations:
- Topic: 'arn:aws:sns:us-east-1:123456789012:TestTopic'
Event: 's3:ReducedRedundancyLostObject'
Outputs:
BucketName:
Value: !Ref S3Bucket
Description: Name of the sample Amazon S3 bucket with a notification configuration.

AWS::S3::Bucket Transition
객체를 지정된 스토리지 클래스로 전환하는 시기를 지정합니다. Amazon S3 수명 주기 구성 규칙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S3 수명 주기를 사용하여 객체 전환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orageClass" : String,
"TransitionDate" : Timestamp,
"TransitionInDays" : Integer

YAML
StorageClass: String
TransitionDate: Timestamp
TransitionInDays: Integer

Properties
StorageClass
객체를 전환할 스토리지 클래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EEP_ARCHIVE | GLACIER | INTELLIGENT_TIERING | ONEZONE_IA |
STANDARD_IA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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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Date
객체를 지정된 스토리지 클래스로 전환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날짜 값은 ISO 8601 형식이어야 합니
다. 시간은 항상 자정(UTC)입니다.
Required: 조건
Type: Timestam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itionInDays
생성 후 객체를 지정된 스토리지 클래스로 전환하는 시기까지의 일수를 나타냅니다. 값은 양의 정수여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S3::Bucket 예

AWS::S3::Bucket VersioningConfiguration
Amazon S3 버킷의 버전 관리 상태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API 참조에서 PUT Bucket
versioning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atus" : String

YAML
Status: String

Properties
Status
버킷의 버전 관리 상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nabled | Suspend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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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버전 관리 활성화 및 객체 복제
다음 예에서는 버전 관리 및 복제 규칙 2개를 활성화합니다. 규칙은 접두사가 MyPrefix 및
MyOtherPrefix인 객체를 복사하고 복사된 객체를 my-replication-bucket이라는 버킷에 저장합니
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VersioningConfiguration": {
"Status": "Enabled"
},
"ReplicationConfiguration": {
"Role": "arn:aws:iam::123456789012:role/replication_role",
"Rules": [
{
"Id": "MyRule1",
"Status": "Enabled",
"Prefix": "MyPrefix",
"Destination": {
"Bucket": "arn:aws:s3:::my-replication-bucket",
"StorageClass": "STANDARD"
}
},
{
"Status": "Enabled",
"Prefix": "MyOtherPrefix",
"Destination": {
"Bucket": "arn:aws:s3:::my-replication-bucket"
}
}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VersioningConfiguration:
Status: Enabled
ReplicationConfiguration:
Role: 'arn:aws:iam::123456789012:role/replication_role'
Rules:
- Id: MyRule1
Status: Enabled
Prefix: MyPrefix
Destination:
Bucket: 'arn:aws:s3:::my-replication-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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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Class: STANDARD
- Status: Enabled
Prefix: MyOtherPrefix
Destination:
Bucket: 'arn:aws:s3:::my-replication-bucket'

AWS::S3::Bucket WebsiteConfiguration
Amazon S3 버킷에 대한 웹 사이트 구성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rrorDocument" : String,
"IndexDocument" : String,
"RedirectAllRequestsTo" : RedirectAllRequestsTo (p. 5628),
"RoutingRules" : [ RoutingRule (p. 5651), ... ]

YAML
ErrorDocument: String
IndexDocument: String
RedirectAllRequestsTo:
RedirectAllRequestsTo (p. 5628)
RoutingRules:
- RoutingRule (p. 5651)

Properties
ErrorDocument
웹 사이트에 대한 오류 문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dexDocument
웹 사이트에 대한 인덱스 문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directAllRequestsTo
이 버킷의 웹 사이트 엔드포인트로 모든 요청을 리디렉션하는 동작입니다.

Important
이 속성을 지정한 경우 다른 속성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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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directAllRequestsTo (p. 56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utingRules
리디렉션이 적용되는 시간과 리디렉션 동작을 정의하는 규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outingRule (p. 565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라우팅 규칙을 사용하여 정적 웹 사이트 구성
이 예에서 AWS::S3::Bucket's Fn::GetAtt 값은 출력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HTTP 404 오류가 발
생할 경우 라우팅 규칙은 요청을 EC2 인스턴스로 리디렉션하고 객체 키 구문 report-404/를 리디렉션에
삽입합니다. 예를 들어, ExamplePage.html 페이지를 요청할 때 HTTP 404 오류가 반환되는 경우 해당 요
청은 지정된 인스턴스의 report-404/ExamplePage.html 페이지로 라우팅됩니다. 나머지 모든 HTTP 오
류 코드의 경우 error.html이 반환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또한 버킷 수준에서 CloudWatch 요청 지표를 활성화하는 EntireBucket 지표 구성을 지정
합니다.

JSON
{

"Resources":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AccessControl": "PublicRead",
"BucketName": "public-bucket",
"MetricsConfigurations": [
{
"Id": "EntireBucket"
}
],
"WebsiteConfiguration": {
"IndexDocument": "index.html",
"ErrorDocument": "error.html",
"RoutingRules": [
{
"RoutingRuleCondition": {
"HttpErrorCodeReturnedEquals": "404",
"KeyPrefixEquals": "out1/"
},
"RedirectRule": {
"HostName": "ec2-11-22-333-44.compute-1.amazonaws.com",
"ReplaceKeyPrefixWith": "report-404/"
}
}
]
}
},
"DeletionPolicy": "Retain"
}
},
"Outpu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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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bsiteURL": {
"Value": {
"Fn::GetAtt": [
"S3Bucket",
"WebsiteURL"
]
},
"Description": "URL for website hosted on S3"
},
"S3BucketSecureURL": {
"Value": {
"Fn::Join": [
"",
[
"https://",
{
"Fn::GetAtt": [
"S3Bucket",
"DomainName"
]
}
]
]
},
"Description": "Name of S3 bucket to hold website content"
}

YAML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PublicRead
BucketName: public-bucket
MetricsConfigurations:
- Id: EntireBucket
WebsiteConfiguration:
IndexDocument: index.html
ErrorDocument: error.html
RoutingRules:
- RoutingRuleCondition:
HttpErrorCodeReturnedEquals: '404'
KeyPrefixEquals: out1/
RedirectRule:
HostName: ec2-11-22-333-44.compute-1.amazonaws.com
ReplaceKeyPrefixWith: report-404/
DeletionPolicy: Retain
Outputs:
WebsiteURL:
Value: !GetAtt
- S3Bucket
- WebsiteURL
Description: URL for website hosted on S3
S3BucketSecureURL:
Value: !Join
- ''
- - 'https://'
- !GetAtt
- S3Bucket
- DomainName
Description: Name of S3 bucket to hold websit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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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3::BucketPolicy
Amazon S3 버킷에 Amazon S3 버킷 정책을 적용합니다. 이 버킷을 소유하는 AWS 계정의 루트 사용
자 이외의 자격 증명을 사용 중인 경우 이 작업을 사용하려면 호출하는 자격 증명이 지정된 버킷에 대한
PutBucketPolicy 권한을 보유하며 버킷 소유자의 계정에 속해야 합니다.
PutBucketPolicy 권한이 없는 경우 Amazon S3에서 403 Access Denied 오류를 반환합니다. 올바
른 권한이 있지만 버킷 소유자의 계정에 속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Amazon S3에서 405
Method Not Allowed 오류를 반환합니다.

Important
보안 예방책으로 버킷을 소유하는 AWS 계정의 루트 사용자는 정책이 루트 사용자가 이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는 기능을 명시적으로 거부해도 이 작업을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버킷 정책 예제를 참조하세요.
다음은 PutBucketPolicy와 관련된 작업입니다.
• CreateBucket
• DeleteBucket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 {
"Bucket" : String,
"PolicyDocument" : Json
}

YAML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String
PolicyDocument: Json

Properties
Bucket
정책이 적용되는 Amazon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licyDocument
지정된 버킷에 추가할 권한이 포함된 정책 문서입니다. IAM에서는 정책 문서를 JSON 형식으로 제공
해야 합니다. 그러나 CloudFormation에서는 JSON 또는 YAML 형식으로 정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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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ormation이 YAML을 JSON으로 변환한 후 IAM에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안내
서의 AWS::IAM::Policy PolicyDocument 리소스 설명과 Amazon S3 사용 설명서의 액세스 정책 언어 개
요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특정 참조 페이지의 GET 요청을 허용하는 버킷 정책
다음은 DOC-EXAMPLE-BUCKET 버킷에 연결되고 www.example.com 및 example.net에서 시작된 GET 요
청을 허용하는 버킷 정책의 예입니다.

Important
이 키를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참조자 헤더 값을 포함하는 것은 위
험합니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수정된 브라우저나 사용자 지정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원하는
aws:referer 값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사용자의 직접 AWS 요청을 차단할 목적으로
aws:referer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값은 고객이 Amazon S3에 저장된 콘텐츠 등의 디
지털 콘텐츠를 권한이 없는 타사 사이트에서 참조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세요. 자
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aws:referer 섹션을 참조하세요.

JSON
{

"SampleBucketPolicy": {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
"Bucket": {
"Ref": "DOC-EXAMPLE-BUCKET"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3:GetObject"
],
"Effect": "Allow",
"Resource": {
"Fn::Join": [
"",
[
"arn:aws:s3:::",
{
"Ref": "DOC-EXAMPLE-BUCKET"
},
"/*"
]
]
},
"Principal": "*",
"Condition": {
"StringLike": {
"aws:Referer": [
"http://www.example.com/*",
"http://exam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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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YAML
Sample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DOC-EXAMPLE-BUCKE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Object'
Effect: Allow
Resource: !Join
- ''
- - 'arn:aws:s3:::'
- !Ref DOC-EXAMPLE-BUCKET
- /*
Principal: '*'
Condition:
StringLike:
'aws:Referer':
- 'http://www.example.com/*'
- 'http://example.net/*'

AWS::S3::MultiRegionAccessPoint
AWS::S3::MultiRegionAccessPoint 리소스는 Amazon S3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다
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의 Amazon S3의 다중 리전 액세스 포
인트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3::MultiRegionAccessPoint",
"Properties" : {
"Name" : String,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p. 5682),
"Regions" : [ Region (p. 5683), ... ]
}

YAML
Type: AWS::S3::MultiRegionAccessPoint
Properties:
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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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p. 5682)
Regions:
- Region (p. 5683)

Properties
Name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이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에 적용할 PublicAccessBlock 구성입니다. 구성 옵션을 모든 조합으로 활성
화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에서 객체를 퍼블릭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서 '퍼블릭'의 의미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p. 568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gions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와 연결된 리전 및 버킷의 모음입니다.
Required: 예
Type:리전 (p. 5683)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의 이름입
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lias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의 별칭입니다.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의 이름과 별칭 간의 구별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Amazon S3 사용 설명서의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 관리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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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At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가 생성될 때의 타임스탬프입니다.

AWS::S3::MultiRegionAccessPoint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이 Amazon S3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에 적용할 PublicAccessBlock 구성입니다. 구성 옵션을 모든 조합으
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에서 객체를 퍼블릭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에서 '퍼블릭'의 의미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lockPublicAcls" : Boolean,
"BlockPublicPolicy" : Boolean,
"IgnorePublicAcls" : Boolean,
"RestrictPublicBuckets" : Boolean

YAML
BlockPublicAcls: Boolean
BlockPublicPolicy: Boolean
IgnorePublicAcls: Boolean
RestrictPublicBuckets: Boolean

Properties
BlockPublicAcls
Amazon S3가 이 버킷 및 이 버킷의 객체에 대해 퍼블릭 액세스 제어 목록(ACL)을 차단해야 할지 여부
를 지정합니다. 이 요소를 TRUE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동작이 발생합니다.
• 지정된 ACL이 퍼블릭이면 PUT Bucket acl 및 PUT Object acl 호출이 실패합니다.
• 요청에 퍼블릭 ACL이 포함되어 있으면 PUT Object 호출이 실패합니다.
• 요청에 퍼블릭 ACL이 포함되어 있으면 PUT Bucket 호출이 실패합니다.
이 설정을 활성화해도 기존 버킷 정책이나 ACL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lockPublicPolicy
Amazon S3가 이 버킷에 대한 퍼블릭 버킷 정책을 차단해야 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요소를 TRUE로
설정하면 지정된 버킷 정책이 퍼블릭 액세스를 허용하는 경우 Amazon S3가 PUT Bucket 정책에 대한
호출을 거부합니다.
이 설정 활성화는 기존 버킷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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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IgnorePublicAcls
Amazon S3가 이 버킷 및 이 버킷의 객체에 대해 퍼블릭 ACL을 무시해야 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요
소를 TRUE로 설정하면 Amazon S3가 이 버킷 및 이 버킷의 객체에 대한 모든 퍼블릭 ACL을 무시합니
다.
이 설정을 활성화하면 기존 ACL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새 퍼블릭 ACL이 설정되는 것을 방지
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trictPublicBuckets
Amazon S3가 이 버킷에 대한 퍼블릭 버킷 정책을 제한해야 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요소를 TRUE로
설정하면 버킷에 퍼블릭 정책이 있을 경우 이 버킷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이 계정 내의 권한 있는 사용자
와 AWS 서비스 보안 주체로만 제한합니다.
이 설정을 활성화해도 이전에 저장된 버킷 정책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특정 계정에 대한 비공개
위임을 포함하여 모든 퍼블릭 버킷 정책의 퍼블릭 및 교차 계정 액세스는 차단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3::MultiRegionAccessPoint Region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를 생성할 때 특정 리전과 연결된 버킷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 : String

YAML
Bucket: String

Properties
Bucket
리전에 대한 연결된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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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3::MultiRegionAccessPointPolicy
Amazon S3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에 Amazon S3 액세스 정책을 적용합니다.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액세스 정책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정책을 삭
제하려고 하면 CloudFormation이DeletionPolicy:Retain 및 UpdateReplacePolicy:Retain을(를)
사용하여 정책을 업데이트합니다. CloudFormation은 버킷을 생성한 계정에 대한 액세스만 허용하도록 정책
을 업데이트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3::MultiRegionAccessPointPolicy",
"Properties" : {
"MrapName" : String,
"Policy" : Json
}

YAML
Type: AWS::S3::MultiRegionAccessPointPolicy
Properties:
MrapName: String
Policy: Json

Properties
MrapName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licy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와 연결된 액세스 정책입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의 이름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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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단순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 정책
다음 예제에서는 CloudWatch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의 이름과 별칭을 사용해야 하는 위치를 기록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예에서 이름은 DOC-EXAMPLE-MULTI-REGION-ACCESS-POINT이고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의 별칭은
mfzwi23gnjvgw.mrap이고 AWS 계정은 123456789012입니다.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용 ARN의 작동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의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요청을 참조하
십시오.

JSON
{

"SampleMultiRegionAccessPointPolicy": {
"Type": "AWS::S3::MultiRegionAccessPointPolicy",
"DeletionPolicy" : "Retain",
"UpdateReplacePolicy" : "Retain",
"Properties": {
"MrapName": {
"Ref": "DOC-EXAMPLE-MULTI-REGION-ACCESS-POINT"
},
"PolicyDocument": {
"Statement": [
{
"Action": [
"s3:GetObject"
],
"Effect": "Allow",
"Resource": {
"Fn::Sub": [
"arn:aws:s3::123456789012:accesspoint/mfzwi23gnjvgw.mrap/
object/*",
{
"mrapalias": {
"Fn::GetAtt": [
"mfzwi23gnjvgw.mrap",
"Alias"
]
}
}
]
},
"Principal": {
"Service": "cloudwatch.amazonaws.com"
}
}
]
}
}
}
}

YAML
SampleMultiRegionAccessPointPolicy:
Type: AWS::S3::MultiRegionAccessPointPolicy
DeletionPolicy: Re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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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ReplacePolicy: Retain
Properties:
MrapName:
Ref: DOC-EXAMPLE-MULTI-REGION-ACCESS-POINT
PolicyDocument:
Statement:
- Action:
- s3:GetObject
Effect: Allow
Resource:
Fn::Sub:
- arn:aws:s3::123456789012:accesspoint/mfzwi23gnjvgw.mrap/object/*
- mrapalias:
Fn::GetAtt:
- mfzwi23gnjvgw.mrap
- Alias
Principal:
Service: cloudwatch.amazonaws.com

AWS::S3::StorageLens
AWS::S3::StorageLens 리소스는 Amazon S3 Storage Lens 구성의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3::StorageLens",
"Properties" : {
"StorageLensConfiguration" : StorageLensConfiguration (p. 5695),
"Tags" : [ Tag, ... ]
}

YAML
Type: AWS::S3::StorageLens
Properties:
StorageLensConfiguration:
StorageLensConfiguration (p. 5695)
Tags:
- Tag

Properties
StorageLensConfiguration
이 리소스에는 Amazon S3 Storage Lens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StorageLensConfiguration (p. 56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Storage Lens 구성에 연결할 태그(키-값 페어) 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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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제공하면 Ref가 S3 Storage Lens 구성 ID(예: your-storagelens-configuration-id)를 반환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
십시오.

Fn::GetAtt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다
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입니다.
StorageLensConfiguration.StorageLensArn
이 속성에는 S3 Storage Lens 구성의 ARN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속성은 읽기 전용입니다.

AWS::S3::StorageLens AccountLevel
이 리소스에는 Amazon S3 Storage Lens의 계정 수준 지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vityMetrics" : ActivityMetrics (p. 5688),
"BucketLevel" : BucketLevel (p. 5689)

YAML
ActivityMetrics:
ActivityMetrics (p. 5688)
BucketLevel:
BucketLevel (p. 5689)

Properties
ActivityMetrics
이 속성에는 Amazon S3 Storage Lens의 계정 수준 활동 지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tivityMetrics (p. 568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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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etLevel
이 속성에는 Amazon S3 Storage Lens의 계정 수준 버킷 수준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BucketLevel (p. 568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StorageLens ActivityMetrics
이 리소스에는 Amazon S3 Storage Lens의 활동 지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sEnabled" : Boolean

YAML
IsEnabled: Boolean

Properties
IsEnabled
활동 지표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StorageLens AwsOrg
이 리소스에는 Amazon S3 Storage Lens의 AWS Organization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YAML
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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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rn
이 리소스에는 AWS Organization의 ARN이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StorageLens BucketLevel
Amazon S3 Storage Lens의 버킷 수준 스토리지 지표에 대한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vityMetrics" : ActivityMetrics (p. 5688),
"PrefixLevel" : PrefixLevel (p. 5691)

YAML
ActivityMetrics:
ActivityMetrics (p. 5688)
PrefixLevel:
PrefixLevel (p. 5691)

Properties
ActivityMetrics
Amazon S3 Storage Lens의 버킷 수준 활동 지표에 대한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tivityMetrics (p. 568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Level
S3 Storage Lens의 버킷 수준 접두사 수준 스토리지 지표에 대한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efixLevel (p. 56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StorageLens BucketsAndRegions
이 리소스에는 Amazon S3 Storage Lens 구성의 버킷 및 리전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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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s" : [ String, ... ],
"Regions" : [ String, ... ]

YAML
Buckets:
- String
Regions:
- String

Properties
Buckets
이 속성에는 Amazon S3 Storage Lens 구성의 버킷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버킷 Amazon 리소
스 이름(ARN)이어야 합니다. 유효한 값은 Amazon S3 API 참조에서 버킷 ARN 형식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ons
이 속성에는 S3 Storage Lens 구성의 리전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StorageLens DataExport
이 리소스에는 Amazon S3 Storage Lens 지표 내보내기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BucketDestination" : S3BucketDestination (p. 5692)

YAML
S3Bucket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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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BucketDestination (p. 5692)

Properties
S3BucketDestination
이 속성에는 S3 Storage Lens 지표 내보내기가 배치된 버킷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S3BucketDestination (p. 56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StorageLens Encryption
이 리소스에는 Amazon S3 Storage Lens에 사용되는 서버 측 암호화의 유형이 포함됩니다. 유효한 값은
Amazon S3 API 참조에서 StorageLensDataExportEncryption을 참조하세요.

AWS::S3::StorageLens PrefixLevel
이 리소스에는 Amazon S3 Storage Lens의 접두사 수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orageMetrics" : PrefixLevelStorageMetrics (p. 5691)

YAML
StorageMetrics:
PrefixLevelStorageMetrics (p. 5691)

Properties
StorageMetrics
Amazon S3 Storage Lens의 접두사 수준 스토리지 지표에 대한 속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PrefixLevelStorageMetrics (p. 56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StorageLens PrefixLevelStorageMetrics
이 리소스에는 Amazon S3 Storage Lens의 접두사 수준 스토리지 지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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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IsEnabled" : Boolean,
"SelectionCriteria" : SelectionCriteria (p. 5694)

YAML
IsEnabled: Boolean
SelectionCriteria:
SelectionCriteria (p. 5694)

Properties
IsEnabled
이 속성은 S3 Storage Lens에 대한 접두사 수준 스토리지 지표 세부 정보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식
별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lectionCriteria
이 속성은 S3 Storage Lens에 대한 접두사 수준 스토리지 지표 세부 정보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식
별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electionCriteria (p. 569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StorageLens S3BucketDestination
이 리소스에는 Amazon S3 Storage Lens 지표 내보내기가 배치된 버킷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ountId" : String,
"Arn" : String,
"Encryption" : Encryption (p. 5691),
"Format" : String,
"OutputSchemaVersion" : String,
"Prefix" : String

YAML
AccountI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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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 String
Encryption:
Encryption (p. 5691)
Format: String
OutputSchemaVersion: String
Prefix: String

Properties
AccountId
이 속성에는 S3 Storage Lens 버킷 내보내기 대상의 AWS account ID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rn
이 속성에는 S3 Storage Lens 내보내기의 버킷 대상에 대한 ARN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cryption
이 속성에는 Amazon S3 Storage Lens 지표 내보내기의 버킷 대상 암호화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cryption (p. 56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rmat
이 속성에는 S3 Storage Lens 버킷 내보내기 대상의 형식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SchemaVersion
이 속성에는 S3 Storage Lens 버킷 내보내기 대상의 출력 스키마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efix
이 속성에는 S3 Storage Lens 내보내기의 버킷 대상에 대한 접두사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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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StorageLens SelectionCriteria
이 리소스에는 Amazon S3 Storage Lens 선택 기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limiter" : String,
"MaxDepth" : Integer,
"MinStorageBytesPercentage" : Double

YAML
Delimiter: String
MaxDepth: Integer
MinStorageBytesPercentage: Double

Properties
Delimiter
이 속성에는 사용 중인 S3 Storage Lens 구분 기호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Depth
이 속성에는 S3 Storage Lens가 지표를 수집할 최대 깊이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inStorageBytesPercentage
이 속성에는 S3 Storage Lens가 지표를 수집할 최소 스토리지 바이트 백분율 임계값에 대한 세부 정보
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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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3::StorageLens StorageLensConfiguration
Amazon S3 Storage Lens 구성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ountLevel" : AccountLevel
"AwsOrg" : AwsOrg (p. 5688),
"DataExport" : DataExport (p.
"Exclude" : BucketsAndRegions
"Id" : String,
"Include" : BucketsAndRegions
"IsEnabled" : Boolean,
"StorageLensArn" : String

(p. 5687),
5690),
(p. 5689),
(p. 5689),

YAML
AccountLevel:
AccountLevel (p. 5687)
AwsOrg:
AwsOrg (p. 5688)
DataExport:
DataExport (p. 5690)
Exclude:
BucketsAndRegions (p. 5689)
Id: String
Include:
BucketsAndRegions (p. 5689)
IsEnabled: Boolean
StorageLensArn: String

Properties
AccountLevel
이 속성에는 Amazon S3 Storage Lens 구성의 계정 수준 지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AccountLevel (p. 568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Org
이 속성에는 S3 Storage Lens 구성의 AWS Organization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wsOrg (p. 568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Export
이 속성에는 이 S3 Storage Lens 구성의 지표 내보내기에 대한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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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DataExport (p. 569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lude
이 속성에는 Amazon S3 Storage Lens 구성에서 제외된 버킷 및 리전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ucketsAndRegions (p. 568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
이 속성에는 S3 Storage Lens 구성의 ID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clude
이 속성에는 Amazon S3 Storage Lens 구성에 포함된 버킷 및 리전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ucketsAndRegions (p. 568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sEnabled
이 속성에는 Amazon S3 Storage Lens 구성의 활성화 여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orageLensArn
이 속성에는 S3 Storage Lens 구성의 ARN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속성은 읽기 전용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객체 Lambda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S3ObjectLambda::AccessPoint (p. 5697)
• AWS::S3ObjectLambda::AccessPointPolicy (p.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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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3ObjectLambda::AccessPoint
AWS::S3ObjectLambda::AccessPoint 리소스는 버킷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객체 Lambda 액세스
포인트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3ObjectLambda::AccessPoint",
"Properties" : {
"Name" : String,
"ObjectLambdaConfiguration" : ObjectLambdaConfiguration (p. 5698)
}

YAML
Type: AWS::S3ObjectLambda::AccessPoint
Properties:
Name: String
ObjectLambdaConfiguration:
ObjectLambdaConfiguration (p. 5698)

Properties
Name
이 액세스 포인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bjectLambdaConfiguration
객체 Lambda 액세스 포인트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bjectLambdaConfiguration (p. 569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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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객체 Lambda 액세스 포인트의 ARN을 지정합니다.
CreationDate
지정한 객체 Lambda 액세스 포인트가 생성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AWS::S3ObjectLambda::AccessPoint ObjectLambdaConfiguration
객체 Lambda 액세스 포인트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owedFeatures" : [ String, ... ],
"CloudWatchMetricsEnabled" : Boolean,
"SupportingAccessPoint" : String,
"TransformationConfigurations" : [ TransformationConfiguration (p. 5699), ... ]

YAML
AllowedFeatures:
- String
CloudWatchMetricsEnabled: Boolean
SupportingAccessPoint: String
TransformationConfigurations:
- TransformationConfiguration (p. 5699)

Properties
AllowedFeatures
허용되는 기능에 대한 컨테이너입니다. 유효한 입력은 GetObject-Range 및 GetObjectPartNumber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loudWatchMetricsEnabled
CloudWatch 지표 구성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컨테이너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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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AccessPoint
객체 Lambda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된 표준 액세스 포인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nsformationConfigurations
객체 Lambda 액세스 포인트의 변환 구성에 대한 컨테이너입니다.
Required: 예
Type: TransformationConfiguration (p. 569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ObjectLambda::AccessPoint TransformationConfiguration
객체 Lambda 액세스 포인트 변환을 생성할 때 사용되는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s" : [ String, ... ],
"ContentTransformation" : Json

YAML
Actions:
- String
ContentTransformation: Json

Properties
Actions
객체 Lambda 액세스 포인트 구성의 작업에 대한 컨테이너입니다. 유효한 입력은 GetObject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tentTransformation
객체 Lambda 액세스 포인트 구성의 콘텐츠 변환에 대한 컨테이너입니다. FunctionArn
및 FunctionPayload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API 참조에서
AwsLambdaTransformation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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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ObjectLambda::AccessPointPolicy
AWS::S3ObjectLambda::AccessPointPolicy 리소스는 객체 Lambda 액세스 포인트 리소스 정책 문
서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3ObjectLambda::AccessPointPolicy",
"Properties" : {
"ObjectLambdaAccessPoint" : String,
"PolicyDocument" : Json
}

YAML
Type: AWS::S3ObjectLambda::AccessPointPolicy
Properties:
ObjectLambdaAccessPoint: String
PolicyDocument: Json

Properties
ObjectLambdaAccessPoint
Amazon S3 버킷에서 변환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AWS Lambda 함수가 연결된 액세스 포
인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licyDocument
객체 Lambda 액세스 포인트 리소스 정책 문서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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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osts 리소스 유형 참조의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리소스 유형
• AWS::S3Outposts::AccessPoint (p. 5701)
• AWS::S3Outposts::Bucket (p. 5705)
• AWS::S3Outposts::BucketPolicy (p. 5714)
• AWS::S3Outposts::Endpoint (p. 5717)

AWS::S3Outposts::AccessPoint
AWS::S3Outposts::AccessPoint 리소스는 액세스 포인트를 지정하고 이를 지정된 Amazon S3 on Outposts
버킷과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한 데이터 액세스 관리를 참조하세요.

Note
S3 on Outposts는 VPC 스타일의 액세스 포인트만 지원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3Outposts::AccessPoint",
"Properties" : {
"Bucket" : String,
"Name" : String,
"Policy" : Json,
"VpcConfiguration" : VpcConfiguration (p. 5704)
}

YAML
Type: AWS::S3Outposts::AccessPoint
Properties:
Bucket: String
Name: String
Policy: Json
VpcConfiguration:
VpcConfiguration (p. 5704)

Properties
Bucket
이 액세스 포인트와 연결된 S3 on Outposts 버킷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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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이 액세스 포인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licy
이 액세스 포인트와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 정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Configuration
이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Virtual Private Cloud(VPC) 구성입니다(있는 경우).
Required: 예
Type: VpcConfiguration (p. 570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액세스 포인트 ARN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Arn
이 리소스는 S3 on Outposts 버킷 액세스 포인트 ARN의 세부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리소스는 읽기 전
용입니다.

예제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mazon S3 on Outposts에 대한 액세스 포인트 정책으로 액세스 포인
트 생성
다음 예에서는 S3 on Outposts 버킷과 S3 on Outposts 액세스 포인트를 동일한 CFN 스택에 새성하는 방법
을 보여 줍니다.

Note
액세스 포인트를 생성하려면 기존 S3 on Outposts 버킷 ARN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액세스 포인
트를 생성하기 전이나 생성하는 동시에 Outposts 버킷을 생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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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Bucket, no tags, no lifecycle configuration with access point",
"Resources": {
"ExampleS3OutpostsBucket": {
"Type": "AWS::S3Outposts::Bucket",
"Properties": {
"BucketName": "DOC-EXAMPLE-BUCKET",
"OutpostID": "op-01ac5d28a6a232904"
}
},
"ExampleS3OutpostsAccessPoint": {
"Type": "AWS::S3Outposts::AccessPoint",
"Properties": {
"Bucket": {
"Ref": "ExampleS3OutpostsBucket"
},
"Name": "ExampleAccessPoint",
"VpcConfiguration": {
"VpcID": "vpc-12345"
},
"Policy": {
"Version":"2012-10-17",
"ID":"AccessPointPolicy",
"Statement":[{
"Sid":"st1",
"Effect":"Allow",
"Principal":{"AWS":"arn:aws:iam::123456789012:root"},
"Action":"s3-outposts:*",
"Resource": "arn:aws:s3-outposts:us-east-1:123456789012:outpost/
op-01ac5d28a6a232904/accesspoint/ExampleAccessPoint"
}]
}
}

}

}

},
"Outputs": {
"ExampleS3OutpostsBucketARN": {
"Description": "The ARN of ExampleS3OutpostsBucket",
"Value": { "Ref": "ExampleS3OutpostsBucket" }
},
"ExampleS3OutpostsAccessPointARN": {
"Description": "The ARN of ExampleS3OutpostsAccessPoint",
"Value": {"Ref": "ExampleS3OutpostsAccessPoint" }
},
"ExampleS3OutpostsStackID": {
"Description": "The stack ID",
"Value": { "Ref": "AWS::StackID" },
"Export": { "Name": {"Fn::Sub": "${AWS::StackName}-StackID"}}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Bucket, no tags, no lifecycle configuration with access point
Resources:
ExampleS3OutpostsBucket:
Type: AWS::S3Outposts::Bucket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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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etName: DOC-EXAMPLE-BUCKET
OutpostID: op-01ac5d28a6a232904
ExampleS3OutpostsAccessPoint:
Type: AWS::S3Outposts::AccessPoint
Properties:
Bucket:
Ref: ExampleS3OutpostsBucket
Name: ExampleAccessPoint
VpcConfiguration:
VpcID: vpc-12345
Policy:
Version: '2012-10-17'
ID: AccessPointPolicy
Statement:
- Sid: st1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123456789012:root
Action: s3-outposts:*
Resource: arn:aws:s3-outposts:us-east-1:1234567890:outpost/op-01ac5d28a6a232904/
accesspoint/ExampleAccessPoint
Outputs:
ExampleS3OutpostsBucketARN:
Description: The ARN of ExampleS3OutpostsBucket
Value:
Ref: ExampleS3OutpostsBucket
ExampleS3OutpostsAccessPointARN:
Description: The ARN of ExampleS3OutpostsAccessPoint
Value:
Ref: ExampleS3OutpostsAccessPoint
ExampleS3OutpostsStackID:
Description: The stack ID
Value:
Ref: AWS::StackID
Export:
Name:
Fn::Sub: "${AWS::StackName}-StackID"

AWS::S3Outposts::AccessPoint VpcConfiguration
지정된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Virtual Private Cloud(VPC) 구성이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pcId" : String

YAML
VpcId: String

Properties
VpcId
VPC 구성의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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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3Outposts::Bucket
AWS::S3Outposts::Bucket 리소스는 새 Amazon S3 on Outposts 버킷을 지정합니다. S3 on Outposts 버킷을
생성하려면 Outpost에 프로비저닝된 S3 on Outposts 용량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on
Outposts 사용을 참조하세요.
S3 on Outposts 버킷은 다음을 지원합니다.
• 태그
• 만료된 객체 삭제를 위한 수명 주기 구성 규칙
S3 on Outposts에 대한 제한 사항 및 Amazon S3 기능 한도의 전체 목록은 Amazon S3 on Outposts 규제 및
제한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3Outposts::Bucket",
"Properties" : {
"BucketName" : String,
"LifecycleConfiguration" : LifecycleConfiguration (p. 5712),
"OutpostId"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S3Outposts::Bucket
Properties:
BucketName: String
LifecycleConfiguration:
LifecycleConfiguration (p. 5712)
OutpostId: String
Tags:
- Tag

Properties
BucketName
S3 on Outposts 버킷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이 고유한 ID를 생성
하고 버킷 이름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버킷 이름에는 소문자, 숫자, 마침표(.) 및 대시(-)만 포함되어야
하며 Amazon S3 버킷 규제 및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킷 이름 지정 규칙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
의 또는 전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새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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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ifecycleConfiguration
S3 on Outposts 버킷에 대해 새로운 수명 주기 구성을 생성하거나 기존 수명 주기 구성을 대체합니다.
Outposts 버킷은 일정 기간 후에 객체를 삭제 또는 만료하고 불완전한 멀티파트 업로드를 중단하는 수명
주기 구성만 지원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ifecycleConfiguration (p. 57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ostId
지정된 버킷의 Outpost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S3 on Outposts 버킷의 태그를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on Outposts 사용을 참조하세요.
태그를 사용하여 비용 구조를 반영하도록 AWS 청구서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가입하여 태그 키
값이 포함된 AWS account 청구서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같은 태그 키 값을 가진 리소스에 따라 결제
정보를 구성하여 리소스 비용의 합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애플리케이션 이름으로 여러 리소
스에 태그를 지정한 다음 결제 정보를 구성하여 여러 서비스에 걸친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총 비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용 할당 및 태그를 참조하세요.

Note
버킷 내에 기존 태그와 동일한 키를 가진 태그를 추가하면 새 값이 기존 값을 덮어씁니다. 자세
한 내용은 비용 할당 및 버킷 태그 사용을 참조하세요.
이 리소스를 사용하려면 s3-outposts:PutBucketTagging을 수행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S3 on
Outposts 버킷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이 권한을 가지며 다른 사용자에게 이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킷 하위 리소스 작업에 관련된 권한 및 Amazon S3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관리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S3 on Outposts 버킷 Amazon 리소
스 이름(ARN)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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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지정한 버킷의 ARN을 반환합니다.
예: arn:aws:s3Outposts:::DOC-EXAMPLE-BUCKET

예제
다음 예에서는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mazon S3 on Outposts 버킷을 생성합니다.

S3 on Outposts 버킷 생성
다음 예에서는 태그 또는 수명 주기 구성 없이 S3 on Outposts 버킷을 생성합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Bucket, no tags, no lifecycle configuration",
"Resources": {
"ExampleS3OutpostsBucket": {
"Type": "AWS::S3Outposts::Bucket",
"Properties": {
"BucketName": "DOC-EXAMPLE-BUCKET",
"OutpostID": "op-01ac5d28a6a232904"
}
}
},
"Outputs": {
"ExampleS3OutpostsBucketARN": {
"Description": "The ARN of ExampleS3OutpostsBucket",
"Value": {
"Ref": "ExampleS3OutpostsBucket"
}
},
"ExampleS3OutpostsStackID": {
"Description": "The stack ID",
"Value": {
"Ref": "AWS::StackID"
},
"Export": {
"Name": {
"Fn::Sub": "${AWS::StackName}-StackID"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Bucket, no tags, no lifecycle configuration
Resources:
ExampleS3Outposts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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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S3Outposts::Bucket
Properties:
BucketName: DOC-EXAMPLE-BUCKET
OutpostID: op-01ac5d28a6a232904
Outputs:
ExampleS3OutpostsBucketARN:
Description: The ARN of ExampleS3OutpostsBucket
Value:
Ref: ExampleS3OutpostsBucket
ExampleS3OutpostsStackID:
Description: The stack ID
Value:
Ref: AWS::StackID
Export:
Name:
Fn::Sub: "${AWS::StackName}-StackID"

태그가 있는 S3 on Outposts 버킷 생성
다음 예에서는 수명 주기 구성 없이 태그가 있는 S3 on Outposts 버킷을 생성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Bucket, tags, no lifecycle configuration",
"Resources": {
"ExampleS3OutpostsBucket": {
"Type": "AWS::S3Outposts::Bucket",
"Properties": {
"BucketName": "DOC-EXAMPLE-BUCKET",
"OutpostID": "op-01ac5d28a6a232904",
"Tags": [
{
"Key": "stage",
"Value": "beta"
},
{
"Key": "purpose",
"Value": "testing"
}
]
}
}
},
"Outputs": {
"ExampleS3OutpostsBucketARN": {
"Description": "The ARN of ExampleS3OutpostsBucket",
"Value": {
"Ref": "ExampleS3OutpostsBucket"
}
},
"ExampleS3OutpostsStackID": {
"Description": "The stack ID",
"Value": {
"Ref": "AWS::StackID"
},
"Export": {
"Name": {
"Fn::Sub": "${AWS::StackName}-StackI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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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Bucket, tags, no lifecycle configuration
Resources:
ExampleS3OutpostsBucket:
Type: AWS::S3Outposts::Bucket
Properties:
BucketName: DOC-EXAMPLE-BUCKET
OutpostID: op-01ac5d28a6a232904
Tags:
- Key: stage
Value: beta
- Key: purpose
Value: testing
Outputs:
ExampleS3OutpostsBucketARN:
Description: The ARN of ExampleS3OutpostsBucket
Value:
Ref: ExampleS3OutpostsBucket
ExampleS3OutpostsStackID:
Description: The stack ID
Value:
Ref: AWS::StackID
Export:
Name:
Fn::Sub: "${AWS::StackName}-StackID"

태그 및 수명 주기 구성이 있는 S3 on Outposts 버킷 생성
다음 예에서는 태그와 4개의 수명 주기 구성 규칙이 있는 S3 on Outposts 버킷을 생성합니다. 4개의 수명 주
기 규칙 중 3개는 비활성화됩니다.

Note
모든 수명 주기 규칙에는 유효한 ExpirationInDays, ExpirationDate 또는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의 DaysAfterInitiation 값이 있어야 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Bucket, tags, lifecycle configuration",
"Resources": {
"ExampleS3OutpostsBucket": {
"Type": "AWS::S3Outposts::Bucket",
"Properties": {
"BucketName": "DOC-EXAMPLE-BUCKET",
"OutpostID": "op-01ac5d28a6a232904",
"Tags": [
{
"Key": "stage",
"Value": "beta"
},
{
"Key": "purpose",
"Value": "testing"
}
],
"LifecycleConfiguration": {
"Ru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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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pirationInDays": 2,
"ID": "rule1",
"Status": "Enabled"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
"DaysAfterInitiation": 2
},
"ID": "rule2",
"Status": "Disabled",
"Filter": {
"AndOperator": {
"Prefix": "st",
"Tags": [
{
"Key": "purpose",
"Value": "testing"
}
]
}
}
"ExpirationDate": "2020-02-25T00:00:00Z",
"ID": "rule3",
"Status": "Disabled",
"Filter": {
"Tag": {
"Key": "stage",
"Value": "beta"
}
}
"ExpirationInDays": 4,
"ID": "rule4",
"Status": "Disabled",
"Filter": {
"Prefix": "st"
}

}
},
"Outputs": {
"ExampleS3OutpostsBucketARN": {
"Description": "The ARN of ExampleS3OutpostsBucket",
"Value": {
"Ref": "ExampleS3OutpostsBucket"
}
},
"ExampleStackID": {
"Description": "The stack ID",
"Value": {
"Ref": "AWS::StackID"
},
"Export": {
"Name": {
"Fn::Sub": "${AWS::StackName}-StackID"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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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Bucket, tags, lifecycle configuration
Resources:
ExampleS3OutpostsBucket:
Type: AWS::S3Outposts::Bucket
Properties:
BucketName: DOC-EXAMPLE-BUCKET
OutpostID: op-01ac5d28a6a232904
Tags:
- Key: stage
Value: beta
- Key: purpose
Value: testing
LifecycleConfiguration:
Rules:
- ExpirationInDays: 2
ID: rule1
Status: Enabled
-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DaysAfterInitiation: 2
ID: rule2
Status: Disabled
Filter:
AndOperator:
Prefix: st
Tags:
- Key: purpose
Value: testing
- ExpirationDate: '2020-02-25T00:00:00Z'
ID: rule3
Status: Disabled
Filter:
Tag:
Key: stage
Value: beta
- ExpirationInDays: 4
ID: rule4
Status: Disabled
Filter:
Prefix: st
Outputs:
ExampleS3OutpostsBucketARN:
Description: The ARN of ExampleS3OutpostsBucket
Value:
Ref: ExampleS3OutpostsBucket
ExampleStackID:
Description: The stack ID
Value:
Ref: AWS::StackID
Export:
Name:
Fn::Sub: "${AWS::StackName}-StackID"

AWS::S3Outposts::Bucket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미완료 멀티파트 업로드가 시작된 후 Outposts의 Amazon S3에서 업로드의 모든 부분을 영구적으로 제거하
기 전에 대기하는 기간(일)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킷 수명 주기 정책을 사용한 미완료 멀티파트 업
로드 중단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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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ysAfterInitiation" : Integer

YAML
DaysAfterInitiation: Integer

Properties
DaysAfterInitiation
시작 후 Outpost의 Amazon S3에서 미완료 멀티파트 업로드를 중단하는 기간(일)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Outposts::Bucket LifecycleConfiguration
Outposts 버킷의 S3에 저장된 객체의 수명 주기 구성에 대한 컨테이너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ules" : [ Rule (p. 5713), ... ]

YAML
Rules:
- Rule (p. 5713)

Properties
Rules
Outposts 버킷의 S3 버킷에 저장된 객체의 수명 주기 구성 규칙에 대한 컨테이너입니다.
Required: 예
Type: Rule (p. 571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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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3Outposts::Bucket Rule
Amazon S3 on Outposts 버킷 수명 주기 규칙에 대한 컨테이너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p. 5711),
"ExpirationDate" : String,
"ExpirationInDays" : Integer,
"Filter" : Json,
"Id" : String,
"Status" : String

YAML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p. 5711)
ExpirationDate: String
ExpirationInDays: Integer
Filter: Json
Id: String
Status: String

Properties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미완료 멀티파트 업로드 중단 규칙에 대한 컨테이너
Required: 아니요
Type: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p. 57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pirationDate
만료 날짜를 지정하여 객체의 수명 주기에 대한 만료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pirationInDays
객체가 Outposts의 S3 버킷에 있었던 기간(일) 형식으로 객체의 수명 주기에 대한 만료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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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수명 주기 규칙의 필터에 대한 컨테이너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
수명 주기 규칙의 고유 식별자 값은 255자보다 길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
'Enabled'일 경우 규칙이 현재 적용 중입니다. 'Disabled'일 경우 규칙이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3Outposts::BucketPolicy
이 리소스는 버킷 정책을 Amazon S3 on Outposts 버킷에 적용합니다.
S3 on Outposts 버킷을 소유하는 AWS account의 루트 사용자 이외의 자격 증명을 사용 중인 경우 이 리소스
를 사용하려면 호출하는 자격 증명이 지정된 Outposts 버킷에 대한 s3-outposts:PutBucketPolicy 권
한을 보유하며 버킷 소유자의 계정에 속해야 합니다.
s3-outposts:PutBucketPolicy 권한이 없는 경우 S3 on Outposts에서 403 Access Denied 오류가
반환됩니다.

Important
Outposts 버킷을 소유하는 AWS account의 루트 사용자는 정책이 루트 사용자가 이 리소스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명시적으로 거부해도 이 리소스를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안내서의 AWS::IAM::Policy PolicyDocument 리소스 설명과 액세스 정책 언어 개요를 참조
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S3Outposts::BucketPolicy",
"Properties" : {
"Bucket" : String,
"PolicyDocument" :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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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AWS::S3Outposts::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String
PolicyDocument: Json

Properties
Bucket
정책이 적용되는 Amazon S3 Outposts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licyDocument
지정된 버킷에 추가할 권한이 포함된 정책 문서입니다. IAM에서는 정책 문서를 JSON 형식으로 제공
해야 합니다. 그러나 CloudFormation에서는 JSON 또는 YAML 형식으로 정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이 YAML을 JSON으로 변환한 후 IAM에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안내서
의 AWS::IAM::Policy PolicyDocument 리소스 설명과 액세스 정책 언어 개요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S3 on Outposts 버킷 Amazon 리소
스 이름(ARN)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버킷 정책이 있는 Amazon S3 on Outposts 버킷 생성
다음 예에서는 Amazon S3 on Outposts 버킷을 생성하고 해당 버킷에 버킷 정책을 추가합니다.

Note
버킷에 버킷 정책을 추가하려면 버킷 정책을 추가하기 전이나 추가하는 동시에 Outposts 버킷을 생
성해야 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Bucket with no tags + Bucke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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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
"ExampleS3OutpostsBucket": {
"Type": "AWS::S3Outposts::Bucket",
"Properties": {
"BucketName": "DOC-EXAMPLE-BUCKET",
"OutpostID": "op-01ac5d28a6a232904"
}
},
"ExampleS3OutpostsBucketPolicy": {
"Type": "AWS::S3Outposts::BucketPolicy",
"Properties": {
"Bucket": {
"Ref": "ExampleS3OutpostsBucket"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ID": "BucketPolicy",
"Statement": [
{
"Sid": "st1",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123456789012:root"
},
"Action": "s3-outposts:*",
"Resource": "arn:aws:s3-outposts:useast-1:123456789012:outpost/op-01ac5d28a6a232904/bucket/DOC-EXAMPLE-BUCKET"
}
]
}
}
}
},
"Outputs": {
"ExampleS3OutpostsBucketARN": {
"Description": "The ARN of ExampleS3OutpostsBucket",
"Value": {
"Ref": "ExampleS3OutpostsBucket"
}
},
"ExampleS3OutpostsBucketPolicyARN": {
"Description": "The ARN of the BucketPolicy",
"Value": {
"Ref": "ExampleS3OutpostsBucketPolicy"
}
},
"ExampleS3OutpostsStackID": {
"Description": "The stack ID",
"Value": {
"Ref": "AWS::StackID"
},
"Export": {
"Name": {
"Fn::Sub": "${AWS::StackName}-StackID"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Bucket with no tags + Bucke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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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ExampleS3OutpostsBucket:
Type: 'AWS::S3Outposts::Bucket'
Properties:
BucketName: DOC-EXAMPLE-BUCKET
OutpostID: op-01ac5d28a6a232904
ExampleS3OutpostsBucketPolicy:
Type: 'AWS::S3Outposts::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ExampleS3OutpostsBucke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ID: BucketPolicy
Statement:
- Sid: st1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123456789012:root'
Action: 's3-outposts:*'
Resource: >arn:aws:s3-outposts:us-east-1:123456789012:outpost/op-01ac5d28a6a232904/
bucket/DOC-EXAMPLE-BUCKET
Outputs:
ExampleS3OutpostsBucketARN:
Description: The ARN of ExampleS3OutpostsBucket
Value: !Ref ExampleS3OutpostsBucket
ExampleS3OutpostsBucketPolicyARN:
Description: The ARN of the BucketPolicy
Value: !Ref ExampleS3OutpostsBucketPolicy
ExampleS3OutpostsStackID:
Description: The stack ID
Value: !Ref 'AWS::StackID'
Export:
Name: !Sub '${AWS::StackName}-StackID'

AWS::S3Outposts::Endpoint
이 AWS::S3Outposts::Endpoint 리소스는 엔드포인트를 지정하고 지정된 Outpost와 연결합니다.
Amazon S3 on Outposts 액세스 포인트는 S3 on Outposts의 공유 데이터 집합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 액세스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S3 on Outposts는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S3 on Outposts 버킷에 연결하므로 Virtual
Private Cloud(VPC) 내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PC 전용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S3 on Outposts 액세스를 참조하세요.

Note
이 리소스를 생성하는 데 최대 5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S3Outposts::Endpoint",
"Properties" : {
"AccessType" : String,
"CustomerOwnedIpv4Pool" : String,
"OutpostId" : String,
"SecurityGroupId" : String,
"SubnetId" :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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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AWS::S3Outposts::Endpoint
Properties:
AccessType: String
CustomerOwnedIpv4Pool: String
OutpostId: String
SecurityGroupId: String
SubnetId: String

Properties
AccessType
Amazon S3 on Outposts 엔드포인트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연결 유형의 컨테이너입니다. Amazon
VPC를 사용하려면 Private을 선택합니다.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에서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려면
CustomerOwnedIp를 선택합니다. CustomerOwnedIp를 선택하는 경우 고객 소유의 IP 주소 풀(CoIP
풀)도 제공해야 합니다.

Note
Private은 기본 액세스 유형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ustomerOwnedIp | Privat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ustomerOwnedIpv4Pool
엔드포인트에 대한 고객 소유 IPv4 주소 풀(CoIP 풀)의 ID입니다. IP 주소는 엔드포인트에 대해 이 풀에
서 할당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ipv4pool-coip-([0-9a-f]{1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utpostId
Outpost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urityGroupId
엔드포인트에 사용할 보안 그룹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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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netId
서브넷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엔도포인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Arn
엔드포인트의 ARN입니다.
CidrBlock
이 엔드포인트에서 커밋한 VPC CIDR 블록입니다.
CreationTime
엔드포인트를 생성한 시간입니다.
Id
엔드포인트의 ID입니다.
NetworkInterfaces
엔드포인트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입니다.
Status
엔드포인트의 상태입니다.

예제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Outpost의 엔드포인트 생성
이 예에서는 Outpost의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Endpoint",
"Resources": {
"ExampleS3OutpostsEndpoint": {
"Type": "AWS::S3Outposts::Endpoint",
"Properties": {
"OutpostID": "op-01ac5d28a6a232977",
"SecurityGroupID": "sg-0eada697f44597077",
"SubnetID": "subnet-0e866e469c4ec9b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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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Outputs": {
"ExampleS3OutpostsEndpointARN": {
"Description": "The ARN of ExampleS3OutpostsEndpoint",
"Value": {
"Ref": "ExampleS3OutpostsEndpoint"
}
},
"ExampleS3OutpostsEndpointID": {
"Description": "The ID of ExampleS3OutpostsEndpoint",
"Value": {
"Fn::GetAtt": [
"ExampleS3OutpostsEndpoint",
"ID"
]
}
},
"ExampleS3OutpostsEndpointStackID": {
"Description": "The stack ID",
"Value": {
"Ref": "AWS::StackID"
},
"Export": {
"Name": {
"Fn::Sub": "${AWS::StackName}-StackID"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Endpoint
Resources:
ExampleS3OutpostsEndpoint:
Type: AWS::S3Outposts::Endpoint
Properties:
OutpostID: op-01ac5d28a6a232977
SecurityGroupID: sg-0eada697f44597077
SubnetID: subnet-0e866e469c4ec9b77
Outputs:
ExampleS3OutpostsEndpointARN:
Description: The ARN of ExampleS3OutpostsEndpoint
Value:
Ref: ExampleS3OutpostsEndpoint
ExampleS3OutpostsEndpointID:
Description: The ID of ExampleS3OutpostsEndpoint
Value:
Fn::GetAtt:
- ExampleS3OutpostsEndpoint
- ID
ExampleS3OutpostsEndpointStackID:
Description: The stack ID
Value:
Ref: AWS::StackID
Export:
Name:
Fn::Sub: "${AWS::StackName}-Stac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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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Outpost의 온프레미스 엔드포인트 생성
이 예에서는 고객 소유자 IP(CoIP) 주소를 사용하여 Outpost에 대한 온프레미스 엔드포인트를 만듭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Endpoint",
"Resources": {
"ExampleS3OutpostsEndpoint": {
"Type": "AWS::S3Outposts::Endpoint",
"Properties": {
"OutpostID": "op-01ac5d28a6a232977",
"SecurityGroupID": "sg-0eada697f44597077",
"SubnetID": "subnet-0e866e469c4ec9b77",
"AccessType": "CustomerOwnedIp",
"CustomerOwnedIpv4Pool": "ipv4pool-coip-12345678901234567"
}
}
},
"Outputs": {
"ExampleS3OutpostsEndpointARN": {
"Description": "The ARN of ExampleS3OutpostsEndpoint",
"Value": {
"Ref": "ExampleS3OutpostsEndpoint"
}
},
"ExampleS3OutpostsEndpointID": {
"Description": "The ID of ExampleS3OutpostsEndpoint",
"Value": {
"Fn::GetAtt": [
"ExampleS3OutpostsEndpoint",
"ID"
]
}
},
"ExampleS3OutpostsEndpointStackID": {
"Description": "The stack ID",
"Value": {
"Ref": "AWS::StackID"
},
"Export": {
"Name": {
"Fn::Sub": "${AWS::StackName}-StackID"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Endpoint
Resources:
ExampleS3OutpostsEndpoint:
Type: AWS::S3Outposts::Endpoint
Properties:
OutpostID: op-01ac5d28a6a232977
SecurityGroupID: sg-0eada697f44597077
SubnetID: subnet-0e866e469c4ec9b77
AccessType: CustomerOwne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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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OwnedIpv4Pool: ipv4pool-coip-12345678901234567
Outputs:
ExampleS3OutpostsEndpointARN:
Description: The ARN of ExampleS3OutpostsEndpoint
Value:
Ref: ExampleS3OutpostsEndpoint
ExampleS3OutpostsEndpointID:
Description: The ID of ExampleS3OutpostsEndpoint
Value:
Fn::GetAtt:
- ExampleS3OutpostsEndpoint
- ID
ExampleS3OutpostsEndpointStackID:
Description: The stack ID
Value:
Ref: AWS::StackID
Export:
Name:
Fn::Sub: "${AWS::StackName}-StackID"

AWS::S3Outposts::Endpoint NetworkInterface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컨테이너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etworkInterfaceId" : String

YAML
NetworkInterfaceId: String

Properties
NetworkInterfaceId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SageMake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SageMaker::App (p. 5723)
• AWS::SageMaker::AppImageConfig (p. 5726)
• AWS::SageMaker::CodeRepository (p. 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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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p. 5733)
• AWS::SageMaker::Device (p. 5754)
• AWS::SageMaker::DeviceFleet (p. 5757)
• AWS::SageMaker::Domain (p. 5759)
• AWS::SageMaker::Endpoint (p. 5769)
• AWS::SageMaker::EndpointConfig (p. 5780)
• AWS::SageMaker::FeatureGroup (p. 5794)
• AWS::SageMaker::Image (p. 5798)
• AWS::SageMaker::ImageVersion (p. 5800)
• AWS::SageMaker::Model (p. 5802)
•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p. 5814)
•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p. 5835)
• AWS::SageMaker::ModelPackageGroup (p. 5855)
•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p. 5857)
•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p. 5879)
• AWS::SageMaker::NotebookInstance (p. 5905)
• AWS::SageMaker::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 (p. 5912)
• AWS::SageMaker::Pipeline (p. 5916)
• AWS::SageMaker::Project (p. 5920)
• AWS::SageMaker::UserProfile (p. 5922)
• AWS::SageMaker::Workteam (p. 5930)

AWS::SageMaker::App
지정된 UserProfile에 대해 실행 중인 앱을 생성합니다. 지원되는 앱은 JupyterServer 및
KernelGateway입니다. 이 작업은 Amazon SageMaker Studio에서 연결된 도메인에 액세스하거나 사용자
가 새 커널 구성을 선택할 때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사용자는 동시에 여러 개의 App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ageMaker::App",
"Properties" : {
"AppName" : String,
"AppType" : String,
"DomainId" : String,
"ResourceSpec" : ResourceSpec (p. 5725),
"Tags" : [ Tag, ... ],
"UserProfileName" : String
}

YAML
Type: AWS::SageMaker::App
Properties:
AppName: String
App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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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Id: String
ResourceSpec:
ResourceSpec (p. 5725)
Tags:
- Tag
UserProfileName: String

Properties
AppName
앱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ppType
앱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JupyterServer | KernelGateway | TensorBoar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omainId
도메인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6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sourceSpec
SageMaker 이미지 및 SageMaker 이미지 버전의 ARN과 버전이 실행되는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Spec (p. 57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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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rProfileName
사용자 프로필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App 유형, App 이름, 도메인 ID 및
사용자 프로필 이름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ppArn
App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sagemaker:us-west-2:accountid:app/my-app-name).

AWS::SageMaker::App ResourceSpec
SageMaker 이미지 및 SageMaker 이미지 버전의 ARN과 버전이 실행되는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tanceType" : String,
"SageMakerImageArn" : String,
"SageMakerImageVersionArn" : String

YAML
InstanceType: String
SageMakerImage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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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eMakerImageVersionArn: String

Properties
InstanceType
이미지 버전이 실행되는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l.c5.12xlarge | ml.c5.18xlarge | ml.c5.24xlarge | ml.c5.2xlarge
| ml.c5.4xlarge | ml.c5.9xlarge | ml.c5.large | ml.c5.xlarge |
ml.g4dn.12xlarge | ml.g4dn.16xlarge | ml.g4dn.2xlarge | ml.g4dn.4xlarge
| ml.g4dn.8xlarge | ml.g4dn.xlarge | ml.m5.12xlarge | ml.m5.16xlarge |
ml.m5.24xlarge | ml.m5.2xlarge | ml.m5.4xlarge | ml.m5.8xlarge | ml.m5.large
| ml.m5.xlarge | ml.m5d.12xlarge | ml.m5d.16xlarge | ml.m5d.24xlarge
| ml.m5d.2xlarge | ml.m5d.4xlarge | ml.m5d.8xlarge | ml.m5d.large
| ml.m5d.xlarge | ml.p3.16xlarge | ml.p3.2xlarge | ml.p3.8xlarge |
ml.p3dn.24xlarge | ml.r5.12xlarge | ml.r5.16xlarge | ml.r5.24xlarge |
ml.r5.2xlarge | ml.r5.4xlarge | ml.r5.8xlarge | ml.r5.large | ml.r5.xlarge
| ml.t3.2xlarge | ml.t3.large | ml.t3.medium | ml.t3.micro | ml.t3.small |
ml.t3.xlarge | system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geMakerImageArn
이미지 버전이 속한 SageMaker 이미지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arn:aws(-[\w]+)*:sagemaker:.+:[0-9]{12}:image/[a-z0-9]([-.]?[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geMakerImageVersionArn
인스턴스에 생성된 이미지 버전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arn:aws(-[\w]+)*:sagemaker:.+:[0-9]{12}:image-version/[a-z0-9]([-.]?
[a-z0-9])*/[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AppImageConfig
SageMaker 이미지를 KernelGateway 앱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성을 생성합니다. 이 구성은 이미지의
Amazon Elastic File System(EFS) 스토리지 볼륨과 이미지의 커널 목록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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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ageMaker::AppImageConfig",
"Properties" : {
"AppImageConfigName" : String,
"KernelGatewayImageConfig" : KernelGatewayImageConfig (p. 5729),
"Tags" : [ Tag, ... ]
}

YAML
Type: AWS::SageMaker::AppImageConfig
Properties:
AppImageConfigName: String
KernelGatewayImageConfig:
KernelGatewayImageConfig (p. 5729)
Tags:
- Tag

Properties
AppImageConfigName
AppImageConfig의 이름입니다. 계정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ernelGatewayImageConfig
SageMaker 이미지의 파일 시스템 및 커널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ernelGatewayImageConfig (p. 57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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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AppImageConfig의 이름을 반환
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ppImageConfigArn
AppImageConfig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sagemaker:uswest-2:account-id:app-image-config/my-app-image-config-name).

AWS::SageMaker::AppImageConfig FileSystemConfig
SageMaker 이미지에 대한 Amazon Elastic File System(EFS) 스토리지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faultGid" : Integer,
"DefaultUid" : Integer,
"MountPath" : String

YAML
DefaultGid: Integer
DefaultUid: Integer
MountPath: String

Properties
DefaultGid
기본 POSIX 그룹 ID(GID)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00으로 설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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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Uid
기본 POSIX 사용자 ID(UID)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000으로 설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6553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untPath
사용자의 EFS 홈 디렉터리를 탑재할 이미지 내의 경로입니다. 디렉터리는 비어 있어야 합니다. 지정하
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home/sagemaker-user로 설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AppImageConfig KernelGatewayImageConfig
KernelGateway 앱으로 실행되는 SageMaker 이미지의 파일 시스템 및 커널에 대한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leSystemConfig" : FileSystemConfig (p. 5728),
"KernelSpecs" : [ KernelSpec (p. 5730), ... ]

YAML
FileSystemConfig:
FileSystemConfig (p. 5728)
KernelSpecs:
- KernelSpec (p. 5730)

Properties
FileSystemConfig
SageMaker 이미지에 대한 Amazon Elastic File System(EFS) 스토리지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ileSystemConfig (p. 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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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rnelSpecs
이미지에 있는 Jupyter 커널의 사양입니다.
Required: 예
Type: KernelSpec (p. 5730)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AppImageConfig KernelSpec
Jupyter 커널의 사양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splayName" : String,
"Name" : String

YAML
DisplayName: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DisplayName
커널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이미지에 있는 Jupyter 커널의 이름입니다. 이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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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ageMaker::CodeRepository
Amazon SageMaker 계정에서 Git 리포지토리를 리소스로 생성합니다. 생성하는 노트북에 대한 Git 소스
제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리포지토리를 노트북 인스턴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Git 리포지토리는 Amazon
SageMaker 계정의 리소스이므로 둘 이상의 노트북 인스턴스와 연결될 수 있으며 연결되는 노트북 인스턴스
의 수명 주기와 독립적으로 지속됩니다.
리포지토리는 AWS CodeCommit 또는 다른 Git 리포지토리에서 호스팅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ageMaker::CodeRepository",
"Properties" : {
"CodeRepositoryName" : String,
"GitConfig" : GitConfig (p. 5732),
"Tags" : [ Tag, ... ]
}

YAML
Type: AWS::SageMaker::CodeRepository
Properties:
CodeRepositoryName: String
GitConfig:
GitConfig (p. 5732)
Tags:
- Tag

Properties
CodeRepositoryName
Git 리포지토리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itConfig
Git 리포지토리에 대한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여기에는 위치해 있는 URL 및 리포지토리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자격 증명을 포함하는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의 ARN을 포함합니다.
Required: 예
Type: GitConfig (p. 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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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코드 리포지토리의 Amazon 리소
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입니다.
CodeRepositoryName
코드 리포지토리의 이름입니다(예: myCodeRepo).

AWS::SageMaker::CodeRepository GitConfig
AWS 계정에서 Git 리포지토리의 구성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ranch" : String,
"RepositoryUrl" : String,
"SecretArn" : String

YAML
Branch: String
RepositoryUrl: String
Secret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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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Branch
Git 리포지토리의 기본 브랜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Pattern: [^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positoryUrl
Git 리포지토리에 위치한 URL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http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cretArn
git 리포지토리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자격 증명이 포함된 AWS Secrets Manager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암호는 AWSCURRENT의 스테이징 레이블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음 형식이
어야 합니다.
{"username": UserName, "password": Passwor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arn:aws[a-z\-]*:secretsmanager:[a-z0-9\-]*:[0-9]{12}:secre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데이터 품질 및 드리프트를 모니터링하는 작업에 대한 정의를 생성합니다. Model Monitor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Amazon SageMaker Model Monitor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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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Properties" : {
"DataQualityAppSpecification" : DataQualityAppSpecification (p. 5743),
"DataQualityBaselineConfig" : DataQualityBaselineConfig (p. 5745),
"DataQualityJobInput" : DataQualityJobInput (p. 5746),
"DataQualityJobOutputConfig" : MonitoringOutputConfig (p. 5749),
"JobDefinitionName" : String,
"JobResources" : MonitoringResources (p. 5749),
"NetworkConfig" : NetworkConfig (p. 5750),
"RoleArn" : String,
"StoppingCondition" : StoppingCondition (p. 5752),
"Tags" : [ Tag, ... ]
}

YAML
Type: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Properties:
DataQualityAppSpecification:
DataQualityAppSpecification (p. 5743)
DataQualityBaselineConfig:
DataQualityBaselineConfig (p. 5745)
DataQualityJobInput:
DataQualityJobInput (p. 5746)
DataQualityJobOutputConfig:
MonitoringOutputConfig (p. 5749)
JobDefinitionName: String
JobResources:
MonitoringResources (p. 5749)
NetworkConfig:
NetworkConfig (p. 5750)
RoleArn: String
StoppingCondition:
StoppingCondition (p. 5752)
Tags:
- Tag

Properties
DataQualityAppSpecification
모니터링 작업을 실행하는 컨테이너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DataQualityAppSpecification (p. 574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ataQualityBaselineConfig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제약 조건 및 기준을 구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QualityBaselineConfig (p. 574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ataQualityJobInput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입력 목록입니다. 현재 엔드포인트를 모니터링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573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SageMaker

Required: 예
Type: DataQualityJobInput (p. 574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ataQualityJobOutputConfig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출력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MonitoringOutputConfig (p. 574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JobDefinitionName
모니터링 작업 정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JobResources
모니터링 작업을 위해 배포할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Required: 예
Type: MonitoringResources (p. 574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etworkConfig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네트워킹 구성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etworkConfig (p. 575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Arn
Amazon SageMaker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수임할 수 있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
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oppingCondition
모니터링 작업이 중지되기 전에 실행할 수 있는 시간 제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oppingCondition (p. 575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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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Fn::GetAtt
CreationTime
작업 정의가 생성된 시간입니다.
JobDefinitionArn
작업 정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제
SageMaker DataQualityJobDefinition 예
다음 예제에서는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작업 정의를 만듭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Basic SageMaker Hosting entities to create a data quality job
definition",
"Mappings": {
"RegionMap": {
"us-west-2":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us-west-2.amazonaws.com/mymodel:latest"
},
"us-east-2":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us-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
"us-east-1":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us-east-1.amazonaws.com/mymodel:latest"
},
"eu-west-1":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eu-west-1.amazonaws.com/mymodel:latest"
},
"ap-northeast-1":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1.amazonaws.com/
mymodel:latest"
},
"ap-northeast-2":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2.amazonaws.com/
mymodel:la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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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southeast-2":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ap-southeast-2.amazonaws.com/
mymodel:latest"
},
"eu-central-1":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eu-central-1.amazonaws.com/
mymodel:latest"
}
}
},
"Resources": {
"Endpoint": {
"Type": "AWS::SageMaker::Endpoint",
"Properties": {
"EndpointConfigName": {
"Fn::GetAtt": [
"EndpointConfigWithDataCapture",
"EndpointConfigName"
]
}

}

},
"EndpointConfigWithDataCapture": {
"Type": "AWS::SageMaker::EndpointConfig",
"Properties": {
"ProductionVariants": [
{
"InitialInstanceCount": 1,
"InitialVariantWeight": 1,
"InstanceType": "ml.t2.large",
"ModelName": {
"Fn::GetAtt": [
"Model",
"ModelName"
]
},

"VariantName": {
"Fn::GetAtt": [
"Model",
"ModelName"
]

}

}

],
"DataCaptureConfig": {
"EnableCapture": true,
"InitialSamplingPercentage": 100,
"DestinationS3Uri": "s3://bucket/prefix",
"KmsKeyId": "kmskeyid",
"CaptureOptions": [
{
"CaptureMode": "Input"
},
{
"CaptureMode": "Output"
}
],
"CaptureContentTypeHeader": {
"CsvContentTypes": [
"text/csv"
],
"JsonContentTypes": [
"appplication/json"

API 버전 2010-05-15
573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SageMaker

}

}

]

}

},
"Model": {
"Type": "AWS::SageMaker::Model",
"Properties": {
"PrimaryContainer": {
"Image": { "Fn::FindInMap": [
"RegionMap",
{"Ref": "AWS::Region"},
"MyModelImage"
]
}
},
"ExecutionRoleArn": {
"Fn::GetAtt": [
"ExecutionRole",
"Arn"
]
}

}

},
"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
]
}
}
]
}
},
"JobDefinition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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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ManagedPolicyArns": [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
AmazonSageMakerFullAccess"
},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3FullAccess"
},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
AmazonEC2ContainerRegistryReadOnly"
}
]
}
},
"DataQualityJobDefinition": {
"Type":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Properties": {
"DataQualityAppSpecification": {
"ImageUri": {
"Fn::Sub": "123456789012.dkr.ecr.${AWS::Partition}.amazonaws.com/
sagemaker-model-monitor-analyzer:latest"
}
},
"DataQualityJobInput": {
"EndpointInput": {
"EndpointName": {
"Fn::GetAtt": [
"Endpoint",
"EndpointName"
]
},
}

output"

"LocalPath": "/opt/ml/processing/endpointdata"

},
"DataQualityJobOutputConfig": {
"MonitoringOutputs": [
{
"S3Output": {
"LocalPath": "/opt/ml/processing/localpath",
"S3Uri": {
"Fn::Sub": "s3://data-quality-job-definition-${AWS::AccountId}/

]

}

}

}

},
"JobResources": {
"ClusterConf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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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Count": 1,
"InstanceType": "ml.m5.large",
"VolumeSizeInGB": 50

}

}

}

}

}
},
"RoleArn": null,
"StoppingCondition": {
"MaxRuntimeInSeconds": 2000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Basic SageMaker Hosting entities to create a data quality job definition
Mappings:
RegionMap:
"us-west-2":
"MyModelImage":
"us-east-2":
"MyModelImage":
"us-east-1":
"MyModelImage":
"eu-west-1":
"MyModelImage":
"ap-northeast-1":
"MyModelImage":
"ap-northeast-2":
"MyModelImage":
"ap-southeast-2":
"MyModelImage":
"eu-central-1":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us-west-2.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us-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us-east-1.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eu-west-1.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1.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ap-south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eu-central-1.amazonaws.com/mymodel:latest"

Resources:
Endpoint:
Type: "AWS::SageMaker::Endpoint"
Properties:
EndpointConfigName:
!GetAtt EndpointConfigWithDataCapture.EndpointConfigName
EndpointConfigWithDataCapture:
Type: "AWS::SageMaker::EndpointConfig"
Properties:
ProductionVariants:
- InitialInstanceCount: 1
InitialVariantWeight: 1.0
InstanceType: ml.t2.large
ModelName: !GetAtt Model.ModelName
VariantName: !GetAtt Model.ModelName
DataCaptureConfig:
EnableCapture: true
InitialSamplingPercentage: 100
DestinationS3Uri: s3://bucket/prefix
KmsKeyId: kmskeyid
CaptureOptions:
- CaptureMode: Input
- CaptureMode: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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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ureContentTypeHeader:
CsvContentTypes:
- "text/csv"
JsonContentTypes:
- "appplication/json"
Model:
Type: "AWS::SageMaker::Model"
Properties:
PrimaryContainer:
Image: !FindInMap [RegionMap, !Ref "AWS::Region", "MyModelImage"]
ExecutionRoleArn: !GetAtt ExecutionRole.Arn
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JobDefinition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ManagedPolicyArns: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ageMakerFullAccess"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3FullAccess"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
AmazonEC2ContainerRegistryReadOnly"
DataQualityJobDefinition:
Type: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Properties:
DataQualityAppSpecification:
ImageUri:
Fn::Sub: "123456789012.dkr.ecr.${AWS::Partition}.amazonaws.com/sagemaker-modelmonitor-analyzer:latest"
DataQualityJobInput:
EndpointInput:
EndpointName: !GetAtt Endpoint.Endpoint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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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Path: "/opt/ml/processing/endpointdata"
DataQualityJobOutputConfig:
MonitoringOutputs:
- S3Output:
LocalPath: "/opt/ml/processing/localpath"
S3Uri:
Fn::Sub: "s3://data-quality-job-definition-${AWS::AccountId}/output"
JobResources:
ClusterConfig: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ml.m5.large
VolumeSizeInGB: 50
RoleArn: !GetAtt JobDefinitionExecutionRole.Arn
StoppingCondition:
MaxRuntimeInSeconds: 2000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ClusterConfig
처리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리소스 클러스터에 대한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tanceCount" : Integer,
"InstanceType" : String,
"VolumeKmsKeyId" : String,
"VolumeSizeInGB" : Integer

YAML
InstanceCount: Integer
InstanceType: String
VolumeKmsKeyId: String
VolumeSizeInGB: Integer

Properties
InstanceCount
모델 모니터링 작업에 사용할 ML 컴퓨팅 인스턴스의 수입니다. 분산 처리 작업의 경우 1보다 큰 값을 지
정합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Typ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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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KmsKeyId
모델 모니터링 작업을 실행하는 기계 학습 컴퓨팅 인스턴스에 연결된 스토리지 볼륨에서 데이터를 암호
화하는 데 Amazon SageMaker가 사용하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olumeSizeInGB
프로비저닝할 ML 스토리지 볼륨의 크기(GB)입니다. 시나리오에 맞춰 충분한 ML 스토리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ConstraintsResource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제약 조건 리소스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Uri" : String

YAML
S3Uri: String

Properties
S3Uri
제약 조건 리소스에 대한 Amazon S3 URI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DataQualityAppSpecification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작업이 실행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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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ontainerArguments" : [ String, ... ],
"ContainerEntrypoint" : [ String, ... ],
"Environment" : Environment (p. 5748),
"ImageUri" : String,
"PostAnalyticsProcessorSourceUri" : String,
"RecordPreprocessorSourceUri" : String

YAML
ContainerArguments:
- String
ContainerEntrypoint:
- String
Environment:
Environment (p. 5748)
ImageUri: String
PostAnalyticsProcessorSourceUri: String
RecordPreprocessorSourceUri: String

Properties
ContainerArguments
모니터링 작업이 실행되는 컨테이너에 보낼 인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tainerEntrypoint
모니터링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진입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vironment
모니터링 작업이 실행되는 컨테이너의 환경 변수를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vironment (p. 574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mageUri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작업이 실행되는 컨테이너 이미지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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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Maximum: 255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stAnalyticsProcessorSourceUri
분석을 수행한 후 호출되는 스크립트에 대한 Amazon S3 URI입니다. 기본 제공(자사) 컨테이너에만 적
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https|s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cordPreprocessorSourceUri
분석을 실행하기 전에 행별로 호출되는 스크립트에 대한 Amazon S3 URI입니다. 기본 제공 컨테이너가
변환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페이로드를 base64로 디코딩하고 병합된 json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
다. 기본 제공(자사) 컨테이너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https|s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DataQualityBaselineConfig
제약 조건 모니터링 및 통계 모니터링을 위한 구성입니다. 이 기준 리소스는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도
록 예약된 일련의 작업 중에서 현재 작업의 결과와 비교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aseliningJobName" : String,
"ConstraintsResource" : ConstraintsResource (p. 5743),
"StatisticsResource" : StatisticsResource (p. 5752)

YAML
BaseliningJobName: String
ConstraintsResource:
ConstraintsResource (p. 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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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Resource:
StatisticsResource (p. 5752)

Properties
BaseliningJobName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straintsResource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제약 조건 리소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straintsResource (p. 574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tisticsResource
제약 조건 모니터링 및 통계 모니터링을 위한 구성입니다. 이 기준 리소스는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하도록 예약된 일련의 작업 중에서 현재 작업의 결과와 비교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atisticsResource (p. 575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DataQualityJobInput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입력입니다. 현재 엔드포인트를 입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pointInput" : EndpointInput (p. 5747)

YAML
EndpointInput:
EndpointInput (p. 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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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EndpointInput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EndpointInput (p. 57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EndpointInput
엔드포인트에 대한 입력 객체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pointName" : String,
"LocalPath" : String,
"S3DataDistributionType" : String,
"S3InputMode" : String

YAML
EndpointName: String
LocalPath: String
S3DataDistributionType: String
S3InputMode: String

Properties
EndpointName
DataCaptureConfig를 활성화한 고객 계정의 엔드포인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calPath
컨테이너에서 엔드포인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의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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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DataDistributionType
Amazon S3에 배포된 입력 데이터가 S3 키에 의해 완전히 복제되는지 아니면 샤딩되는지입니다. 기본
값은 FullyReplicate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ullyReplicated | ShardedByS3Key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InputMode
Pipe 또는 File을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입력 모드로 사용하는지 여부입니다.
Pipe 모드는 대용량 데이터 세트에 권장되며, File 모드는 메모리에 들어가는 작은 파일에 유용합니
다. 기본값은 Fil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ile | Pip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Environment
모니터링 작업이 실행되는 컨테이너의 환경 변수를 설정합니다.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MonitoringOutput
모니터링 작업의 출력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Output" : S3Output (p. 5751)

YAML
S3Output:
S3Output (p. 5751)

Properties
S3Output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가 저장되는 Amazon S3 스토리지 위치입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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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S3Output (p. 575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MonitoringOutputConfig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출력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msKeyId" : String,
"MonitoringOutputs" : [ MonitoringOutput (p. 5748), ... ]

YAML
KmsKeyId: String
MonitoringOutputs:
- MonitoringOutput (p. 5748)

Properties
KmsKeyId
Amazon SageMaker가 Amazon S3 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하여 저장된 모델 아티팩트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48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nitoringOutputs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 출력입니다. 주기적인 모니터링 작업의 출력이 업로드되는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MonitoringOutput (p. 5748)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MonitoringResources
모니터링 작업을 위해 배포할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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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usterConfig" : ClusterConfig (p. 5742)

YAML
ClusterConfig:
ClusterConfig (p. 5742)

Properties
ClusterConfig
처리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클러스터 리소스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ClusterConfig (p. 574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NetworkConfig
작업에 대한 네트워킹 옵션(예: 컨테이너 간 네트워크 트래픽 암호화, 컨테이너와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호출을 허용할지 여부, VPC 지원 작업에 사용할 VPC 서브넷 및 보안 그룹)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InterContainerTrafficEncryption" : Boolean,
"EnableNetworkIsolation" : Boolean,
"VpcConfig" : VpcConfig (p. 5753)

YAML
EnableInterContainerTrafficEncryption: Boolean
EnableNetworkIsolation: Boolean
VpcConfig:
VpcConfig (p. 5753)

Properties
EnableInterContainerTrafficEncryption
분산 처리 작업 간의 모든 통신을 암호화할지 여부입니다. 통신을 암호화하려면 True를 선택합니다. 암
호화를 사용하면 분산 처리 작업의 보안이 강화되지만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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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ableNetworkIsolation
처리 작업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호출을 허용할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cConfig
훈련 작업 및 호스팅된 모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VPC를 지정합니다. VPC를 구성하여 교육 및 모델 컨
테이너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pcConfig (p. 575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S3Output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가 저장되는 Amazon S3 스토리지 위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ocalPath" : String,
"S3UploadMode" : String,
"S3Uri" : String

YAML
LocalPath: String
S3UploadMode: String
S3Uri: String

Properties
LocalPath
Amazon SageMaker가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를 저장하는 Amazon S3 스토리지 위치에 대한 로컬 경로
입니다. LocalPath는 출력 데이터의 절대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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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UploadMode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를 연속적으로 업로드할지 아니면 작업이 완료된 후에 업로드할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Uri
Amazon SageMaker가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를 저장하는 Amazon S3 스토리지 위치를 식별하는 URI입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StatisticsResource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통계 리소스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Uri" : String

YAML
S3Uri: String

Properties
S3Uri
통계 리소스의 Amazon S3 URI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StoppingCondition
모델 훈련 작업, 모델 컴파일 작업 또는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을 지
정합니다. 또한 관리형 스팟 훈련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기간도 지정합니다. 작업이 시간 제한에 도달하면
Amazon SageMaker가 훈련 또는 컴파일 작업을 종료합니다. 이 API를 사용하여 모델 훈련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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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작업을 중지하기 위해, Amazon SageMaker는 작업 종료를 120초간 지연시키는 SIGTERM 신호를 알고
리즘에 보냅니다. 알고리즘은 이 120초의 시간 동안 모델 아티팩트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훈련 결과가 손실
되지 않습니다.
Amazon SageMaker에서 제공하는 훈련 알고리즘은 가능한 경우 모델 훈련 작업의 중간 결과를 자동으로 저
장합니다. 모델이 저장 가능한 상태가 아닐 수 있으므로 아티팩트를 저장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이 방금 시작된 경우 모델을 저장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저
장하면 이 중간 데이터가 유효한 모델 아티팩트가 됩니다. 이를 사용하여 CreateModel로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Note
Neural Topic Model(NTM)은 현재 중간 모델 아티팩트의 저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NTM을 훈련할
때 최대 실행 시간이 훈련 작업이 완료되기에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RuntimeInSeconds" : Integer

YAML
MaxRuntimeInSeconds: Integer

Properties
MaxRuntimeInSeconds
훈련 또는 컴파일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최대 시간(초)입니다.
컴파일 작업의 경우 이 시간 동안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TimeOut 오류가 발생합니다. 900초부터 시
작하여 필요한 경우 모델에 따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모든 작업의 경우 이 시간 동안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Amazon SageMaker가 작업을 종료합니
다. RetryStrategy이(가) 작업 요청에서 지정되면 MaxRuntimeInSeconds이(가) 각 개별 시도가 아
니라 전체 시도에 대한 최대 시간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최대값은 28일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VpcConfig
훈련 작업 및 호스팅된 모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VPC를 지정합니다. VPC를 구성하여 교육 및 모델 컨테이
너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irtual Private Cloud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 보호
및 Amazon Virtual Private Cloud를 사용하여 훈련 작업 보호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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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s" : [ String, ... ]

YAML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s:
- String

Properties
SecurityGroupIds
VPC 보안 그룹 ID(sg-xxxxxxxx 형식). Subnets 필드에 지정된 VPC에 대한 보안 그룹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s
훈련 작업 또는 모델을 연결하려는 VPC의 서브넷 ID입니다. 특정 인스턴스 유형의 가용성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지원되는 인스턴스 유형 및 가용 영역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Maximum: 1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Device
AWS::SageMaker::Device 리소스는 기존 SageMaker Edge Manager DeviceFleet을 기준으로 디바이스
를 등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mazon SageMaker 리소스 유형입니다. CFN 사양에 각 디바이스를 개별적
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SageMaker::Device",
"Properties" : {
"Device" : Device (p. 5756),
"DeviceFleetName" : String,
"Tags" : [ Ta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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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Type: AWS::SageMaker::Device
Properties:
Device:
Device (p. 5756)
DeviceFleet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vice
생성하려는 엣지 디바이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evice (p. 57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iceFleetName
디바이스가 속한 플릿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디바이스를 분류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키-값 페어의 배열입니다. 각 태그
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값으로 구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이 리소스의 논리 ID를 내장 'Ref` 함
수에 전달하면 Ref가 DeviceFleetName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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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SageMaker::Device Device
특정 디바이스의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cription" : String,
"DeviceName" : String,
"IotThingName" : String

YAML
Description: String
DeviceName: String
IotThingName: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디바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40
Pattern: [\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iceName
디바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otThingName
AWS Internet of Things(IoT) 객체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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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28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DeviceFleet
AWS::SageMaker::DeviceFleet 리소스는 SageMaker Edge Manager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DeviceFleet을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Amazon SageMaker 리소스 유형입니다. DeviceFleet을 기준으
로 개별적으로 디바이스를 등록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ageMaker::DeviceFleet",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DeviceFleetName" : String,
"OutputConfig" : EdgeOutputConfig (p. 5758),
"RoleArn"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SageMaker::DeviceFleet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DeviceFleetName: String
OutputConfig:
EdgeOutputConfig (p. 5758)
RoleAr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플릿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viceFleetName
디바이스 플릿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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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utputConfig
플릿에서 수집한 샘플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출력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EdgeOutputConfig (p. 575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WS Internet of Things(IoT)에 액세스할 수 있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aws[a-z\-]*:iam::\d{12}:role/?[a-zA-Z_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디바이스 플릿을 분류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키-값 페어의 배열입니다.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값으로 구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이 리소스의 논리 ID를 내장 'Ref` 함
수에 전달하면 Ref가 DeviceFleetName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SageMaker::DeviceFleet EdgeOutputConfig
플릿에서 수집한 샘플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출력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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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msKeyId" : String,
"S3OutputLocation" : String

YAML
KmsKeyId: String
S3OutputLocation: String

Properties
KmsKeyId
컴파일 작업 후 Amazon SageMaker에서 스토리지 볼륨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키입니다. KMS 키 ID를 제공하지 않으면 역할 계정의 Amazon S3에
대한 기본 KMS 키가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48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OutputLocation
Amazon Simple Storage(S3) 버킷 URI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https|s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Domain
Amazon SageMaker Studio에 사용되는 Domain을 생성합니다. 도메인은 연결된 Amazon Elastic File
System(EFS) 볼륨,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목록과 다양한 보안, 애플리케이션, 정책 및 Amazon Virtual
Private Cloud(VPC) 구성으로 구성됩니다. AWS 계정은 리전당 하나의 도메인으로 제한됩니다. 도메인 내의
사용자는 노트북 파일 및 기타 객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EFS 스토리지
도메인이 생성되면 도메인 내의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EFS 볼륨이 생성됩니다. 각 사용자에게는
EFS 볼륨 내에서 노트북, Git 리포지토리 및 데이터 파일에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홈 디렉터리가 제공됩
니다.
API 버전 2010-05-15
575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SageMaker

SageMaker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를 통해 기본적으로 AWS 관리형 키를 사용하여
도메인에 연결된 EFS 볼륨을 암호화합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하려면 고객 관리형 키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암호화를 사용하여 유휴 데이터 보호를 참조하세요.
VPC 구성
도메인과 EFS 볼륨 간의 모든 SageMaker Studio 트래픽은 지정된 VPC와 서브넷을 통과합
니다. 다른 Studio 트래픽의 경우 AppNetworkAccessType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ppNetworkAccessType은 Studio에 온보딩할 때 선택하는 네트워크 액세스 유형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ublicInternetOnly - 비 EFS 트래픽은 인터넷 액세스를 허용하는 Amazon SageMaker 관리형 VPC
를 통과합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 VpcOnly - 모든 Studio 트래픽이 지정된 VPC 및 서브넷을 통과합니다. 인터넷 액세스는 기본적으로 비활
성화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액세스를 허용하려면 NAT 게이트웨이를 지정해야 합니다.
인터넷 액세스가 비활성화된 경우 VPC에 SageMaker API 및 런타임 또는 NAT 게이트웨이에 대한 인터페
이스 엔드포인트가 있고 보안 그룹이 아웃바운드 연결을 허용하지 않으면 Studio 노트북을 실행하거나 모
델을 훈련 또는 호스팅할 수 없습니다.

Important
SageMaker Studio 앱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려면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규칙 모두에서 포트 2049
의 TCP를 통한 NFS 트래픽을 허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ageMaker Studio 노트북을 VPC의 리소스에 연결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ageMaker::Domain",
"Properties" : {
"AppNetworkAccessType" : String,
"AuthMode" : String,
"DefaultUserSettings" : UserSettings (p. 5768),
"DomainName" : String,
"KmsKeyId" : String,
"SubnetIds" : [ String, ... ],
"Tags" : [ Tag, ... ],
"VpcId" : String
}

YAML
Type: AWS::SageMaker::Domain
Properties:
AppNetworkAccessType: String
AuthMode: String
DefaultUserSettings:
UserSettings (p. 5768)
DomainName: String
KmsKeyId: String
SubnetIds:
- String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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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VpcId: String

Properties
AppNetworkAccessType
비 EFS 트래픽에 사용되는 VPC를 지정합니다. 기본 값은 PublicInternetOnly입니다.
• PublicInternetOnly - 비 EFS 트래픽은 인터넷 액세스를 허용하는 Amazon SageMaker 관리형
VPC를 통과합니다.
• VpcOnly - 모든 Studio 트래픽이 지정된 VPC 및 서브넷을 통과합니다.
유효한 값: PublicInternetOnly | VpcOnly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uthMode
멤버가 도메인에 액세스할 때 사용하는 인증 모드입니다.
유효한 값: SSO | IAM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faultUserSettings
기본 사용자 설정입니다.
Required: 예
Type: UserSettings (p. 57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Name
도메인 이름.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msKeyId
SageMaker는 AWS KMS를 통해 기본적으로 AWS 관리형 고객 마스터 키(CMK)를 사용하여 도메인에
연결된 EFS 볼륨을 암호화합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하려면 고객 관리형 CMK를 지정합니다.
길이 제약: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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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s
Studio에서 통신에 사용하는 VPC 서브넷입니다.
길이 제약: 최대 길이는 32입니다.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6개입니다.
패턴: [-0-9a-zA-Z]+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도메인에 연결된 태그입니다. 각 태그는 키와 값(선택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태그 키는 리소스마다 고유
해야 합니다. 태그는 검색 API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에 대해 지정한 태그는 도메인에서 시작되는 모든 앱에도 추가됩니다.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 50개.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cId
Studio에서 통신에 사용하는 Amazon Virtual Private Cloud(VPC)의 ID입니다.
길이 제약: 최대 길이는 32입니다.
패턴: [-0-9a-zA-Z]+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도메인 ID를 반환합니다(예: dxxxxxxxxxxxx).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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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DomainArn
도메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예: arn:aws:sagemaker:us-west-2:accountid:domain/my-domain-name)입니다.
DomainId
도메인 ID입니다.
HomeEfsFileSystemId
이 도메인에서 관리하는 Amazon Elastic File System(EFS)의 ID입니다.
SingleSignOnManagedApplicationInstanceId
AWS SSO 관리형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ID입니다.
Url
도메인의 URL입니다.

AWS::SageMaker::Domain CustomImage
사용자 지정 SageMaker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체 SageMaker 이미지 가져오기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pImageConfigName" : String,
"ImageName" : String,
"ImageVersionNumber" : Integer

YAML
AppImageConfigName: String
ImageName: String
ImageVersionNumber: Integer

Properties
AppImageConfigName
AppImageConfig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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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Name
CustomImage의 이름입니다. 계정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VersionNumber
CustomImage의 버전 번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Domain JupyterServerAppSettings
JupyterServer 앱 설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faultResourceSpec" : ResourceSpec (p. 5765)

YAML
DefaultResourceSpec:
ResourceSpec (p. 5765)

Properties
DefaultResourceSpec
JupyterServer 앱에 사용되는 기본 SageMaker 이미지의 기본 인스턴스 유형 및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Spec (p. 576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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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ageMaker::Domain KernelGatewayAppSettings
KernelGateway 앱 설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ustomImages" : [ CustomImage (p. 5763), ... ],
"DefaultResourceSpec" : ResourceSpec (p. 5765)

YAML
CustomImages:
- CustomImage (p. 5763)
DefaultResourceSpec:
ResourceSpec (p. 5765)

Properties
CustomImages
KernelGateway 앱으로 실행되도록 구성된 사용자 지정 SageMaker 이미지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ustomImage (p. 5763) 목록
Maximum: 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ResourceSpec
KernelGateway 앱에 사용되는 기본 SageMaker 이미지의 기본 인스턴스 유형 및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Spec (p. 576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Domain ResourceSpec
SageMaker 이미지 및 SageMaker 이미지 버전의 ARN과 버전이 실행되는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InstanceType" : String,
"SageMakerImageAr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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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geMakerImageVersionArn" : String

YAML
InstanceType: String
SageMakerImageArn: String
SageMakerImageVersionArn: String

Properties
InstanceType
이미지 버전이 실행되는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l.c5.12xlarge | ml.c5.18xlarge | ml.c5.24xlarge | ml.c5.2xlarge
| ml.c5.4xlarge | ml.c5.9xlarge | ml.c5.large | ml.c5.xlarge |
ml.g4dn.12xlarge | ml.g4dn.16xlarge | ml.g4dn.2xlarge | ml.g4dn.4xlarge
| ml.g4dn.8xlarge | ml.g4dn.xlarge | ml.m5.12xlarge | ml.m5.16xlarge |
ml.m5.24xlarge | ml.m5.2xlarge | ml.m5.4xlarge | ml.m5.8xlarge | ml.m5.large
| ml.m5.xlarge | ml.m5d.12xlarge | ml.m5d.16xlarge | ml.m5d.24xlarge
| ml.m5d.2xlarge | ml.m5d.4xlarge | ml.m5d.8xlarge | ml.m5d.large
| ml.m5d.xlarge | ml.p3.16xlarge | ml.p3.2xlarge | ml.p3.8xlarge |
ml.p3dn.24xlarge | ml.r5.12xlarge | ml.r5.16xlarge | ml.r5.24xlarge |
ml.r5.2xlarge | ml.r5.4xlarge | ml.r5.8xlarge | ml.r5.large | ml.r5.xlarge
| ml.t3.2xlarge | ml.t3.large | ml.t3.medium | ml.t3.micro | ml.t3.small |
ml.t3.xlarge | system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geMakerImageArn
이미지 버전이 속한 SageMaker 이미지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arn:aws(-[\w]+)*:sagemaker:.+:[0-9]{12}:image/[a-z0-9]([-.]?[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geMakerImageVersionArn
인스턴스에 생성된 이미지 버전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arn:aws(-[\w]+)*:sagemaker:.+:[0-9]{12}:image-version/[a-z0-9]([-.]?
[a-z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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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Domain SharingSettings
Amazon SageMaker Studio 노트북을 공유할 때의 옵션을 지정합니다. 이 설정은 CreateDomain API를 호출
할 때 DefaultUserSettings의 일부로 지정되고 CreateUserProfile API를 호출할 때 UserSettings의
일부로 지정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otebookOutputOption" : String,
"S3KmsKeyId" : String,
"S3OutputPath" : String

YAML
NotebookOutputOption: String
S3KmsKeyId: String
S3OutputPath: String

Properties
NotebookOutputOption
노트북을 공유할 때 노트북 셀 출력을 포함할지 여부입니다. 기본값은 Disable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owed | Dis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KmsKeyId
NotebookOutputOption이 Allowed인 경우 Amazon S3 버킷의 노트북 셀 출력의 암호화에 AWS
Key Management Service(KMS) 암호화 키 ID가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48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OutputPath
NotebookOutputOption이 Allowed인 경우 Amazon S3 버킷에 공유 노트북 스냅샷이 저장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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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https|s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Domain UserSettings
Amazon SageMaker Studio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설정 모음입니다. 이 설정은 CreateDomain API를 호출할
때 지정되고 CreateUserProfile API를 호출할 때 DefaultUserSettings로 지정됩니다.
두 호출에서 모두 지정하는 경우 SecurityGroups가 집계됩니다. UserSettings의 다른 모든 설정의 경
우 CreateUserProfile에 지정된 값이 CreateDomain에 지정된 값보다 우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ecutionRole" : String,
"JupyterServerAppSettings" : JupyterServerAppSettings (p. 5764),
"KernelGatewayAppSettings" : KernelGatewayAppSettings (p. 5765),
"SecurityGroups" : [ String, ... ],
"SharingSettings" : SharingSettings (p. 5767)

YAML
ExecutionRole: String
JupyterServerAppSettings:
JupyterServerAppSettings (p. 5764)
KernelGatewayAppSettings:
KernelGatewayAppSettings (p. 5765)
SecurityGroups:
- String
SharingSettings:
SharingSettings (p. 5767)

Properties
ExecutionRole
사용자의 실행 역할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aws[a-z\-]*:iam::\d{12}:role/?[a-zA-Z_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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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pyterServerAppSettings
Jupyter 서버의 앱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upyterServerAppSettings (p. 57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rnelGatewayAppSettings
커널 게이트웨이 앱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ernelGatewayAppSettings (p. 576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s
Studio에서 통신에 사용하는 Amazon Virtual Private Cloud(VPC)의 보안 그룹입니다.
CreateDomain.AppNetworkAccessType 파라미터가 PublicInternetOnly로 설정된 경우 선택
사항입니다.
CreateDomain.AppNetworkAccessType 파라미터가 VpcOnly로 설정된 경우 필수입니다.
Amazon SageMaker는 SageMaker Studio의 NFS 트래픽을 허용하는 보안 그룹을 추가합니다. 따라서
지정할 수 있는 보안 그룹의 수는 표시된 최대 수보다 1이 작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aringSettings
SageMaker Studio 노트북 공유에 대한 옵션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haringSettings (p. 576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Endpoint
AWS::SageMaker::Endpoint 리소스는 요청 내 지정된 구성을 사용하여 엔드포인트를 생성합
니다. Amazon SageMaker는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고 모델을 배포합니다.
AWS::SageMaker::EndpointConfig 리소스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 구성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ageMaker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SageMaker 호스팅 서비스를 통한 모델 배포 단원을 참조하
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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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SageMaker::Endpoint",
"Properties" : {
"DeploymentConfig" : DeploymentConfig (p. 5778),
"EndpointConfigName" : String,
"EndpointName" : String,
"ExcludeRetainedVariantProperties" : [ VariantProperty (p. 5779), ... ],
"RetainAllVariantProperties" : Boolean,
"Tags" : [ Tag, ... ]
}

YAML
Type: AWS::SageMaker::Endpoint
Properties:
DeploymentConfig:
DeploymentConfig (p. 5778)
EndpointConfigName: String
EndpointName: String
ExcludeRetainedVariantProperties:
- VariantProperty (p. 5779)
RetainAllVariantProperties: Boolean
Tags:
- Tag

Properties
DeploymentConfig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DeploymentConfig (p. 57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pointConfigName
엔드포인트에 대한 구성을 지정하는 AWS::SageMaker::EndpointConfig 리소스의 이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reateEndpointConfig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pointName
엔드포인트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AWS 계정의 AWS 리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이
름은 CreateEndpoint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지만 대/소문자는 보존되며 https://
docs.aws.amazon.com/sagemaker/latest/APIReference/API_runtime_InvokeEndpoint.html에서 일치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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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cludeRetainedVariantProperties
값이 true로 설정된 RetainAllVariantProperties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 리소스를 업데이트
하는 경우 ExcludeRetainedVariantProperties는 EndpointConfig에서 제공한 값으
로 재정의할 VariantProperty 유형 목록을 지정합니다. ExcludeAllVariantProperties에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변형 속성이 재정의되지 않습니다. 새 엔드포인트 리소스를 만들거나
RetainAllVariantProperties가 false로 설정된 경우에는 이 속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VariantProperty (p. 5779) 목록
Maximum: 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tainAllVariantProperties
엔드포인트 리소스를 업데이트할 때 인스턴스 수 또는 변형 가중치 등의 변형 속성의 보관
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업데이트할 때 엔드포인트의 변형 속성을 유지하려면
RetainAllVariantProperties를 true로 설정합니다. 엔드포인트를 업데이트할 때 새
EndpointConfig 호출에 지정된 변형 속성을 사용하려면 RetainAllVariantProperties를
false로 설정합니다. 이 속성은 엔드포인트 리소스를 업데이트할 때만 사용하고 새 엔드포인트 리소스
를 만들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목록이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사용 설명서에서 리소스 태그 및 비용 할당 태그 사
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엔드포인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예: arn:aws:sagemaker:us-west-2:012345678901:endpoint/myendpoin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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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입니다.
EndpointName
엔드포인트의 이름입니다(예: MyEndpoint).

예제
SageMaker 엔드포인트 예제
다음 예에서는 학습된 모델로부터 엔드포인트 구성을 생성한 다음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JSON
{

"Description": "Basic Hosting entities test. We need models to create endpoint
configs.",
"Mappings": {
"RegionMap": {
"us-west-2":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us-west-2.amazonaws.com/mymodel:latest"
},
"us-east-2":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us-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
"us-east-1":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us-east-1.amazonaws.com/mymodel:latest"
},
"eu-west-1":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eu-west-1.amazonaws.com/mymodel:latest"
},
"ap-northeast-1":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ap-northeast-1.amazonaws.com/
mymodel:latest"
},
"ap-northeast-2":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ap-northeast-2.amazonaws.com/
mymodel:latest"
},
"ap-southeast-2":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ap-southeast-2.amazonaws.com/
mymodel:latest"
},
"eu-central-1":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eu-central-1.amazonaws.com/mymodel:latest"
}
}
},
"Resources": {
"Endpoint": {
"Type": "AWS::SageMaker::End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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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
"EndpointConfigName": { "Fn::GetAtt" : ["EndpointConfig", "EndpointConfigName" ] }
}
},
"EndpointConfig": {
"Type": "AWS::SageMaker::EndpointConfig",
"Properties": {
"ProductionVariants": [
{
"InitialInstanceCount": 1,
"InitialVariantWeight": 1,
"InstanceType": "ml.t2.large",
"ModelName": { "Fn::GetAtt" : ["Model", "ModelName" ] },
"VariantName": { "Fn::GetAtt" : ["Model", "ModelName" ] }
}
]
}
},
"Model": {
"Type": "AWS::SageMaker::Model",
"Properties": {
"PrimaryContainer": {
"Image": { "Fn::FindInMap" : [ "AWS::Region", "NullTransformer"] }
},
"ExecutionRoleArn": { "Fn::GetAtt" : [ "ExecutionRole", "Arn" ] }
}
},
"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
]
}
}
]
}
}

},
"Outpu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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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pointId": {
"Value": { "Ref" : "Endpoint" }
},
"EndpointName": {
"Value": { "Fn::GetAtt" : [ "Endpoint", "EndpointName" ] }
}
}
}

YAML
Description: "Basic Hosting entities test. We need models to create endpoint configs."
Mappings:
RegionMap:
"us-west-2":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us-west-2.amazonaws.com/mymodel:latest"
"us-east-2":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us-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us-east-1":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us-east-1.amazonaws.com/mymodel:latest"
"eu-west-1":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eu-west-1.amazonaws.com/mymodel:latest"
"ap-northeast-1":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1.amazonaws.com/mymodel:latest"
"ap-northeast-2":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ap-southeast-2":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ap-south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eu-central-1":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eu-central-1.amazonaws.com/mymodel:latest"
Resources:
Endpoint:
Type: "AWS::SageMaker::Endpoint"
Properties:
EndpointConfigName:
!GetAtt EndpointConfig.EndpointConfigName
EndpointConfig:
Type: "AWS::SageMaker::EndpointConfig"
Properties:
ProductionVariants:
- InitialInstanceCount: 1
InitialVariantWeight: 1.0
InstanceType: ml.t2.large
ModelName: !GetAtt Model.ModelName
VariantName: !GetAtt Model.ModelName
Model:
Type: "AWS::SageMaker::Model"
Properties:
PrimaryContainer:
Image: !FindInMap [RegionMap, !Ref "AWS::Region", "NullTransformer"]
ExecutionRoleArn: !GetAtt ExecutionRole.Arn
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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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Outputs:
EndpointId:
Value: !Ref Endpoint
EndpointName:
Value: !GetAtt Endpoint.EndpointName

AWS::SageMaker::Endpoint Alarm
이 API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armName" : String

YAML
AlarmName: String

Properties
AlarmNam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Endpoint AutoRollbackConfig
현재 AutoRollbackConfig API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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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arms" : [ Alarm (p. 5775), ... ]

YAML
Alarms:
- Alarm (p. 5775)

Properties
Alarms
Required: 예
Type: Alarm (p. 5775) 목록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Endpoint BlueGreenUpdatePolicy
현재 BlueGreenUpdatePolicy API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imumExecutionTimeoutInSeconds" : Integer,
"TerminationWaitInSeconds" : Integer,
"TrafficRoutingConfiguration" : TrafficRoutingConfig (p. 5778)

YAML
MaximumExecutionTimeoutInSeconds: Integer
TerminationWaitInSeconds: Integer
TrafficRoutingConfiguration:
TrafficRoutingConfig (p. 5778)

Properties
MaximumExecutionTimeoutInSeconds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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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정수
최소: 600
Maximum: 144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rminationWaitInSeconds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36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fficRoutingConfiguration
Required: 예
Type: TrafficRoutingConfig (p. 57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Endpoint CapacitySize
현재 CapacitySize API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String,
"Value" : Integer

YAML
Type: String
Value: Integer

Properties
Type
이 API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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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CAPACITY_PERCENT | INSTANCE_COU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Endpoint DeploymentConfig
현재 DeploymentConfig API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oRollbackConfiguration" : AutoRollbackConfig (p. 5775),
"BlueGreenUpdatePolicy" : BlueGreenUpdatePolicy (p. 5776)

YAML
AutoRollbackConfiguration:
AutoRollbackConfig (p. 5775)
BlueGreenUpdatePolicy:
BlueGreenUpdatePolicy (p. 5776)

Properties
AutoRollbackConfiguration
Required: 아니요
Type: AutoRollbackConfig (p. 577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lueGreenUpdatePolicy
Required: 예
Type: BlueGreenUpdatePolicy (p. 57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Endpoint TrafficRoutingConfig
현재 TrafficRoutingConfig API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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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narySize" : CapacitySize (p. 5777),
"Type" : String,
"WaitIntervalInSeconds" : Integer

YAML
CanarySize:
CapacitySize (p. 5777)
Type: String
WaitIntervalInSeconds: Integer

Properties
CanarySize
Required: 아니요
Type: CapacitySize (p. 577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_AT_ONCE | CANAR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aitIntervalInSeconds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36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Endpoint VariantProperty
엔드포인트에 대한 프로덕션 변형 속성 유형을 지정합니다.
RetainAllVariantProperties 옵션이 true로 설정된 상태로 엔드포인트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ExcludeRetainedVariantProperties에 나열된 VarientProperty 객체가 엔드포인트의 기존 변형 속성을 재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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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VariantPropertyType" : String

YAML
VariantPropertyType: String

Properties
VariantPropertyType
변형 속성의 유형입니다. 지원되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DesiredInstanceCount: ProductionVariants의 InitialInstanceCount 값을 사용하여 기존 변형 인스
턴스 수를 재정의합니다.
• DesiredWeight: ProductionVariants의 InitialVariantWeight 값을 사용하여 기존 변형 인스턴스 수를
재정의합니다.
• DataCaptureConfig: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EndpointConfig
AWS::SageMaker::EndpointConfig 리소스는 Amazon SageMaker 엔드포인트에 대한 구성을 생성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SageMaker 개발자 안내서의 CreateEndpointConfig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ageMaker::EndpointConfig",
"Properties" : {
"AsyncInferenceConfig" : AsyncInferenceConfig (p. 5786),
"DataCaptureConfig" : DataCaptureConfig (p. 5790),
"EndpointConfigName" : String,
"KmsKeyId" : String,
"ProductionVariants" : [ ProductionVariant (p. 5792),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SageMaker::Endpoint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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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syncInferenceConfig:
AsyncInferenceConfig (p. 5786)
DataCaptureConfig:
DataCaptureConfig (p. 5790)
EndpointConfigName: String
KmsKeyId: String
ProductionVariants:
- ProductionVariant (p. 5792)
Tags:
- Tag

Properties
AsyncInferenceConfig
엔드포인트가 비동기 추론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구성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syncInferenceConfig (p. 578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ataCaptureConfig
모델 모니터의 엔드포인트 데이터를 캡처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데이터 캡처 구성은 엔드포인트에서
호스팅되는 모든 프로덕션 변형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ataCaptureConfig (p. 579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dpointConfigName
엔드포인트 구성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msKeyId
엔드포인트를 호스팅하는 ML 컴퓨팅 인스턴스에 연결된 스토리지 볼륨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Amazon SageMaker가 사용하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 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
다.
• 키 ID: 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 키 ARN: arn:aws:kms:uswe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 별칭 이름: alias/ExampleAlias
• 별칭 이름 ARN: arn:aws:kms:us-west-2:111122223333:alias/ExampleAlias
KMS 키 정책은 CreateEndpoint, UpdateEndpoint 요청에서 지정한 IAM 역할에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MS의 키 정책 사용에서 AWS Key Management Service 섹션을 참조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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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특정 Nitro 기반 인스턴스는 인스턴스 유형에 종속된 로컬 스토리지를 포함합니다. 로컬 스토리
지 볼륨은 인스턴스의 하드웨어 모듈을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인스턴스 유형을 로컬 스토리
지와 함께 사용할 때 KmsKeyId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ProductionVariants 파라미터에서
지정하는 모델이 Nitro 기반 인스턴스를 로컬 스토리지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KmsKeyId 파라
미터에 대한 값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Nitro 기반 인스턴스를 로컬 스토리지와 함께 사용할 때
KmsKeyId의 값을 지정하는 경우 CreateEndpointConfig에 대한 호출이 실패합니다.
로컬 인스턴스 스토리지를 지원하는 인스턴스 유형 목록은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을 참조하십
시오.
로컬 인스턴스 스토리지 암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SD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을 참조하십
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48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ductionVariants
이 엔드포인트에서 호스팅하려는 각 모델에 대한 ProductionVariant 객체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예
Type: ProductionVariant (p. 5792) 목록
Maximum: 1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목록이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태그 및 비용 할당 태그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엔드포인트 구성의 Amazon 리소
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sagemaker:us-west-2:01234567>8901:endpoint-config/
myendpointconfig).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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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입니다.
EndpointConfigName
엔드포인트 구성의 이름(예: MyEndpointConfiguration)입니다.

예제
SageMaker EndpointConfig 예제
다음 예에서는 학습된 모델로부터 엔드포인트 구성을 생성한 다음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JSON
{

"Description": "Basic Hosting entities test. We need models to create endpoint
configs.",
"Mappings": {
"RegionMap": {
"us-west-2":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us-west-2.amazonaws.com/mymodel:latest"
},
"us-east-2":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us-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
"us-east-1":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us-east-1.amazonaws.com/mymodel:latest"
},
"eu-west-1":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eu-west-1.amazonaws.com/mymodel:latest"
},
"ap-northeast-1":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ap-northeast-1.amazonaws.com/
mymodel:latest"
},
"ap-northeast-2":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ap-northeast-2.amazonaws.com/
mymodel:latest"
},
"ap-southeast-2":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ap-southeast-2.amazonaws.com/
mymodel:latest"
},
"eu-central-1":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eu-central-1.amazonaws.com/mymodel:latest"
}
}
},
"Resources": {
"Endpoint": {
"Type": "AWS::SageMaker::Endpoint",
"Properties": {
"EndpointConfigName": { "Fn::GetAtt" : ["EndpointConfig", "EndpointConfigName" ] }
}
},
"EndpointConfig": {
"Type": "AWS::SageMaker::EndpointConfig",
"Properties": {
"ProductionVaria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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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nitialInstanceCount": 1,
"InitialVariantWeight": 1,
"InstanceType": "ml.t2.large",
"ModelName": { "Fn::GetAtt" : ["Model", "ModelName" ] },
"VariantName": { "Fn::GetAtt" : ["Model", "ModelName" ] }

}
},
"Model": {
"Type": "AWS::SageMaker::Model",
"Properties": {
"PrimaryContainer": {
"Image": { "Fn::FindInMap" : [ "AWS::Region", "NullTransformer"] }
},
"ExecutionRoleArn": { "Fn::GetAtt" : [ "ExecutionRole", "Arn" ] }
}
},
"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
]
}
}
]
}
}

},
"Outputs": {
"EndpointId": {
"Value": { "Ref" : "Endpoint" }
},
"EndpointName": {
"Value": { "Fn::GetAtt" : [ "Endpoint", "EndpointNam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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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Description: "Basic Hosting entities test. We need models to create endpoint configs."
Mappings:
RegionMap:
"us-west-2":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us-west-2.amazonaws.com/mymodel:latest"
"us-east-2":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us-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us-east-1":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us-east-1.amazonaws.com/mymodel:latest"
"eu-west-1":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eu-west-1.amazonaws.com/mymodel:latest"
"ap-northeast-1":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1.amazonaws.com/mymodel:latest"
"ap-northeast-2":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ap-southeast-2":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ap-south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eu-central-1":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eu-central-1.amazonaws.com/mymodel:latest"
Resources:
Endpoint:
Type: "AWS::SageMaker::Endpoint"
Properties:
EndpointConfigName:
!GetAtt EndpointConfig.EndpointConfigName
EndpointConfig:
Type: "AWS::SageMaker::EndpointConfig"
Properties:
ProductionVariants:
- InitialInstanceCount: 1
InitialVariantWeight: 1.0
InstanceType: ml.t2.large
ModelName: !GetAtt Model.ModelName
VariantName: !GetAtt Model.ModelName
Model:
Type: "AWS::SageMaker::Model"
Properties:
PrimaryContainer:
Image: !FindInMap [RegionMap, !Ref "AWS::Region", "NullTransformer"]
ExecutionRoleArn: !GetAtt ExecutionRole.Arn
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PolicyName: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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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Outputs:
EndpointId:
Value: !Ref Endpoint
EndpointName:
Value: !GetAtt Endpoint.EndpointName

AWS::SageMaker::EndpointConfig AsyncInferenceClientConfig
비동기 추론 중에 SageMaker가 모델 컨테이너와 상호 작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구성합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ConcurrentInvocationsPerInstance" : Integer

YAML
MaxConcurrentInvocationsPerInstance: Integer

Properties
MaxConcurrentInvocationsPerInstance
SageMaker 클라이언트가 모델 컨테이너로 보낸 최대 동시 요청 수입니다. 값이 제공되지 않으면
SageMaker가 최적의 값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EndpointConfig AsyncInferenceConfig
엔드포인트가 비동기 추론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구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lientConfig" : AsyncInferenceClientConfig (p. 5786),
"OutputConfig" : AsyncInferenceOutputConfig (p. 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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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ClientConfig:
AsyncInferenceClientConfig (p. 5786)
OutputConfig:
AsyncInferenceOutputConfig (p. 5788)

Properties
ClientConfig
비동기 추론 중에 SageMaker가 모델 컨테이너와 상호 작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구
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syncInferenceClientConfig (p. 578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utputConfig
비동기 추론 호출 출력에 대한 구성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AsyncInferenceOutputConfig (p. 578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EndpointConfig AsyncInferenceNotificationConfig
비동기 추론에 대한 추론 결과 알림 구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rrorTopic" : String,
"SuccessTopic" : String

YAML
ErrorTopic: String
SuccessTopic: String

Properties
ErrorTopic
추론이 실패할 때 알림을 게시하는 Amazon SNS 주제입니다. 주제가 제공되지 않으면 실패 시 알림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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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ccessTopic
추론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알림을 게시하는 Amazon SNS 주제입니다. 주제가 제공되지 않으면 성공
시 알림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EndpointConfig AsyncInferenceOutputConfig
비동기 추론 호출 출력에 대한 구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msKeyId" : String,
"NotificationConfig" : AsyncInferenceNotificationConfig (p. 5787),
"S3OutputPath" : String

YAML
KmsKeyId: String
NotificationConfig:
AsyncInferenceNotificationConfig (p. 5787)
S3OutputPath: String

Properties
KmsKeyId
Amazon SageMaker가 Amazon S3에서 비동기 추론 출력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otificationConfig
비동기 추론에 대한 추론 결과 알림 구성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syncInferenceNotificationConfig (p. 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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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OutputPath
추론 응답을 업로드할 Amazon S3 위치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EndpointConfig CaptureContentTypeHeader
엔드포인트가 캡처하는 데이터의 JSON 및 CSV 콘텐츠 유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svContentTypes" : [ String, ... ],
"JsonContentTypes" : [ String, ... ]

YAML
CsvContentTypes:
- String
JsonContentTypes:
- String

Properties
CsvContentTypes
엔드포인트가 캡처하는 데이터의 CSV 콘텐츠 유형의 목록입니다. 엔드포인트가 데이터를 캡처하려면
엔드포인트를 호출할 때 콘텐츠 유형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Maximum: 1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JsonContentTypes
엔드포인트가 캡처하는 데이터의 JSON 콘텐츠 유형의 목록입니다. 엔드포인트가 데이터를 캡처하려면
엔드포인트를 호출할 때 콘텐츠 유형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Maximum: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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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EndpointConfig CaptureOption
엔드포인트가 입력 데이터를 캡처할지 또는 출력 데이터를 캡처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ptureMode" : String

YAML
CaptureMode: String

Properties
CaptureMode
엔드포인트가 입력 데이터를 캡처할지 또는 출력 데이터를 캡처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nput | Outpu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EndpointConfig DataCaptureConfig
모델 모니터 데이터 캡처를 위한 엔드포인트의 구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aptureContentTypeHeader" : CaptureContentTypeHeader (p. 5789),
"CaptureOptions" : [ CaptureOption (p. 5790), ... ],
"DestinationS3Uri" : String,
"EnableCapture" : Boolean,
"InitialSamplingPercentage" : Integer,
"KmsKeyId" : String

YAML
CaptureContentType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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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ureContentTypeHeader (p. 5789)
CaptureOptions:
- CaptureOption (p. 5790)
DestinationS3Uri: String
EnableCapture: Boolean
InitialSamplingPercentage: Integer
KmsKeyId: String

Properties
CaptureContentTypeHeader
엔드포인트가 캡처하는 JSON 및 CSV 콘텐츠 유형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aptureContentTypeHeader (p. 578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aptureOptions
엔드포인트가 모델에 대한 입력 데이터를 캡처할지, 모델의 출력 데이터를 캡처할지 또는 둘 다 캡처할
지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CaptureOption (p. 5790) 목록
Maximum: 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tinationS3Uri
모델 모니터가 캡처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S3 버킷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https|s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ableCapture
데이터 캡처를 활성화하려면 True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itialSamplingPercentage
캡처할 데이터의 백분율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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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0
Maximum: 1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msKeyId
Amazon SageMaker가 Amazon S3 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하여 캡처된 저장 데이터를 암호화하
는 데 사용하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키입니다. KmsKeyId는 다음 형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키 ID: 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키 ARN: arn:aws:kms:uswe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별칭 이름: alias/ExampleAlias
별칭 이름 ARN: arn:aws:kms:us-west-2:111122223333:alias/ExampleAlias KMS 키 ID를 제공하
지 않는 경우 Amazon SageMaker는 사용자의 역할 계정에 대해 Amazon S3에 대한 기본 KMS
키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KMS 관리
형 암호화 키(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dev/UsingKMSEncryption.html)
를 참조하십시오. KMS 키 정책은 CreateModel(https://docs.aws.amazon.com/sagemaker/latest/
APIReference/API_CreateModel.html) 요청에서 지정하는 IAM 역할에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KMS에서 키 정책 사용(http://
docs.aws.amazon.com/kms/latest/developerguide/key-policies.html)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48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EndpointConfig ProductionVariant
호스팅하려는 모델과 호스팅에 대해 배포하려는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여러 개의 모델을 배포 중인 경우
InitialVariantWeight 객체를 지정하여 모델 간 트래픽을 어떻게 배포할지를 Amazon SageMaker에게
알립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celeratorType" : String,
"InitialInstanceCount" : Integer,
"InitialVariantWeight" : Double,
"InstanceType" : String,
"ModelName" : String,
"VariantName" : String

YAML
AcceleratorType: String
InitialInstanceCount: Integer
InitialVariantWeight: Double
InstanceType: String
Model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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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tName: String

Properties
AcceleratorType
프로덕션 버전에 사용할 Elastic Inference(EI) 인스턴스의 크기입니다. EI 인스턴스는 추론을 위한 온디
맨드 GPU 컴퓨팅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ageMaker에서 Elastic Inference 사용을 참조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ageMaker에서 Elastic Inference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l.eia1.large | ml.eia1.medium | ml.eia1.xlarge | ml.eia2.large |
ml.eia2.medium | ml.eia2.xlarg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itialInstanceCount
처음에 시작할 인스턴스의 개수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itialVariantWeight
엔드포인트 구성에서 지정하는 모든 모델 간 초기 트래픽 배포를 결정합니다. 모든 ProductionVariants
에서 VariantWeight 값의 총합에 대한 VariantWeight의 비율에 따라 프로덕션 버전에 대한 트래픽
이 결정됩니다.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1.0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Type
ML 컴퓨팅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l.c4.2xlarge | ml.c4.4xlarge | ml.c4.8xlarge | ml.c4.large
| ml.c4.xlarge | ml.c5.18xlarge | ml.c5.2xlarge | ml.c5.4xlarge
| ml.c5.9xlarge | ml.c5.large | ml.c5.xlarge | ml.c5d.18xlarge |
ml.c5d.2xlarge | ml.c5d.4xlarge | ml.c5d.9xlarge | ml.c5d.large |
ml.c5d.xlarge | ml.g4dn.12xlarge | ml.g4dn.16xlarge | ml.g4dn.2xlarge
| ml.g4dn.4xlarge | ml.g4dn.8xlarge | ml.g4dn.xlarge | ml.inf1.24xlarge
| ml.inf1.2xlarge | ml.inf1.6xlarge | ml.inf1.xlarge | ml.m4.10xlarge
| ml.m4.16xlarge | ml.m4.2xlarge | ml.m4.4xlarge | ml.m4.xlarge |
ml.m5.12xlarge | ml.m5.24xlarge | ml.m5.2xlarge | ml.m5.4xlarge |
ml.m5.large | ml.m5.xlarge | ml.m5d.12xlarge | ml.m5d.24xlar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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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m5d.2xlarge | ml.m5d.4xlarge | ml.m5d.large | ml.m5d.xlarge |
ml.p2.16xlarge | ml.p2.8xlarge | ml.p2.xlarge | ml.p3.16xlarge |
ml.p3.2xlarge | ml.p3.8xlarge | ml.r5.12xlarge | ml.r5.24xlarge |
ml.r5.2xlarge | ml.r5.4xlarge | ml.r5.large | ml.r5.xlarge | ml.r5d.12xlarge
| ml.r5d.24xlarge | ml.r5d.2xlarge | ml.r5d.4xlarge | ml.r5d.large |
ml.r5d.xlarge | ml.t2.2xlarge | ml.t2.large | ml.t2.medium | ml.t2.xlarg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delName
호스팅하려는 모델의 이름입니다. 모델을 생성할 때 지정한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riantName
프로덕션 변형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FeatureGroup
새 FeatureGroup을 생성합니다. FeatureGroup은 Record 설명을 위해 FeatureStore에 정의된
Features의 그룹입니다.
FeatureGroup은 FeatureGroup에 포함된 스키마와 특성을 정의합니다. FeatureGroup 정의는
Features, RecordIdentifierFeatureName, EventTimeFeatureName과 OnlineStore
및 OfflineStore에 대한 구성 목록으로 구성됩니다. AWS 서비스 할당량에서 AWS 계정에 대한
FeatureGroup 할당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FeatureGroup을 생성하려면 OnlineStoreConfig 또는 OfflineStoreConfig을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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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SageMaker::FeatureGroup",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EventTimeFeatureName" : String,
"FeatureDefinitions" : [ FeatureDefinition (p. 5797), ... ],
"FeatureGroupName" : String,
"OfflineStoreConfig" : Json,
"OnlineStoreConfig" : Json,
"RecordIdentifierFeatureName" : String,
"RoleArn"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SageMaker::FeatureGroup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EventTimeFeatureName: String
FeatureDefinitions:
- FeatureDefinition (p. 5797)
FeatureGroupName: String
OfflineStoreConfig: Json
OnlineStoreConfig: Json
RecordIdentifierFeatureName: String
RoleAr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FeatureGroup의 자유 형식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2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ventTimeFeatureName
FeatureGroup 내 레코드의 EventTime을 저장하는 특성의 이름입니다.
EventTime은 FeatureGroup 내 Record의 생성 또는 업데이트에 해당하는 새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
을 나타냅니다. FeatureGroup의 모든 Records에는 해당하는 EventTime이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a-zA-Z0-9]([-_]*[a-zA-Z0-9]){0,6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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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Definitions
Feature의 목록입니다. 각 Feature에는 FeatureName 및 FeatureType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효한 FeatureType은 Integral, Fractional 및 String입니다.
is_deleted, write_time, api_invocation_time은 FeatureName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FeatureGroup당 최대 2,500개의 FeatureDefinitio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FeatureDefinition (p. 5797) 목록
Maximum: 25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eatureGroupName
FeatureGroup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a-zA-Z0-9](-*[a-zA-Z0-9]){0,6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fflineStoreConfig
OfflineStore의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nlineStoreConfig
OnlineStore의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cordIdentifierFeatureName
FeatureGroup FeatureDefinitions에 정의된 Record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값이 포함된
Feature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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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64
Pattern: ^[a-zA-Z0-9]([-_]*[a-zA-Z0-9]){0,6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Arn
특성 그룹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IAM 실행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aws[a-z\-]*:iam::\d{12}:role/?[a-zA-Z_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FeatureGroup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특성 그룹의 FeatureGroupName을 반환합니다.

AWS::SageMaker::FeatureGroup FeatureDefinition
특성 목록입니다. FeatureName 및 FeatureType을 포함해야 합니다. 유효한 특성 FeatureType은
Integral, Fractional 및 String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eatureName" : String,
"FeatureType" : String

YAML
Feature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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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Type: String

Properties
FeatureName
특성의 이름입니다. 유형은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FeatureName은 is_deleted, write_time,
api_invocation_time일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a-zA-Z0-9]([-_]*[a-zA-Z0-9]){0,6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eatureType
특성의 값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은 Integral, Fractional 또는 String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ractional | Integral | String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Image
사용자 지정 SageMaker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SageMaker 이미지는 이미지 버전의 세트입니다. 각 이미
지 버전은 Amazon Container Registry(ECR)에 저장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체
SageMaker 이미지 가져오기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ageMaker::Image",
"Properties" : {
"ImageDescription" : String,
"ImageDisplayName" : String,
"ImageName" : String,
"ImageRoleArn"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SageMaker::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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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ImageDescription: String
ImageDisplayName: String
ImageName: String
ImageRoleAr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ImageDescription
이미지의 설명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512입니다.
패턴: .*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DisplayName
이미지의 표시 이름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128.
패턴: ^\S(.*\S)?$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Name
이미지의 이름입니다. 계정의 리전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63.
패턴: ^[a-zA-Z0-9]([-.]?[a-zA-Z0-9]){0,62}$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mageRoleArn
Amazon SageMaker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할 때 수임할 수 있는 IAM 역할의 Amazon 리
소스 이름(ARN)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20입니다. 최대 길이 2048.
패턴: ^arn:aws[a-z\-]*:iam::\d{12}:role/?[a-zA-Z_0-9+=,.@\-_/]+$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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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목록이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 50개.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ImageArn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ImageArn
이미지의 ARN(Amazon 리소스 이름)입니다.
유형: 문자열
길이 제약: 최대 길이는 256입니다.
패턴: ^arn:aws(-[\w]+)*:sagemaker:.+:[0-9]{12}:image/[a-z0-9]([-.]?[a-z0-9])*
$

AWS::SageMaker::ImageVersion
ImageName로 지정된 SageMaker 이미지 버전을 생성합니다. 버전은 BaseImage로 지정된 Amazon
Container Registry(ECR) 컨테이너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Note
DependsOn 속성을 사용하여 특정 리소스가 다른 리소스 다음에 생성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용 사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ependsOn 속성을 참조하세요.
1. DependsOn을 사용하여 ImageVersion과 Image 간의 상위/하위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ImageVersion는 Image의 DependsOn입니다.
2. DependsOn을 사용하여 동일한 Image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ImageVersion의 순서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mageVersionB가 ImageVersionA의 DependsOn이고 이 둘이 동일한 상
위 Image를 공유하는 경우 ImageVersionA는 버전 N이고 ImageVersionB는 N+1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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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SageMaker::ImageVersion",
"Properties" : {
"BaseImage" : String,
"ImageName" : String
}

YAML
Type: AWS::SageMaker::ImageVersion
Properties:
BaseImage: String
ImageName: String

Properties
BaseImage
SageMaker 이미지 버전의 기반이 되는 컨테이너 이미지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55.
패턴: .*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mageName
상위 이미지의 이름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63.
패턴: ^[a-zA-Z0-9]([-.]?[a-zA-Z0-9]){0,62}$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ImageVersionArn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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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ontainerImage
ImageVersion에서 참조하는 컨테이너 이미지 버전의 URI입니다.
ImageArn
상위 Image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ImageVersionArn
이미지 버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유형: 문자열
길이 제약: 최대 길이는 256입니다.
패턴: ^arn:aws(-[\w]+)*:sagemaker:.+:[0-9]{12}:image-version/[a-z0-9]([-.]?
[a-z0-9])*/[0-9]+$
Version
이미지의 버전입니다.

AWS::SageMaker::Model
AWS::SageMaker::Model 리소스는 Amazon SageMaker 엔드포인트에서 호스팅할 모델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ageMaker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SageMaker 호스팅 서비스를 통한 모델 배포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ageMaker::Model",
"Properties" : {
"Containers" : [ ContainerDefinition (p. 5808), ... ],
"EnableNetworkIsolation" : Boolean,
"ExecutionRoleArn" : String,
"InferenceExecutionConfig" : InferenceExecutionConfig (p. 5811),
"ModelName" : String,
"PrimaryContainer" : ContainerDefinition (p. 5808),
"Tags" : [ Tag, ... ],
"VpcConfig" : VpcConfig (p. 5813)
}

YAML
Type: AWS::SageMaker::Model
Properties:
Containers:
- ContainerDefinition (p. 5808)
EnableNetworkIsolation: Boolean
ExecutionRoleArn: String
InferenceExecution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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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renceExecutionConfig (p. 5811)
ModelName: String
PrimaryContainer:
ContainerDefinition (p. 5808)
Tags:
- Tag
VpcConfig:
VpcConfig (p. 5813)

Properties
Containers
추론 파이프라인에 컨테이너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tainerDefinition (p. 5808) 목록
Maximum: 1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ableNetworkIsolation
모형 컨테이너를 격리합니다. 모형 컨테이너에서는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호출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ecutionRoleArn
Amazon SageMaker에서 ML 컴퓨팅 인스턴스 또는 배치 변환 작업에 대한 배포의 모델 아티팩트 및 도
커 이미지에 액세스하기 위해 수임할 수 있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ML 컴퓨팅
인스턴스에 배포하는 것은 모델 호스팅의 일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ageMaker 역할 단원
을 참조하십시오.

Note
이 역할을 Amazon SageMaker에 전달할 수 있으려면 이 API의 호출자는 iam:PassRole 권한
이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aws[a-z\-]*:iam::\d{12}:role/?[a-zA-Z_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ferenceExecutionConfig
다중 컨테이너 엔드포인트에서 컨테이너가 호출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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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nferenceExecutionConfig (p. 581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delName
새 모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maryContainer
모델이 예측을 위해 배포될 때 추론 코드에서 사용하는 추론 코드, 연결된 아티팩트 및 사용자 지정 환경
맵을 포함하는 기본 도커 이미지의 위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tainerDefinition (p. 580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목록이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사용 설명서에서 리소스 태그 및 비용 할당 태그 사
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Config
모델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VPC를 지정하는 VpcConfig 객체입니다. VPC를 구성하여 모델 컨테이너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VpcConfig는 호스팅 서비스 및 배치 변환에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irtual Private Cloud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 보호 및 Amazon Virtual Private Cloud를 사용하
여 배치 변환 작업의 데이터 보호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VpcConfig (p. 581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모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예: arn:aws:sagemaker:us-west-2:012345678901:model/mymode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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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ageMaker::Model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
는 모델의 ARN(Amazon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예: arn:aws:sagemaker:uswest-2:012345678901:model/mymodel).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입니다.
ModelName
모델의 이름(예: MyModel)입니다.

예제
SageMaker 모델 엔드포인트 예제
다음 예에서는 학습된 모델로부터 엔드포인트 구성을 생성한 다음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JSON
{

"Description": "Basic Hosting entities test. We need models to create endpoint
configs.",
"Mappings": {
"RegionMap": {
"us-west-2":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us-west-2.amazonaws.com/mymodel:latest"
},
"us-east-2":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us-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
"us-east-1":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us-east-1.amazonaws.com/mymodel:latest"
},
"eu-west-1":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eu-west-1.amazonaws.com/mymodel:latest"
},
"ap-northeast-1":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ap-northeast-1.amazonaws.com/
mymodel:latest"
},
"ap-northeast-2":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ap-northeast-2.amazonaws.com/
mymodel:latest"
},
"ap-southeast-2":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ap-southeast-2.amazonaws.com/
mymodel:latest"
},
"eu-central-1": {
"NullTransformer": "12345678901.dkr.ecr.eu-central-1.amazonaws.com/mymodel:late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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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s": {
"Endpoint": {
"Type": "AWS::SageMaker::Endpoint",
"Properties": {
"EndpointConfigName": { "Fn::GetAtt" : ["EndpointConfig", "EndpointConfigName" ] }
}
},
"EndpointConfig": {
"Type": "AWS::SageMaker::EndpointConfig",
"Properties": {
"ProductionVariants": [
{
"InitialInstanceCount": 1,
"InitialVariantWeight": 1,
"InstanceType": "ml.t2.large",
"ModelName": { "Fn::GetAtt" : ["Model", "ModelName" ] },
"VariantName": { "Fn::GetAtt" : ["Model", "ModelName" ] }
}
]
}
},
"Model": {
"Type": "AWS::SageMaker::Model",
"Properties": {
"PrimaryContainer": {
"Image": { "Fn::FindInMap" : [ "AWS::Region", "NullTransformer"] }
},
"ExecutionRoleArn": { "Fn::GetAtt" : [ "ExecutionRole", "Arn" ] }
}
},
"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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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utputs": {
"EndpointId": {
"Value": { "Ref" : "Endpoint" }
},
"EndpointName": {
"Value": { "Fn::GetAtt" : [ "Endpoint", "EndpointName" ] }
}
}
}

YAML
Description: "Basic Hosting entities test. We need models to create endpoint configs."
Mappings:
RegionMap:
"us-west-2":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us-west-2.amazonaws.com/mymodel:latest"
"us-east-2":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us-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us-east-1":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us-east-1.amazonaws.com/mymodel:latest"
"eu-west-1":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eu-west-1.amazonaws.com/mymodel:latest"
"ap-northeast-1":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1.amazonaws.com/mymodel:latest"
"ap-northeast-2":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ap-southeast-2":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ap-south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eu-central-1":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eu-central-1.amazonaws.com/mymodel:latest"
Resources:
Endpoint:
Type: "AWS::SageMaker::Endpoint"
Properties:
EndpointConfigName:
!GetAtt EndpointConfig.EndpointConfigName
EndpointConfig:
Type: "AWS::SageMaker::EndpointConfig"
Properties:
ProductionVariants:
- InitialInstanceCount: 1
InitialVariantWeight: 1.0
InstanceType: ml.t2.large
ModelName: !GetAtt Model.ModelName
VariantName: !GetAtt Model.ModelName
Model:
Type: "AWS::SageMaker::Model"
Properties:
PrimaryContainer:
Image: !FindInMap [RegionMap, !Ref "AWS::Region", "NullTransformer"]
ExecutionRoleArn: !GetAtt ExecutionRole.Arn
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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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Outputs:
EndpointId:
Value: !Ref Endpoint
EndpointName:
Value: !GetAtt Endpoint.EndpointName

AWS::SageMaker::Model ContainerDefinition
모델 정의의 일부로 컨테이너를 기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ainerHostname" : String,
"Environment" : Json,
"Image" : String,
"ImageConfig" : ImageConfig (p. 5811),
"Mode" : String,
"ModelDataUrl" : String,
"ModelPackageName" : String,
"MultiModelConfig" : MultiModelConfig (p. 5812)

YAML
ContainerHostname: String
Environment: Json
Image: String
ImageConfig:
ImageConfig (p. 5811)
Mode: String
ModelDataUrl: String
ModelPackageName: String
MultiModelConfig:
MultiModelConfig (p. 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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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ontainerHostname
PrimaryContainer만 포함하는 모델의 경우 이 파라미터가 무시됩니다.
ContainerDefinition을 추론 파이프라인에 포함시킬 경우, 이 파라미터의 값은 로깅 및 지표를 위
해 컨테이너를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그 및 지표를 사용하여 추론 파이프라인 모니터
링을 참조하십시오. 추론 파이프라인에 포함된 ContainerDefinition에 이 파라미터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파이프라인의 ContainerDefinition 위치에 따라 고유한 이름이 자동 할당됩니다. 추론 파
이프라인에 포함되는 ContainerDefinition에 대해 ContainerHostName 값을 지정할 경우, 해당
파이프라인의 모든 ContainerDefinition의 ContainerHostName 파라미터 값을 지정해야 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vironment
도커 컨테이너에 설정된 환경 변수입니다. Environment 문자열 간 맵의 각 키와 값은 최대 1024자입
니다. 맵에서 최대 16개의 항목을 지원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mage
추론 코드가 저장되는 경로입니다. 이는 Amazon EC2 Container Registry 또는 엔드포인트에 구성한 것
과 동일한 VPC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Docker 레지스트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Amazon SageMaker에
서 제공하는 알고리즘 대신 사용자 지정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추론 코드는 Amazon SageMaker 요
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mazon SageMaker는 registry/repository[:tag] 및 registry/
repository[@digest] 이미지 경로 형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ageMaker를
통해 고유 알고리즘 사용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5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mageConfig
모형 컨테이너가 Amazon ECR에 있는지, Amazon Virtual Private Cloud(VPC)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프
라이빗 Docker 레지스트리에 있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프라이빗 Docker 레지스트리의 컨테이너 저장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시간 추론 컨테이너에 프라이빗 Docker 레지스트리 사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ImageConfig (p. 581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PI 버전 2010-05-15
580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SageMaker

Mode
컨테이너가 단일 모델 또는 다중 모델을 호스팅하는지 여부.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ultiModel | SingleModel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delDataUrl
모델 훈련의 결과인 모델 결과물이 저장되는 S3 경로입니다. 경로는 반드시 단일 gzip으로 압축된 tar 아
카이브로 지정해야 합니다(.tar.gz 접미사). S3 경로는 Amazon SageMaker 내장 알고리즘에 필요하지만
자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장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통 파라미
터를 참조하십시오.

Note
모델 아티팩트는 생성 중인 모델 또는 엔드포인트와 동일한 리전의 S3 버킷에 있어야 합니다.
이 파라미터에 값을 제공할 경우 Amazon SageMaker는 AWS Security Token Service를 사용하여, 지정
된 S3 경로에서 모델 결과물을 다운로드합니다. AWS STS는 IAM 사용자 계정에서 기본적으로 활성화
됩니다. 리전에 대해 AWS STS를 비활성화한 경우 해당 리전에 대해 AWS STS를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사용 설명서에서 AWS 리전에서 AWS STS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참조하세요.

Important
내장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모델을 생성하는 경우 Amazon SageMaker에서는
ModelDataUrl의 모델 아티팩트에 대한 S3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https|s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delPackageName
모델 생성에 사용할 모델 패키지의 이름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76
Pattern: (arn:aws[a-z\-]*:sagemaker:[a-z0-9\-]*:[0-9]{12}:[a-z\-]*\/)?([a-zAZ0-9]([a-zA-Z0-9-]){0,62})(?<!-)(\/[0-9]{1,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ultiModelConfig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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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MultiModelConfig (p. 58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 ImageConfig
모형 컨테이너가 Amazon ECR에 있는지, Amazon Virtual Private Cloud(VPC)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프라이
빗 Docker 레지스트리에 있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positoryAccessMode" : String,
"RepositoryAuthConfig" : RepositoryAuthConfig (p. 5813)

YAML
RepositoryAccessMode: String
RepositoryAuthConfig:
RepositoryAuthConfig (p. 5813)

Properties
RepositoryAccessMode
이 값을 다음 값 중 하나로 설정합니다.
• Platform - 모형 이미지는 Amazon ECR에서 호스팅됩니다.
• Vpc - 모형 이미지는 VPC의 프라이빗 Docker 레지스트리에서 호스팅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Platform | Vpc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positoryAuthConfig
(선택 사항) 모델 이미지가 호스팅되는 프라이빗 Docker 레지스트리에 대한 인증 구성을 지정합니다.
RepositoryAccessMode 필드의 값으로 Vpc를 지정한 경우에만 이 속성의 값을 지정하고 모델 이미
지가 호스팅되는 프라이빗 Docker 레지스트리만 인증이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positoryAuthConfig (p. 581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 InferenceExecutionConfig
InferenceExecutionConfig 속성 유형은 AWS::SageMaker::Model (p. 5802)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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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ode" : String

YAML
Mode: String

Properties
Mode
다중 컨테이너에서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방법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Serial - 컨테이너가 직렬 파이프라인으로 실행됩니다.
• Direct - 지정한 개별 컨테이너만 실행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 MultiModelConfig
다중 모형 엔드포인트 호스팅에 대한 추가 구성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odelCacheSetting" : String

YAML
ModelCacheSetting: String

Properties
ModelCacheSetting
다중 모형 엔드포인트에 대한 모형을 캐시할지 여부입니다. 다중 모형 엔드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모형을
캐시하므로 모형을 호출할 때마다 메모리로 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사용 사례는 모형 캐싱이 유
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엔드포인트에서 자주 호출되지 않는 많은 수의 모형을 호스팅하는 경우 모
형 캐싱을 비활성화할 때 엔드포인트의 성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모형 캐싱을 비활성화하려면 이 파
라미터의 값을 Disabled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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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 RepositoryAuthConfig
모델 이미지가 호스팅되는 프라이빗 Docker 레지스트리에 대한 인증 구성을 지정합니다. CreateModel에
호출을 전달한 ImageConfig 객체의 RepositoryAccessMode 필드의 값으로 Vpc를 지정하고 모델 이미
지가 호스팅되는 프라이빗 Docker 레지스트리에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 속성의 값을 지정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positoryCredentialsProviderArn" : String

YAML
RepositoryCredentialsProviderArn: String

Properties
RepositoryCredentialsProviderArn
모델 이미지가 호스팅되는 프라이빗 Docker 레지스트리에 인증하기 위한 자격 증명을 제공하는 AWS
Lambda 함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WS Lambda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Lambda 개발자 안내서의 콘솔을 사용하여 Lambda 함수 생성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 VpcConfig
훈련 작업 및 호스팅된 모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VPC를 지정합니다. VPC를 구성하여 교육 및 모델 컨테이
너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irtual Private Cloud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 보호
및 Amazon Virtual Private Cloud를 사용하여 훈련 작업 보호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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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s" : [ String, ... ]

YAML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s:
- String

Properties
SecurityGroupIds
VPC 보안 그룹 ID(sg-xxxxxxxx 형식). Subnets 필드에 지정된 VPC에 대한 보안 그룹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s
훈련 작업 또는 모델을 연결하려는 VPC의 서브넷 ID입니다. 특정 인스턴스 유형의 가용성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지원되는 인스턴스 유형 및 가용 영역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Maximum: 1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모형 바이어스 작업에 대한 정의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Properties" : {
"JobDefinitionName" : String,
"JobResources" : MonitoringResources (p. 5831),
"ModelBiasAppSpecification" : ModelBiasAppSpecification (p. 5827),
"ModelBiasBaselineConfig" : ModelBiasBaselineConfig (p. 5828),
"ModelBiasJobInput" : ModelBiasJobInput (p. 5828),
"ModelBiasJobOutputConfig" : MonitoringOutputConfig (p. 5830),
"NetworkConfig" : NetworkConfig (p. 5832),
"RoleArn" : String,
"StoppingCondition" : StoppingCondition (p. 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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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s" : [ Tag, ... ]

YAML
Type: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Properties:
JobDefinitionName: String
JobResources:
MonitoringResources (p. 5831)
ModelBiasAppSpecification:
ModelBiasAppSpecification (p. 5827)
ModelBiasBaselineConfig:
ModelBiasBaselineConfig (p. 5828)
ModelBiasJobInput:
ModelBiasJobInput (p. 5828)
ModelBiasJobOutputConfig:
MonitoringOutputConfig (p. 5830)
NetworkConfig:
NetworkConfig (p. 5832)
RoleArn: String
StoppingCondition:
StoppingCondition (p. 5834)
Tags:
- Tag

Properties
JobDefinitionName
바이어스 작업 정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AWS 계정의 AWS 리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JobResources
모니터링 작업을 위해 배포할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Required: 예
Type: MonitoringResources (p. 583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delBiasAppSpecification
지정된 Docker 컨테이너 이미지를 실행하도록 모형 바이어스 작업을 구성합니다.
Required: 예
Type: ModelBiasAppSpecification (p. 582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delBiasBaselineConfig
모형 바이어스 작업에 대한 기준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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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ModelBiasBaselineConfig (p. 582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delBiasJobInput
모형 바이어스 작업에 대한 입력입니다.
Required: 예
Type: ModelBiasJobInput (p. 582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delBiasJobOutputConfig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출력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MonitoringOutputConfig (p. 583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etworkConfig
모형 바이어스 작업에 대한 네트워킹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etworkConfig (p. 583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Arn
Amazon SageMaker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수임할 수 있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
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oppingCondition
모니터링 작업이 중지되기 전에 실행할 수 있는 시간 제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oppingCondition (p. 583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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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Fn::GetAtt
CreationTime
작업 정의가 생성된 시간입니다.
JobDefinitionArn
작업 정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제
SageMaker ModelBiasJobDefinition 예
다음 예제에서는 모형 바이어스 모니터링 작업 정의를 생성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Basic SageMaker Hosting entities to create a model bias job definition",
"Mappings": {
"RegionMap": {
"us-west-2":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us-west-2.amazonaws.com/mymodel:latest"
},
"us-east-2":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us-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
"us-east-1":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us-east-1.amazonaws.com/mymodel:latest"
},
"eu-west-1":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eu-west-1.amazonaws.com/mymodel:latest"
},
"ap-northeast-1":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1.amazonaws.com/
mymodel:latest"
},
"ap-northeast-2":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2.amazonaws.com/
mymodel:latest"
},
"ap-southeast-2":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ap-southeast-2.amazonaws.com/
mymodel:latest"
},
"eu-central-1":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eu-central-1.amazonaws.com/
mymodel:latest"
}
}
},
"Resources": {
"Endpoint": {
"Type": "AWS::SageMaker::Endpoint",
"Properties": {
"EndpointConfigName": null

API 버전 2010-05-15
581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SageMaker
}
},
"EndpointConfigWithDataCapture": {
"Type": "AWS::SageMaker::EndpointConfig",
"Properties": {
"ProductionVariants": [
{
"InitialInstanceCount": 1,
"InitialVariantWeight": 1,
"InstanceType": "ml.t2.large",
"ModelName": null,
"VariantName": null
}
],
"DataCaptureConfig": {
"EnableCapture": true,
"InitialSamplingPercentage": 100,
"DestinationS3Uri": "s3://bucket/prefix",
"KmsKeyId": "kmskeyid",
"CaptureOptions": [
{
"CaptureMode": "Input"
}
],
"CaptureContentTypeHeader": {
"CsvContentTypes": [
"text/csv"
],
"JsonContentTypes": [
"application/json"
]
}
}
}
},
"Model": {
"Type": "AWS::SageMaker::Model",
"Properties": {
"PrimaryContainer": {
"Image": null
},
"ExecutionRoleArn": null
}
},
"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Polic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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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
]
}

}
},
"JobDefinition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ManagedPolicyArns": [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
AmazonSageMakerFullAccess"
},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3FullAccess"
},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
AmazonEC2ContainerRegistryReadOnly"
}
]
}
},
"JobDefinition": {
"Type":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Properties": {
"ModelBiasAppSpecification": {
"ImageUri": {
"Fn::Sub": "123456789012.dkr.ecr.${AWS::Partition}.amazonaws.com/
sagemaker-clarify-processing:1.0"
},
"ConfigUri": "s3://configUri"
},
"ModelBiasJobInput": {
"EndpointInput": {
"EndpointName": null,
"LocalPath": "/opt/ml/processing/endpointdata",
"FeaturesAttribute": "feature",
"InferenceAttribute": "inference",
"ProbabilityAttribute":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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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ilityThresholdAttribute": 0.8,
"StartTimeOffset": "-PT1H",
"EndTimeOffset": "-P0D"

groundtruth"

},
"GroundTruthS3Input": {
"S3Uri": {
"Fn::Sub": "s3://model-bias-job-definition-${AWS::AccountId}/
}

},
"ModelBiasJobOutputConfig": {
"MonitoringOutputs": [
{
"S3Output": {
"LocalPath": "/opt/ml/processing/localpath",
"S3Uri": {
"Fn::Sub": "s3://model-bias-job-definition-${AWS::AccountId}/

output"

]

}

}

}

}

}

}

}

}

},
"JobResources": {
"ClusterConfig":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ml.m5.large",
"VolumeSizeInGB": 50
}
},
"RoleArn": null,
"StoppingCondition": {
"MaxRuntimeInSeconds": 2000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Basic SageMaker Hosting entities to create a model bias job definition
Mappings:
RegionMap:
"us-west-2":
"MyModelImage":
"us-east-2":
"MyModelImage":
"us-east-1":
"MyModelImage":
"eu-west-1":
"MyModelImage":
"ap-northeast-1":
"MyModelImage":
"ap-northeast-2":
"MyModelImage":
"ap-southeast-2":
"MyModelImage":
"eu-central-1":

"123456789012.dkr.ecr.us-west-2.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us-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us-east-1.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eu-west-1.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1.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ap-south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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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eu-central-1.amazonaws.com/mymodel:latest"
Resources:
Endpoint:
Type: "AWS::SageMaker::Endpoint"
Properties:
EndpointConfigName:
!GetAtt EndpointConfigWithDataCapture.EndpointConfigName
EndpointConfigWithDataCapture:
Type: "AWS::SageMaker::EndpointConfig"
Properties:
ProductionVariants:
- InitialInstanceCount: 1
InitialVariantWeight: 1.0
InstanceType: ml.t2.large
ModelName: !GetAtt Model.ModelName
VariantName: !GetAtt Model.ModelName
DataCaptureConfig:
EnableCapture: true
InitialSamplingPercentage: 100
DestinationS3Uri: s3://bucket/prefix
KmsKeyId: kmskeyid
CaptureOptions:
- CaptureMode: Input
CaptureContentTypeHeader:
CsvContentTypes:
- "text/csv"
JsonContentTypes:
- "application/json"
Model:
Type: "AWS::SageMaker::Model"
Properties:
PrimaryContainer:
Image: !FindInMap [RegionMap, !Ref "AWS::Region", "MyModelImage"]
ExecutionRoleArn: !GetAtt ExecutionRole.Arn
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JobDefinition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PI 버전 2010-05-15
582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SageMaker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ManagedPolicyArns: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ageMakerFullAccess"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3FullAccess"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
AmazonEC2ContainerRegistryReadOnly"
JobDefinition:
Type: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Properties:
ModelBiasAppSpecification:
ImageUri:
Fn::Sub: "123456789012.dkr.ecr.${AWS::Partition}.amazonaws.com/sagemaker-clarifyprocessing:1.0"
ConfigUri: "s3://configUri"
ModelBiasJobInput:
EndpointInput:
EndpointName: !GetAtt Endpoint.EndpointName
LocalPath: "/opt/ml/processing/endpointdata"
FeaturesAttribute: feature
InferenceAttribute: inference
ProbabilityAttribute: probability
ProbabilityThresholdAttribute: 0.8
StartTimeOffset: "-PT1H"
EndTimeOffset: "-P0D"
GroundTruthS3Input:
S3Uri:
Fn::Sub: "s3://model-bias-job-definition-${AWS::AccountId}/groundtruth"
ModelBiasJobOutputConfig:
MonitoringOutputs:
- S3Output:
LocalPath: "/opt/ml/processing/localpath"
S3Uri:
Fn::Sub: "s3://model-bias-job-definition-${AWS::AccountId}/output"
JobResources:
ClusterConfig: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ml.m5.large
VolumeSizeInGB: 50
RoleArn: !GetAtt JobDefinitionExecutionRole.Arn
StoppingCondition:
MaxRuntimeInSeconds: 2000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ClusterConfig
ClusterConfig 속성 유형은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p. 5814)에 대해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InstanceCount"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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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nceType" : String,
"VolumeKmsKeyId" : String,
"VolumeSizeInGB" : Integer

YAML
InstanceCount: Integer
InstanceType: String
VolumeKmsKeyId: String
VolumeSizeInGB: Integer

Properties
InstanceCount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Typ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olumeKmsKey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olumeSizeInGB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ConstraintsResource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제약 조건 리소스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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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S3Uri" : String

YAML
S3Uri: String

Properties
S3Uri
제약 조건 리소스에 대한 Amazon S3 URI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EndpointInput
엔드포인트에 대한 입력 객체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pointName" : String,
"EndTimeOffset" : String,
"FeaturesAttribute" : String,
"InferenceAttribute" : String,
"LocalPath" : String,
"ProbabilityAttribute" : String,
"ProbabilityThresholdAttribute" : Double,
"S3DataDistributionType" : String,
"S3InputMode" : String,
"StartTimeOffset" : String

YAML
EndpointName: String
EndTimeOffset: String
FeaturesAttribute: String
InferenceAttribute: String
LocalPath: String
ProbabilityAttribute: String
ProbabilityThresholdAttribute: Double
S3DataDistributionType: String
S3InputMode: String
StartTimeOffset: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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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EndpointName
DataCaptureConfig를 활성화한 고객 계정의 엔드포인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dTimeOffset
지정된 경우 모니터링 작업의 종료 시간에서 이 시간이 차감됩니다. 모니터링 작업 예약에 오프셋을 사
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형 품질 모니터링 작업 예약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5
Pattern: ^.?P.*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eaturesAttribute
입력 특성을 나타내는 입력 데이터의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ferenceAttribute
실측 정보 레이블을 나타내는 입력 데이터의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calPath
컨테이너에서 엔드포인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의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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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babilityAttribute
분류 문제에서 클래스 확률을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babilityThresholdAttribute
양성 결과로 평가할 클래스 확률에 대한 임계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DataDistributionType
Amazon S3에 배포된 입력 데이터가 S3 키에 의해 완전히 복제되는지 아니면 샤딩되는지입니다. 기본
값은 FullyReplicate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ullyReplicated | ShardedByS3Key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InputMode
Pipe 또는 File을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입력 모드로 사용하는지 여부입니다.
Pipe 모드는 대용량 데이터 세트에 권장되며, File 모드는 메모리에 들어가는 작은 파일에 유용합니
다. 기본값은 Fil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ile | Pip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rtTimeOffset
지정된 경우 모니터링 작업의 시작 시간에서 이 시간이 차감됩니다. 모니터링 작업 예약에 오프셋을 사
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형 품질 모니터링 작업 예약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5
Pattern: ^.?P.*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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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Environment
도커 컨테이너에 환경 변수를 설정합니다.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ModelBiasAppSpecification
모형 바이어스 작업에 대한 Docker 컨테이너 이미지 구성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figUri" : String,
"Environment" : Environment (p. 5827),
"ImageUri" : String

YAML
ConfigUri: String
Environment:
Environment (p. 5827)
ImageUri: String

Properties
ConfigUri
바이어스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JSON 형식의 S3 파일입니다. 이 JSON 구성 파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이어스 파라미터 구성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https|s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vironment
도커 컨테이너에 환경 변수를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vironment (p. 582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mageUri
모형 바이어스 작업에서 실행할 컨테이너 이미지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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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55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ModelBiasBaselineConfig
기준 모형 바이어스 작업에 대한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aseliningJobName" : String,
"ConstraintsResource" : ConstraintsResource (p. 5823)

YAML
BaseliningJobName: String
ConstraintsResource:
ConstraintsResource (p. 5823)

Properties
BaseliningJobName
기준 모형 바이어스 작업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straintsResource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제약 조건 리소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straintsResource (p. 582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ModelBiasJobInput
모형 바이어스 작업에 대한 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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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pointInput" : EndpointInput (p. 5824),
"GroundTruthS3Input" : MonitoringGroundTruthS3Input (p. 5829)

YAML
EndpointInput:
EndpointInput (p. 5824)
GroundTruthS3Input:
MonitoringGroundTruthS3Input (p. 5829)

Properties
EndpointInput
엔드포인트에 대한 입력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EndpointInput (p. 582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roundTruthS3Input
모형 바이어스 작업에 사용할 실측 정보 레이블의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MonitoringGroundTruthS3Input (p. 582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MonitoringGroundTruthS3Input
모니터링 작업에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의 실측 정보 레이블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Uri" : String

YAML
S3Uri: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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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S3Uri
실측 정보 레이블의 Amazon S3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https|s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MonitoringOutput
모니터링 작업의 출력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Output" : S3Output (p. 5833)

YAML
S3Output:
S3Output (p. 5833)

Properties
S3Output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가 저장되는 Amazon S3 스토리지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S3Output (p. 583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MonitoringOutputConfig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출력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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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sKeyId" : String,
"MonitoringOutputs" : [ MonitoringOutput (p. 5830), ... ]

YAML
KmsKeyId: String
MonitoringOutputs:
- MonitoringOutput (p. 5830)

Properties
KmsKeyId
Amazon SageMaker가 Amazon S3 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하여 저장된 모델 아티팩트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48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nitoringOutputs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 출력입니다. 주기적인 모니터링 작업의 출력이 업로드되는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MonitoringOutput (p. 5830)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MonitoringResources
모니터링 작업을 위해 배포할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usterConfig" : ClusterConfig (p. 5822)

YAML
ClusterConfig:
ClusterConfig (p. 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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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lusterConfig
처리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클러스터 리소스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ClusterConfig (p. 582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NetworkConfig
작업에 대한 네트워킹 옵션(예: 컨테이너 간 네트워크 트래픽 암호화, 컨테이너와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호출을 허용할지 여부, VPC 지원 작업에 사용할 VPC 서브넷 및 보안 그룹)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InterContainerTrafficEncryption" : Boolean,
"EnableNetworkIsolation" : Boolean,
"VpcConfig" : VpcConfig (p. 5835)

YAML
EnableInterContainerTrafficEncryption: Boolean
EnableNetworkIsolation: Boolean
VpcConfig:
VpcConfig (p. 5835)

Properties
EnableInterContainerTrafficEncryption
분산 처리 작업 간의 모든 통신을 암호화할지 여부입니다. 통신을 암호화하려면 True를 선택합니다. 암
호화를 사용하면 분산 처리 작업의 보안이 강화되지만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ableNetworkIsolation
처리 작업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호출을 허용할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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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Config
훈련 작업 및 호스팅된 모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VPC를 지정합니다. VPC를 구성하여 교육 및 모델 컨
테이너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pcConfig (p. 583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S3Output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가 저장되는 Amazon S3 스토리지 위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ocalPath" : String,
"S3UploadMode" : String,
"S3Uri" : String

YAML
LocalPath: String
S3UploadMode: String
S3Uri: String

Properties
LocalPath
Amazon SageMaker에서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를 저장하는 Amazon S3 스토리지 위치에 대한 로컬 경
로입니다. LocalPath는 출력 데이터의 절대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UploadMode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를 연속적으로 업로드할지 아니면 작업이 완료된 후에 업로드할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Uri
Amazon SageMaker가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를 저장하는 Amazon S3 스토리지 위치를 식별하는 URI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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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StoppingCondition
모델 훈련 작업, 모델 컴파일 작업 또는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을 지
정합니다. 또한 관리형 스팟 훈련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기간도 지정합니다. 작업이 시간 제한에 도달하면
Amazon SageMaker가 훈련 또는 컴파일 작업을 종료합니다. 이 API를 사용하여 모델 훈련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훈련 작업을 중지하기 위해, Amazon SageMaker는 작업 종료를 120초간 지연시키는 SIGTERM 신호를 알고
리즘에 보냅니다. 알고리즘은 이 120초의 시간 동안 모델 아티팩트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훈련 결과가 손실
되지 않습니다.
Amazon SageMaker에서 제공하는 훈련 알고리즘은 가능한 경우 모델 훈련 작업의 중간 결과를 자동으로 저
장합니다. 모델이 저장 가능한 상태가 아닐 수 있으므로 아티팩트를 저장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이 방금 시작된 경우 모델을 저장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저
장하면 이 중간 데이터가 유효한 모델 아티팩트가 됩니다. 이를 사용하여 CreateModel로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Note
Neural Topic Model(NTM)은 현재 중간 모델 아티팩트의 저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NTM을 훈련할
때 최대 실행 시간이 훈련 작업이 완료되기에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RuntimeInSeconds" : Integer

YAML
MaxRuntimeInSeconds: Integer

Properties
MaxRuntimeInSeconds
훈련 또는 컴파일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최대 시간(초)입니다.
컴파일 작업의 경우 이 시간 동안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TimeOut 오류가 발생합니다. 900초부터 시
작하여 필요한 경우 모델에 따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모든 작업의 경우 이 시간 동안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Amazon SageMaker가 작업을 종료합니
다. RetryStrategy이(가) 작업 요청에서 지정되면 MaxRuntimeInSeconds이(가) 각 개별 시도가 아
니라 전체 시도에 대한 최대 시간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최대값은 28일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API 버전 2010-05-15
583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SageMaker

최소: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VpcConfig
훈련 작업 및 호스팅된 모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VPC를 지정합니다. VPC를 구성하여 교육 및 모델 컨테이
너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irtual Private Cloud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 보호
및 Amazon Virtual Private Cloud를 사용하여 훈련 작업 보호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s" : [ String, ... ]

YAML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s:
- String

Properties
SecurityGroupIds
VPC 보안 그룹 ID(sg-xxxxxxxx 형식). Subnets 필드에 지정된 VPC에 대한 보안 그룹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s
훈련 작업 또는 모델을 연결하려는 VPC의 서브넷 ID입니다. 특정 인스턴스 유형의 가용성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지원되는 인스턴스 유형 및 가용 영역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Maximum: 1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모형 설명 작업에 대한 정의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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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Properties" : {
"JobDefinitionName" : String,
"JobResources" : MonitoringResources (p. 5851),
"ModelExplainabilityAppSpecification" : ModelExplainabilityAppSpecification (p. 5847),
"ModelExplainabilityBaselineConfig" : ModelExplainabilityBaselineConfig (p. 5848),
"ModelExplainabilityJobInput" : ModelExplainabilityJobInput (p. 5849),
"ModelExplainabilityJobOutputConfig" : MonitoringOutputConfig (p. 5850),
"NetworkConfig" : NetworkConfig (p. 5851),
"RoleArn" : String,
"StoppingCondition" : StoppingCondition (p. 5853),
"Tags" : [ Tag, ... ]
}

YAML
Type: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Properties:
JobDefinitionName: String
JobResources:
MonitoringResources (p. 5851)
ModelExplainabilityAppSpecification:
ModelExplainabilityAppSpecification (p. 5847)
ModelExplainabilityBaselineConfig:
ModelExplainabilityBaselineConfig (p. 5848)
ModelExplainabilityJobInput:
ModelExplainabilityJobInput (p. 5849)
ModelExplainabilityJobOutputConfig:
MonitoringOutputConfig (p. 5850)
NetworkConfig:
NetworkConfig (p. 5851)
RoleArn: String
StoppingCondition:
StoppingCondition (p. 5853)
Tags:
- Tag

Properties
JobDefinitionName
모형 설명 작업 정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AWS 계정의 AWS 리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JobResources
모니터링 작업을 위해 배포할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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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MonitoringResources (p. 585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delExplainabilityAppSpecification
지정된 Docker 컨테이너 이미지를 실행하도록 모형 설명 작업을 구성합니다.
Required: 예
Type: ModelExplainabilityAppSpecification (p. 58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delExplainabilityBaselineConfig
모형 설명 작업에 대한 기준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odelExplainabilityBaselineConfig (p. 584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delExplainabilityJobInput
모형 설명 작업에 대한 입력입니다.
Required: 예
Type: ModelExplainabilityJobInput (p. 584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delExplainabilityJobOutputConfig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출력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MonitoringOutputConfig (p. 585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etworkConfig
모형 설명 작업에 대한 네트워킹 옵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etworkConfig (p. 585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Arn
Amazon SageMaker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수임할 수 있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
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oppingConditio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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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StoppingCondition (p. 585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Fn::GetAtt
CreationTime
작업 정의가 생성된 시간입니다.
JobDefinitionArn
작업 정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제
SageMaker 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예
다음 예제에서는 모형 설명 모니터링 작업 정의를 생성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Basic SageMaker Hosting entities to create a model explainability job
definition",
"Mappings": {
"RegionMap": {
"us-west-2":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us-west-2.amazonaws.com/mymodel:latest"
},
"us-east-2":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us-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
"us-east-1":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us-east-1.amazonaws.com/mymodel:latest"
},
"eu-west-1":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eu-west-1.amazonaws.com/mymodel:latest"
},
"ap-northeast-1":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1.amazonaws.com/
mymodel: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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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northeast-2":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2.amazonaws.com/
mymodel:latest"
},
"ap-southeast-2":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ap-southeast-2.amazonaws.com/
mymodel:latest"
},
"eu-central-1":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eu-central-1.amazonaws.com/
mymodel:latest"
}
}
},
"Resources": {
"Endpoint": {
"Type": "AWS::SageMaker::Endpoint",
"Properties": {
"EndpointConfigName": null
}
},
"EndpointConfigWithDataCapture": {
"Type": "AWS::SageMaker::EndpointConfig",
"Properties": {
"ProductionVariants": [
{
"InitialInstanceCount": 1,
"InitialVariantWeight": 1,
"InstanceType": "ml.t2.large",
"ModelName": null,
"VariantName": null
}
],
"DataCaptureConfig": {
"EnableCapture": true,
"InitialSamplingPercentage": 100,
"DestinationS3Uri": "s3://bucket/prefix",
"KmsKeyId": "kmskeyid",
"CaptureOptions": [
{
"CaptureMode": "Input"
}
],
"CaptureContentTypeHeader": {
"CsvContentTypes": [
"text/csv"
],
"JsonContentTypes": [
"application/json"
]
}
}
}
},
"Model": {
"Type": "AWS::SageMaker::Model",
"Properties": {
"PrimaryContainer": {
"Image": null
},
"ExecutionRoleArn": null
}
},
"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API 버전 2010-05-15
583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SageMaker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
]
}
}
]
}

},
"JobDefinition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ManagedPolicyArns": [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
AmazonSageMakerFullAccess"
},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3FullAccess"
},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
AmazonEC2ContainerRegistryReadOnly"
}

API 버전 2010-05-15
584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SageMaker

}

]

},
"JobDefinition": {
"Type":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Properties": {
"ModelExplainabilityAppSpecification": {
"ImageUri": {
"Fn::Sub": "123456789012.dkr.ecr.${AWS::Partition}.amazonaws.com/
sagemaker-clarify-processing:1.0"
},
"ConfigUri": "s3://ConfigUri"
},
"ModelExplainabilityJobInput": {
"EndpointInput": {
"EndpointName": null,
"LocalPath": "/opt/ml/processing/endpointdata",
"FeaturesAttribute": "feature",
"InferenceAttribute": "inference",
"ProbabilityAttribute": "probability"
}
},
"ModelExplainabilityJobOutputConfig": {
"MonitoringOutputs": [
{
"S3Output": {
"LocalPath": "/opt/ml/processing/localpath",
"S3Uri": {
"Fn::Sub": "s3://model-quality-job-definition-${AWS::AccountId}/
output"
}
}
}
]
},
"JobResources": {
"ClusterConfig":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ml.m5.large",
"VolumeSizeInGB": 50
}
},
"RoleArn": null,
"StoppingCondition": {
"MaxRuntimeInSeconds": 2000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Basic SageMaker Hosting entities to create a model explainability job
definition
Mappings:
RegionMap:
"us-west-2":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us-west-2.amazonaws.com/mymodel:latest"
"us-ea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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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ModelImage":
"us-east-1":
"MyModelImage":
"eu-west-1":
"MyModelImage":
"ap-northeast-1":
"MyModelImage":
"ap-northeast-2":
"MyModelImage":
"ap-southeast-2":
"MyModelImage":
"eu-central-1":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us-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us-east-1.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eu-west-1.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1.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ap-south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eu-central-1.amazonaws.com/mymodel:latest"

Resources:
Endpoint:
Type: "AWS::SageMaker::Endpoint"
Properties:
EndpointConfigName:
!GetAtt EndpointConfigWithDataCapture.EndpointConfigName
EndpointConfigWithDataCapture:
Type: "AWS::SageMaker::EndpointConfig"
Properties:
ProductionVariants:
- InitialInstanceCount: 1
InitialVariantWeight: 1.0
InstanceType: ml.t2.large
ModelName: !GetAtt Model.ModelName
VariantName: !GetAtt Model.ModelName
DataCaptureConfig:
EnableCapture: true
InitialSamplingPercentage: 100
DestinationS3Uri: s3://bucket/prefix
KmsKeyId: kmskeyid
CaptureOptions:
- CaptureMode: Input
CaptureContentTypeHeader:
CsvContentTypes:
- "text/csv"
JsonContentTypes:
- "application/json"
Model:
Type: "AWS::SageMaker::Model"
Properties:
PrimaryContainer:
Image: !FindInMap [RegionMap, !Ref "AWS::Region", "MyModelImage"]
ExecutionRoleArn: !GetAtt ExecutionRole.Arn
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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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JobDefinition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ManagedPolicyArns: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ageMakerFullAccess"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3FullAccess"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
AmazonEC2ContainerRegistryReadOnly"
JobDefinition:
Type: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Properties:
ModelExplainabilityAppSpecification:
ImageUri:
Fn::Sub: "123456789012.dkr.ecr.${AWS::Partition}.amazonaws.com/sagemaker-clarifyprocessing:1.0"
ConfigUri: "s3://ConfigUri"
ModelExplainabilityJobInput:
EndpointInput:
EndpointName: !GetAtt Endpoint.EndpointName
LocalPath: "/opt/ml/processing/endpointdata"
FeaturesAttribute: feature
InferenceAttribute: inference
ProbabilityAttribute: probability
ModelExplainabilityJobOutputConfig:
MonitoringOutputs:
- S3Output:
LocalPath: "/opt/ml/processing/localpath"
S3Uri:
Fn::Sub: "s3://model-quality-job-definition-${AWS::AccountId}/output"
JobResources:
ClusterConfig: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ml.m5.large
VolumeSizeInGB: 50
RoleArn: !GetAtt JobDefinitionExecutionRole.Arn
StoppingCondition:
MaxRuntimeInSeconds: 2000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ClusterConfig
처리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클러스터 리소스에 대한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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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InstanceCount" : Integer,
"InstanceType" : String,
"VolumeKmsKeyId" : String,
"VolumeSizeInGB" : Integer

YAML
InstanceCount: Integer
InstanceType: String
VolumeKmsKeyId: String
VolumeSizeInGB: Integer

Properties
InstanceCount
모델 모니터링 작업에 사용할 ML 컴퓨팅 인스턴스의 수입니다. 분산 처리 작업의 경우 1보다 큰 값을 지
정합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Type
처리 작업에 사용할 ML 컴퓨팅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olumeKmsKeyId
모델 모니터링 작업을 실행하는 기계 학습 컴퓨팅 인스턴스에 연결된 스토리지 볼륨에서 데이터를 암호
화하는 데 Amazon SageMaker가 사용하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olumeSizeInGB
프로비저닝할 ML 스토리지 볼륨의 크기(GB)입니다. 시나리오에 맞춰 충분한 ML 스토리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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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ConstraintsResource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제약 조건 리소스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Uri" : String

YAML
S3Uri: String

Properties
S3Uri
제약 조건 리소스에 대한 Amazon S3 URI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EndpointInput
엔드포인트에 대한 입력 객체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pointName" : String,
"FeaturesAttribute" : String,
"InferenceAttribute" : String,
"LocalPath" : String,
"ProbabilityAttribute" : String,
"S3DataDistributionType" : String,
"S3InputMode" : String

YAML
EndpointName: String
FeaturesAttribute: String
InferenceAttribute: String
LocalPath: String
ProbabilityAttribute: String
S3DataDistributionType: String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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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InputMode: String

Properties
EndpointName
DataCaptureConfig를 활성화한 고객 계정의 엔드포인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eaturesAttribute
입력 특성을 나타내는 입력 데이터의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ferenceAttribute
실측 정보 레이블을 나타내는 입력 데이터의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calPath
컨테이너에서 엔드포인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의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babilityAttribute
분류 문제에서 클래스 확률을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DataDistributionType
Amazon S3에 배포된 입력 데이터가 S3 키에 의해 완전히 복제되는지 아니면 샤딩되는지입니다. 기본
값은 FullyReplica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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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ullyReplicated | ShardedByS3Key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InputMode
Pipe 또는 File을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입력 모드로 사용하는지 여부입니다.
Pipe 모드는 대용량 데이터 세트에 권장되며, File 모드는 메모리에 들어가는 작은 파일에 유용합니
다. 기본값은 Fil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ile | Pip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Environment
도커 컨테이너에 환경 변수를 설정합니다.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ModelExplainabilityAppSpecification
모형 설명 작업에 대한 Docker 컨테이너 이미지 구성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figUri" : String,
"Environment" : Environment (p. 5847),
"ImageUri" : String

YAML
ConfigUri: String
Environment:
Environment (p. 5847)
ImageUri: String

Properties
ConfigUri
설명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JSON 형식의 S3 파일입니다. 이 JSON 구성 파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
형 설명 파라미터 구성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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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https|s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vironment
도커 컨테이너에 환경 변수를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vironment (p. 584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mageUri
모형 설명 작업에서 실행할 컨테이너 이미지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5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ModelExplainabilityBaselineConfig
기준 모형 설명 작업에 대한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aseliningJobName" : String,
"ConstraintsResource" : ConstraintsResource (p. 5845)

YAML
BaseliningJobName: String
ConstraintsResource:
ConstraintsResource (p. 5845)

Properties
BaseliningJobName
기준 모형 설명 작업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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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straintsResourc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ConstraintsResource (p. 584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ModelExplainabilityJobInput
모형 설명 작업에 대한 입력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pointInput" : EndpointInput (p. 5845)

YAML
EndpointInput:
EndpointInput (p. 5845)

Properties
EndpointInput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EndpointInput (p. 584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MonitoringOutput
모니터링 작업의 출력 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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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Output" : S3Output (p. 5852)

YAML
S3Output:
S3Output (p. 5852)

Properties
S3Output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가 저장되는 Amazon S3 스토리지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S3Output (p. 585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MonitoringOutputConfig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출력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msKeyId" : String,
"MonitoringOutputs" : [ MonitoringOutput (p. 5849), ... ]

YAML
KmsKeyId: String
MonitoringOutputs:
- MonitoringOutput (p. 5849)

Properties
KmsKeyId
Amazon SageMaker가 Amazon S3 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하여 저장된 모델 아티팩트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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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Maximum: 2048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nitoringOutputs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 출력입니다. 주기적인 모니터링 작업의 출력이 업로드되는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MonitoringOutput (p. 5849)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MonitoringResources
모니터링 작업을 위해 배포할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usterConfig" : ClusterConfig (p. 5843)

YAML
ClusterConfig:
ClusterConfig (p. 5843)

Properties
ClusterConfig
처리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클러스터 리소스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ClusterConfig (p. 584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NetworkConfig
작업에 대한 네트워킹 옵션(예: 컨테이너 간 네트워크 트래픽 암호화, 컨테이너와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호출을 허용할지 여부, VPC 지원 작업에 사용할 VPC 서브넷 및 보안 그룹)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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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EnableInterContainerTrafficEncryption" : Boolean,
"EnableNetworkIsolation" : Boolean,
"VpcConfig" : VpcConfig (p. 5854)

YAML
EnableInterContainerTrafficEncryption: Boolean
EnableNetworkIsolation: Boolean
VpcConfig:
VpcConfig (p. 5854)

Properties
EnableInterContainerTrafficEncryption
분산 처리 작업 간의 모든 통신을 암호화할지 여부입니다. 통신을 암호화하려면 True를 선택합니다. 암
호화를 사용하면 분산 처리 작업의 보안이 강화되지만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ableNetworkIsolation
처리 작업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호출을 허용할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cConfig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VpcConfig (p. 585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S3Output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가 저장되는 Amazon S3 스토리지 위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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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Path" : String,
"S3UploadMode" : String,
"S3Uri" : String

YAML
LocalPath: String
S3UploadMode: String
S3Uri: String

Properties
LocalPath
Amazon SageMaker가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를 저장하는 Amazon S3 스토리지 위치에 대한 로컬 경로
입니다. LocalPath는 출력 데이터의 절대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UploadMode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를 연속적으로 업로드할지 아니면 작업이 완료된 후에 업로드할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Uri
Amazon SageMaker가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를 저장하는 Amazon S3 스토리지 위치를 식별하는 URI입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StoppingCondition
모델 훈련 작업, 모델 컴파일 작업 또는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을 지
정합니다. 또한 관리형 스팟 훈련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기간도 지정합니다. 작업이 시간 제한에 도달하면
Amazon SageMaker가 훈련 또는 컴파일 작업을 종료합니다. 이 API를 사용하여 모델 훈련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훈련 작업을 중지하기 위해, Amazon SageMaker는 작업 종료를 120초간 지연시키는 SIGTERM 신호를 알고
리즘에 보냅니다. 알고리즘은 이 120초의 시간 동안 모델 아티팩트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훈련 결과가 손실
되지 않습니다.
Amazon SageMaker에서 제공하는 훈련 알고리즘은 가능한 경우 모델 훈련 작업의 중간 결과를 자동으로 저
장합니다. 모델이 저장 가능한 상태가 아닐 수 있으므로 아티팩트를 저장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이 방금 시작된 경우 모델을 저장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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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면 이 중간 데이터가 유효한 모델 아티팩트가 됩니다. 이를 사용하여 CreateModel로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Note
Neural Topic Model(NTM)은 현재 중간 모델 아티팩트의 저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NTM을 훈련할
때 최대 실행 시간이 훈련 작업이 완료되기에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RuntimeInSeconds" : Integer

YAML
MaxRuntimeInSeconds: Integer

Properties
MaxRuntimeInSeconds
훈련 또는 컴파일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최대 시간(초)입니다.
컴파일 작업의 경우 이 시간 동안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TimeOut 오류가 발생합니다. 900초부터 시
작하여 필요한 경우 모델에 따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모든 작업의 경우 이 시간 동안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Amazon SageMaker가 작업을 종료합니
다. RetryStrategy이(가) 작업 요청에서 지정되면 MaxRuntimeInSeconds이(가) 각 개별 시도가 아
니라 전체 시도에 대한 최대 시간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최대값은 28일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VpcConfig
훈련 작업 및 호스팅된 모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VPC를 지정합니다. VPC를 구성하여 교육 및 모델 컨테이
너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irtual Private Cloud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 보호
및 Amazon Virtual Private Cloud를 사용하여 훈련 작업 보호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s" : [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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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s:
- String

Properties
SecurityGroupIds
VPC 보안 그룹 ID(sg-xxxxxxxx 형식). Subnets 필드에 지정된 VPC에 대한 보안 그룹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s
훈련 작업 또는 모델을 연결하려는 VPC의 서브넷 ID입니다. 특정 인스턴스 유형의 가용성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지원되는 인스턴스 유형 및 가용 영역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Maximum: 1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PackageGroup
모형 레지스트리에 있는 버전이 지정된 모형 그룹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ageMaker::ModelPackageGroup",
"Properties" : {
"ModelPackageGroupDescription" : String,
"ModelPackageGroupName" : String,
"ModelPackageGroupPolicy" : Json,
"Tags" : [ Tag, ... ]
}

YAML
Type: AWS::SageMaker::ModelPackage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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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ModelPackageGroupDescription: String
ModelPackageGroupName: String
ModelPackageGroupPolicy: Json
Tags:
- Tag

Properties
ModelPackageGroupDescription
모형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p{L}\p{M}\p{Z}\p{S}\p{N}\p{P}]*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delPackageGroupName
모델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delPackageGroupPolicy
모형 그룹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리소스 정책입니다. 리소스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사용 설명서에서 자격 증명 기반 정책 및 리소스 기반 정책을 참조하
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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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Fn::GetAtt
CreationTime
모형 그룹이 생성된 시간입니다.
ModelPackageGroupArn
모형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ModelPackageGroupStatus
모형 그룹의 상태입니다.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SageMaker에 대한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리소스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Properties" : {
"JobDefinitionName" : String,
"JobResources" : MonitoringResources (p. 5875),
"ModelQualityAppSpecification" : ModelQualityAppSpecification (p. 5869),
"ModelQualityBaselineConfig" : ModelQualityBaselineConfig (p. 5871),
"ModelQualityJobInput" : ModelQualityJobInput (p. 5872),
"ModelQualityJobOutputConfig" : MonitoringOutputConfig (p. 5874),
"NetworkConfig" : NetworkConfig (p. 5875),
"RoleArn" : String,
"StoppingCondition" : StoppingCondition (p. 5877),
"Tags" : [ Tag, ... ]
}

YAML
Type: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Properties:
JobDefinitionName: String
JobResources:
MonitoringResources (p. 5875)
ModelQualityAppSpecification:
ModelQualityAppSpecification (p. 5869)
ModelQualityBaselineConfig:
ModelQualityBaselineConfig (p. 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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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QualityJobInput:
ModelQualityJobInput (p. 5872)
ModelQualityJobOutputConfig:
MonitoringOutputConfig (p. 5874)
NetworkConfig:
NetworkConfig (p. 5875)
RoleArn: String
StoppingCondition:
StoppingCondition (p. 5877)
Tags:
- Tag

Properties
JobDefinitionName
모니터링 작업 정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JobResources
모니터링 작업을 위해 배포할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Required: 예
Type: MonitoringResources (p. 587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delQualityAppSpecificatio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ModelQualityAppSpecification (p. 586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delQualityBaselineConfig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제약 조건 및 기준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odelQualityBaselineConfig (p. 587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delQualityJobInput
모니터링되는 입력의 목록입니다. 현재 엔드포인트가 지원됩니다.
Required: 예
Type: ModelQualityJobInput (p. 587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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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QualityJobOutputConfig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출력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MonitoringOutputConfig (p. 587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etworkConfig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etworkConfig (p. 587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Arn
Amazon SageMaker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수임할 수 있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
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oppingCondition
모니터링 작업이 중지되기 전에 실행할 수 있는 시간 제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oppingCondition (p. 587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Fn::GetAtt
CreationTime
작업 정의가 생성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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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DefinitionArn
작업 정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예제
SageMaker ModelQualityJobDefinition 예
다음 예제에서는 모형 품질 모니터링 작업 정의를 생성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Basic SageMaker Hosting entities to create a model quality job
definition",
"Mappings": {
"RegionMap": {
"us-west-2":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us-west-2.amazonaws.com/mymodel:latest"
},
"us-east-2":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us-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
"us-east-1":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us-east-1.amazonaws.com/mymodel:latest"
},
"eu-west-1":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eu-west-1.amazonaws.com/mymodel:latest"
},
"ap-northeast-1":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1.amazonaws.com/
mymodel:latest"
},
"ap-northeast-2":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2.amazonaws.com/
mymodel:latest"
},
"ap-southeast-2":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ap-southeast-2.amazonaws.com/
mymodel:latest"
},
"eu-central-1": {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eu-central-1.amazonaws.com/
mymodel:latest"
}
}
},
"Resources": {
"Endpoint": {
"Type": "AWS::SageMaker::Endpoint",
"Properties": {
"EndpointConfigName": { "Fn::GetAtt" : ["EndpointConfigWithDataCapture",
"EndpointConfigName"] }
}
},
"EndpointConfigWithDataCapture": {
"Type": "AWS::SageMaker::EndpointConfig",
"Properties": {
"ProductionVariants": [
{
"InitialInstanceCount": 1,
"InitialVariantWeigh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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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Type": "ml.t2.large",
"ModelName": { "Fn::GetAtt" : ["Model", "ModelName"] },
"VariantName": { "Fn::GetAtt" : ["Model", "ModelName"] }

}
],
"DataCaptureConfig": {
"EnableCapture": true,
"InitialSamplingPercentage": 100,
"DestinationS3Uri": "s3://bucket/prefix",
"KmsKeyId": "kmskeyid",
"CaptureOptions": [
{
"CaptureMode": "Input"
}
],
"CaptureContentTypeHeader": {
"CsvContentTypes": [
"text/csv"
],
"JsonContentTypes": [
"application/json"
]
}
}

}
},
"Model": {
"Type": "AWS::SageMaker::Model",
"Properties": {
"PrimaryContainer": {
"Image": { "Fn::FindInMap": [
"RegionMap",
{"Ref": "AWS::Region"},
"MyModelImage"
]
}
},
"ExecutionRoleArn": { "Fn::GetAtt" : ["ExecutionRole", "Arn"] }
}
},
"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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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
"JobDefinition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ManagedPolicyArns": [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
AmazonSageMakerFullAccess"
},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3FullAccess"
},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
AmazonEC2ContainerRegistryReadOnly"
}
]
}
},
"JobDefinition": {
"Type":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Properties": {
"ModelQualityAppSpecification": {
"ImageUri": {
"Fn::Sub": "123456789012.dkr.ecr.${AWS::Partition}.amazonaws.com/
sagemaker-model-monitor-analyzer:latest"
},
"ProblemType": "BinaryClassification"
},
"ModelQualityJobInput": {
"EndpointInput": {
"EndpointName": { "Fn::GetAtt" : ["Endpoint", "EndpointName"] },
"LocalPath": "/opt/ml/processing/endpointdata",
"InferenceAttribute": "inference",
"ProbabilityAttribute": "probability",
"ProbabilityThresholdAttribute": 0.8,
"StartTimeOffset": "-PT1H",
"EndTimeOffset": "-P0D"
},
"GroundTruthS3Inp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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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Uri": {
"Fn::Sub": "s3://model-quality-job-definition-${AWS::AccountId}/

groundtruth"
}

},
"ModelQualityJobOutputConfig": {
"MonitoringOutputs": [
{
"S3Output": {
"LocalPath": "/opt/ml/processing/localpath",
"S3Uri": {
"Fn::Sub": "s3://model-quality-job-definition-${AWS::AccountId}/

output"

]

}

}

}

}

}

}

}

}

},
"JobResources": {
"ClusterConfig":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ml.m5.large",
"VolumeSizeInGB": 50
}
},
"RoleArn": { "Fn::GetAtt" : ["JobDefinitionExecutionRole", "Arn"] },
"StoppingCondition": {
"MaxRuntimeInSeconds": 2000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Basic SageMaker Hosting entities to create a model quality job definition
Mappings:
RegionMap:
"us-west-2":
"MyModelImage":
"us-east-2":
"MyModelImage":
"us-east-1":
"MyModelImage":
"eu-west-1":
"MyModelImage":
"ap-northeast-1":
"MyModelImage":
"ap-northeast-2":
"MyModelImage":
"ap-southeast-2":
"MyModelImage":
"eu-central-1":
"MyModelImage":

"123456789012.dkr.ecr.us-west-2.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us-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us-east-1.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eu-west-1.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1.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ap-south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123456789012.dkr.ecr.eu-central-1.amazonaws.com/mymodel:latest"

Resources:
Endpoint:
Type: "AWS::SageMaker::End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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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EndpointConfigName:
!GetAtt EndpointConfigWithDataCapture.EndpointConfigName
EndpointConfigWithDataCapture:
Type: "AWS::SageMaker::EndpointConfig"
Properties:
ProductionVariants:
- InitialInstanceCount: 1
InitialVariantWeight: 1.0
InstanceType: ml.t2.large
ModelName: !GetAtt Model.ModelName
VariantName: !GetAtt Model.ModelName
DataCaptureConfig:
EnableCapture: true
InitialSamplingPercentage: 100
DestinationS3Uri: s3://bucket/prefix
KmsKeyId: kmskeyid
CaptureOptions:
- CaptureMode: Input
CaptureContentTypeHeader:
CsvContentTypes:
- "text/csv"
JsonContentTypes:
- "application/json"
Model:
Type: "AWS::SageMaker::Model"
Properties:
PrimaryContainer:
Image: !FindInMap [RegionMap, !Ref "AWS::Region", "MyModelImage"]
ExecutionRoleArn: !GetAtt ExecutionRole.Arn
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JobDefinition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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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ManagedPolicyArns: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ageMakerFullAccess"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3FullAccess"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
AmazonEC2ContainerRegistryReadOnly"
JobDefinition:
Type: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Properties:
ModelQualityAppSpecification:
ImageUri:
Fn::Sub: "123456789012.dkr.ecr.${AWS::Partition}.amazonaws.com/sagemaker-modelmonitor-analyzer:latest"
ProblemType: BinaryClassification
ModelQualityJobInput:
EndpointInput:
EndpointName: !GetAtt Endpoint.EndpointName
LocalPath: "/opt/ml/processing/endpointdata"
InferenceAttribute: inference
ProbabilityAttribute: probability
ProbabilityThresholdAttribute: 0.8
StartTimeOffset: "-PT1H"
EndTimeOffset: "-P0D"
GroundTruthS3Input:
S3Uri:
Fn::Sub: "s3://model-quality-job-definition-${AWS::AccountId}/groundtruth"
ModelQualityJobOutputConfig:
MonitoringOutputs:
- S3Output:
LocalPath: "/opt/ml/processing/localpath"
S3Uri:
Fn::Sub: "s3://model-quality-job-definition-${AWS::AccountId}/output"
JobResources:
ClusterConfig: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ml.m5.large
VolumeSizeInGB: 50
RoleArn: !GetAtt JobDefinitionExecutionRole.Arn
StoppingCondition:
MaxRuntimeInSeconds: 2000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ClusterConfig
처리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리소스 클러스터에 대한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tanceCount" : Integer,
"InstanceType" : String,
"VolumeKmsKeyId" : String,
"VolumeSizeInGB"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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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InstanceCount: Integer
InstanceType: String
VolumeKmsKeyId: String
VolumeSizeInGB: Integer

Properties
InstanceCount
모델 모니터링 작업에 사용할 ML 컴퓨팅 인스턴스의 수입니다. 분산 처리 작업의 경우 1보다 큰 값을 지
정합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Type
처리 작업에 사용할 ML 컴퓨팅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olumeKmsKeyId
모델 모니터링 작업을 실행하는 기계 학습 컴퓨팅 인스턴스에 연결된 스토리지 볼륨에서 데이터를 암호
화하는 데 Amazon SageMaker가 사용하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olumeSizeInGB
프로비저닝할 ML 스토리지 볼륨의 크기(GB)입니다. 시나리오에 맞춰 충분한 ML 스토리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ConstraintsResource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제약 조건 리소스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PI 버전 2010-05-15
586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SageMaker

}

"S3Uri" : String

YAML
S3Uri: String

Properties
S3Uri
제약 조건 리소스에 대한 Amazon S3 URI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EndpointInput
엔드포인트에 대한 입력 객체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pointName" : String,
"EndTimeOffset" : String,
"InferenceAttribute" : String,
"LocalPath" : String,
"ProbabilityAttribute" : String,
"ProbabilityThresholdAttribute" : Double,
"S3DataDistributionType" : String,
"S3InputMode" : String,
"StartTimeOffset" : String

YAML
EndpointName: String
EndTimeOffset: String
InferenceAttribute: String
LocalPath: String
ProbabilityAttribute: String
ProbabilityThresholdAttribute: Double
S3DataDistributionType: String
S3InputMode: String
StartTimeOffset: String

Properties
EndpointName
DataCaptureConfig를 활성화한 고객 계정의 엔드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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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dTimeOffset
지정된 경우 모니터링 작업의 종료 시간에서 이 시간이 차감됩니다. 모니터링 작업 예약에 오프셋을 사
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형 품질 모니터링 작업 예약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5
Pattern: ^.?P.*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ferenceAttribute
실측 정보 레이블을 나타내는 입력 데이터의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calPath
컨테이너에서 엔드포인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의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babilityAttribute
분류 문제에서 클래스 확률을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babilityThresholdAttribute
양성 결과로 평가할 클래스 확률에 대한 임계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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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oubl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DataDistributionType
Amazon S3에 배포된 입력 데이터가 S3 키에 의해 완전히 복제되는지 아니면 샤딩되는지입니다. 기본
값은 FullyReplicate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ullyReplicated | ShardedByS3Key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InputMode
Pipe 또는 File을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입력 모드로 사용하는지 여부입니다.
Pipe 모드는 대용량 데이터 세트에 권장되며, File 모드는 메모리에 들어가는 작은 파일에 유용합니
다. 기본값은 Fil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ile | Pip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rtTimeOffset
지정된 경우 모니터링 작업의 시작 시간에서 이 시간이 차감됩니다. 모니터링 작업 예약에 오프셋을 사
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형 품질 모니터링 작업 예약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5
Pattern: ^.?P.*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Environment
모니터링 작업이 실행되는 컨테이너의 환경 변수를 설정합니다.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ModelQualityAppSpecification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컨테이너 이미지 구성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PI 버전 2010-05-15
586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SageMaker

}

"ContainerArguments" : [ String, ... ],
"ContainerEntrypoint" : [ String, ... ],
"Environment" : Environment (p. 5869),
"ImageUri" : String,
"PostAnalyticsProcessorSourceUri" : String,
"ProblemType" : String,
"RecordPreprocessorSourceUri" : String

YAML
ContainerArguments:
- String
ContainerEntrypoint:
- String
Environment:
Environment (p. 5869)
ImageUri: String
PostAnalyticsProcessorSourceUri: String
ProblemType: String
RecordPreprocessorSourceUri: String

Properties
ContainerArguments
모니터링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인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tainerEntrypoint
모니터링 작업을 실행하는 컨테이너의 진입점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vironment
모니터링 작업이 실행되는 컨테이너의 환경 변수를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vironment (p. 586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mageUri
모니터링 작업이 실행되는 컨테이너 이미지의 주소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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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Maximum: 255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stAnalyticsProcessorSourceUri
분석을 수행한 후 호출되는 스크립트에 대한 Amazon S3 URI입니다. 기본 제공(자사) 컨테이너에만 적
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https|s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blemType
모니터링 작업이 모니터링하는 모형의 기계 학습 문제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inaryClassification | MulticlassClassification | Regressi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cordPreprocessorSourceUri
분석을 실행하기 전에 행별로 호출되는 스크립트에 대한 Amazon S3 URI입니다. 기본 제공 컨테이너가
변환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페이로드를 base64로 디코딩하고 병합된 json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
다. 기본 제공(자사) 컨테이너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https|s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ModelQualityBaselineConfig
제약 조건 모니터링 및 통계 모니터링을 위한 구성입니다. 이 기준 리소스는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도
록 예약된 일련의 작업 중에서 현재 작업의 결과와 비교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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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liningJobName" : String,
"ConstraintsResource" : ConstraintsResource (p. 5866)

YAML
BaseliningJobName: String
ConstraintsResource:
ConstraintsResource (p. 5866)

Properties
BaseliningJobName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straintsResourc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ConstraintsResource (p. 586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ModelQualityJobInput
모형 품질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입력입니다. 모형 품질 모니터링 작업의 입력에 현재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pointInput" : EndpointInput (p. 5867),
"GroundTruthS3Input" : MonitoringGroundTruthS3Input (p. 5873)

YAML
EndpointInput:
EndpointInput (p. 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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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TruthS3Input:
MonitoringGroundTruthS3Input (p. 5873)

Properties
EndpointInput
엔드포인트에 대한 입력 객체
Required: 예
Type: EndpointInput (p. 586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GroundTruthS3Input
모형에 제공된 실측 정보 레이블입니다.
Required: 예
Type: MonitoringGroundTruthS3Input (p. 587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MonitoringGroundTruthS3Input
모니터링 작업에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의 실측 정보 레이블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Uri" : String

YAML
S3Uri: String

Properties
S3Uri
실측 정보 레이블의 Amazon S3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512
Pattern: ^(https|s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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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MonitoringOutput
모니터링 작업의 출력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Output" : S3Output (p. 5876)

YAML
S3Output:
S3Output (p. 5876)

Properties
S3Output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가 저장되는 Amazon S3 스토리지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S3Output (p. 587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MonitoringOutputConfig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출력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msKeyId" : String,
"MonitoringOutputs" : [ MonitoringOutput (p. 5874), ... ]

YAML
KmsKeyId: String
MonitoringOutputs:
- MonitoringOutput (p. 5874)

Properties
KmsKeyId
Amazon SageMaker가 Amazon S3 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하여 저장된 모델 아티팩트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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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48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nitoringOutputs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 출력입니다. 주기적인 모니터링 작업의 출력이 업로드되는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MonitoringOutput (p. 5874)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MonitoringResources
모니터링 작업을 위해 배포할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usterConfig" : ClusterConfig (p. 5865)

YAML
ClusterConfig:
ClusterConfig (p. 5865)

Properties
ClusterConfig
처리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클러스터 리소스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ClusterConfig (p. 586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NetworkConfig
작업에 대한 네트워킹 옵션(예: 컨테이너 간 네트워크 트래픽 암호화, 컨테이너와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호출을 허용할지 여부, VPC 지원 작업에 사용할 VPC 서브넷 및 보안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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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InterContainerTrafficEncryption" : Boolean,
"EnableNetworkIsolation" : Boolean,
"VpcConfig" : VpcConfig (p. 5878)

YAML
EnableInterContainerTrafficEncryption: Boolean
EnableNetworkIsolation: Boolean
VpcConfig:
VpcConfig (p. 5878)

Properties
EnableInterContainerTrafficEncryption
분산 처리 작업 간의 모든 통신을 암호화할지 여부입니다. 통신을 암호화하려면 True를 선택합니다. 암
호화를 사용하면 분산 처리 작업의 보안이 강화되지만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ableNetworkIsolation
처리 작업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호출을 허용할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pcConfig
훈련 작업 및 호스팅된 모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VPC를 지정합니다. VPC를 구성하여 교육 및 모델 컨
테이너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VpcConfig (p. 587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S3Output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가 저장되는 Amazon S3 스토리지 위치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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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LocalPath" : String,
"S3UploadMode" : String,
"S3Uri" : String

YAML
LocalPath: String
S3UploadMode: String
S3Uri: String

Properties
LocalPath
Amazon SageMaker가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를 저장하는 Amazon S3 스토리지 위치에 대한 로컬 경로
입니다. LocalPath는 출력 데이터의 절대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UploadMode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를 연속적으로 업로드할지 아니면 작업이 완료된 후에 업로드할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Uri
Amazon SageMaker가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를 저장하는 Amazon S3 스토리지 위치를 식별하는 URI입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StoppingCondition
모델 훈련 작업, 모델 컴파일 작업 또는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을 지
정합니다. 또한 관리형 스팟 훈련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기간도 지정합니다. 작업이 시간 제한에 도달하면
Amazon SageMaker가 훈련 또는 컴파일 작업을 종료합니다. 이 API를 사용하여 모델 훈련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훈련 작업을 중지하기 위해, Amazon SageMaker는 작업 종료를 120초간 지연시키는 SIGTERM 신호를 알고
리즘에 보냅니다. 알고리즘은 이 120초의 시간 동안 모델 아티팩트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훈련 결과가 손실
되지 않습니다.
Amazon SageMaker에서 제공하는 훈련 알고리즘은 가능한 경우 모델 훈련 작업의 중간 결과를 자동으로 저
장합니다. 모델이 저장 가능한 상태가 아닐 수 있으므로 아티팩트를 저장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성공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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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이 방금 시작된 경우 모델을 저장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저
장하면 이 중간 데이터가 유효한 모델 아티팩트가 됩니다. 이를 사용하여 CreateModel로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Note
Neural Topic Model(NTM)은 현재 중간 모델 아티팩트의 저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NTM을 훈련할
때 최대 실행 시간이 훈련 작업이 완료되기에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RuntimeInSeconds" : Integer

YAML
MaxRuntimeInSeconds: Integer

Properties
MaxRuntimeInSeconds
훈련 또는 컴파일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최대 시간(초)입니다.
컴파일 작업의 경우 이 시간 동안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TimeOut 오류가 발생합니다. 900초부터 시
작하여 필요한 경우 모델에 따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모든 작업의 경우 이 시간 동안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Amazon SageMaker가 작업을 종료합니
다. RetryStrategy이(가) 작업 요청에서 지정되면 MaxRuntimeInSeconds이(가) 각 개별 시도가 아
니라 전체 시도에 대한 최대 시간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최대값은 28일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VpcConfig
훈련 작업 및 호스팅된 모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VPC를 지정합니다. VPC를 구성하여 교육 및 모델 컨테이
너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irtual Private Cloud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 보호
및 Amazon Virtual Private Cloud를 사용하여 훈련 작업 보호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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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s" : [ String, ... ]

YAML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s:
- String

Properties
SecurityGroupIds
VPC 보안 그룹 ID(sg-xxxxxxxx 형식). Subnets 필드에 지정된 VPC에 대한 보안 그룹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s
훈련 작업 또는 모델을 연결하려는 VPC의 서브넷 ID입니다. 특정 인스턴스 유형의 가용성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지원되는 인스턴스 유형 및 가용 영역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Maximum: 1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리소스는 Amazon SageMaker 리소스 유형으로, SageMaker
엔드포인트에 대해 캡처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SageMaker 처리 작업을 정기적으로 시작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Properties" : {
"EndpointName" : String,
"FailureReason" : String,
"LastMonitoringExecutionSummary" : MonitoringExecutionSummary (p. 5892),
"MonitoringScheduleConfig" : MonitoringScheduleConfig (p. 5899),
"MonitoringScheduleName" : String,
"MonitoringScheduleStatu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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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s" : [ Tag, ... ]

YAML
Type: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Properties:
EndpointName: String
FailureReason: String
LastMonitoringExecutionSummary:
MonitoringExecutionSummary (p. 5892)
MonitoringScheduleConfig:
MonitoringScheduleConfig (p. 5899)
MonitoringScheduleName: String
MonitoringScheduleStatus: String
Tags:
- Tag

Properties
EndpointName
모니터링 일정을 사용하는 엔드포인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ailureReason
모니터링 작업이 실패한 경우 실패한 이유를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stMonitoringExecutionSummary
마지막 실행(있는 경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설명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onitoringExecutionSummary (p. 58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nitoringScheduleConfig
모니터링 일정을 지정하고 모니터링 작업을 정의하는 구성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MonitoringScheduleConfig (p. 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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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nitoringScheduleName
모니터링 일정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onitoringScheduleStatus
모니터링 일정의 상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ailed | Pending | Scheduled | Stopp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모니터링 일정의 Amazon 리소스 이
름(ARN)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CreationTime
모니터링 일정이 생성된 시간입니다.
LastModifiedTime
모니터링 일정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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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Schedule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예제
SageMaker MonitoringSchedule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SageMaker 엔드포인트에 대한 모니터링 일정을 생성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Basic SageMaker Hosting entities to create a monitoring schedule",
"Mappings": {
"RegionMap": {
"us-west-2": {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us-west-2.amazonaws.com/
mymodel:latest"
},
"us-east-2": {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us-east-2.amazonaws.com/
mymodel:latest"
},
"us-east-1": {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us-east-1.amazonaws.com/
mymodel:latest"
},
"eu-west-1": {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eu-west-1.amazonaws.com/
mymodel:latest"
},
"ap-northeast-1": {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1.amazonaws.com/
mymodel:latest"
},
"ap-northeast-2": {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2.amazonaws.com/
mymodel:latest"
},
"ap-southeast-2": {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ap-southeast-2.amazonaws.com/
mymodel:latest"
},
"eu-central-1": {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eu-central-1.amazonaws.com/
mymodel:latest"
}
}
},
"Resources": {
"Endpoint": {
"Type": "AWS::SageMaker::Endpoint",
"Properties": {
"EndpointConfigName": null
}
},
"EndpointConfig": {
"Type": "AWS::SageMaker::EndpointConfig",
"Properties": {
"ProductionVaria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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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itialInstanceCount": 1,
"InitialVariantWeight": 1,
"InstanceType": "ml.t2.large",
"ModelName": null,
"VariantName": null

}
},
"Model": {
"Type": "AWS::SageMaker::Model",
"Properties": {
"PrimaryContainer": {
"Image": null
},
"ExecutionRoleArn": null
}
},
"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
]
}
}
]
}
},
"MonitoringSchedule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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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ction": [
"sts:AssumeRole"
]

},
"ManagedPolicyArns": [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
AmazonSageMakerFullAccess"
},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3FullAccess"
},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
AmazonEC2ContainerRegistryReadOnly"
}
]
}
},
"MonitoringSchedule": {
"Type":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Properties": {
"MonitoringScheduleConfig": {
"MonitoringJobDefinition": {
"MonitoringAppSpecification": {
"ImageUri": {
"Fn::Sub": "123456789012.dkr.ecr.${AWS::Partition}.amazonaws.com/
sagemaker-model-monitor-analyzer:latest"
}
},
"MonitoringInputs": [
{
"EndpointInput": {
"EndpointName": {
"Fn::ImportValue": "CanaryEndpointName"
},
"LocalPath": "/opt/ml/processing/endpointdata"
}
}
],
"MonitoringOutputConfig": {
"MonitoringOutputs": [
{
"S3Output": {
"LocalPath": "/opt/ml/processing/localpath",
"S3Uri": "s3://endpoint-data-capture/myEndpoint"
}
}
]
},
"MonitoringResources": {
"ClusterConfig": {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ml.m5.large",
"VolumeSizeInGB": 50
}
},
"RoleArn": null
},
"ScheduleConfig": {
"ScheduleExpression": "cron(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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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MonitoringScheduleName": "BasicMonitoringSchedule"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Basic SageMaker Hosting entities to create a monitoring schedule
Description: "Basic Hosting entities test. We need models to create endpoint configs."
Mappings:
RegionMap:
"us-west-2":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us-west-2.amazonaws.com/mymodel:latest"
"us-east-2":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us-east-2.amazonaws.com/mymodel:latest"
"us-east-1":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us-east-1.amazonaws.com/mymodel:latest"
"eu-west-1":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eu-west-1.amazonaws.com/mymodel:latest"
"ap-northeast-1":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1.amazonaws.com/
mymodel:latest"
"ap-northeast-2":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ap-northeast-2.amazonaws.com/
mymodel:latest"
"ap-southeast-2":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ap-southeast-2.amazonaws.com/
mymodel:latest"
"eu-central-1":
"NullTransformer": "123456789012.dkr.ecr.eu-central-1.amazonaws.com/mymodel:latest"
Resources:
Endpoint:
Type: "AWS::SageMaker::Endpoint"
Properties:
EndpointConfigName:
!GetAtt EndpointConfig.EndpointConfigName
EndpointConfig:
Type: "AWS::SageMaker::EndpointConfig"
Properties:
ProductionVariants:
- InitialInstanceCount: 1
InitialVariantWeight: 1.0
InstanceType: ml.t2.large
ModelName: !GetAtt Model.ModelName
VariantName: !GetAtt Model.ModelName
Model:
Type: "AWS::SageMaker::Model"
Properties:
PrimaryContainer:
Image: !FindInMap [RegionMap, !Ref "AWS::Region", "NullTransformer"]
ExecutionRoleArn: !GetAtt ExecutionRole.Arn
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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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MonitoringSchedule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ManagedPolicyArns: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ageMakerFullAccess"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3FullAccess"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
AmazonEC2ContainerRegistryReadOnly"
MonitoringSchedule:
Type: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Properties:
MonitoringScheduleConfig:
MonitoringJobDefinition:
MonitoringAppSpecification:
ImageUri:
Fn::Sub: "123456789012.dkr.ecr.${AWS::Partition}.amazonaws.com/sagemakermodel-monitor-analyzer:latest"
MonitoringInputs:
- EndpointInput:
EndpointName:
Fn::ImportValue: CanaryEndpointName
LocalPath: "/opt/ml/processing/endpointdata"
MonitoringOutputConfig:
MonitoringOutputs:
- S3Output:
LocalPath: "/opt/ml/processing/localpath"
S3Uri: s3://endpoint-data-capture/myEndpoint
MonitoringResources:
ClusterConfig:
InstanceCount: 1
InstanceType: ml.m5.large
VolumeSizeInGB: 50
RoleArn: !GetAtt MonitoringScheduleExecutionRole.Arn
ScheduleConfig:
ScheduleExpression: cron(0 * ? * * *)
MonitoringScheduleName: BasicMonitoring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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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BaselineConfig
데이터가 지정된 제약 조건 및 통계를 따르는지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straintsResource" : ConstraintsResource (p. 5888),
"StatisticsResource" : StatisticsResource (p. 5903)

YAML
ConstraintsResource:
ConstraintsResource (p. 5888)
StatisticsResource:
StatisticsResource (p. 5903)

Properties
ConstraintsResource
제약 조건 리소스에 대한 Amazon S3 URI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nstraintsResource (p. 588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isticsResource
현재 모니터링 작업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Amazon S3의 기준 통계 파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atisticsResource (p. 59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ClusterConfig
모델 모니터링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클러스터에 대한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InstanceCount" : Integer,
"InstanceType" : String,
"VolumeKmsKey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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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meSizeInGB" : Integer

YAML
InstanceCount: Integer
InstanceType: String
VolumeKmsKeyId: String
VolumeSizeInGB: Integer

Properties
InstanceCount
모델 모니터링 작업에 사용할 ML 컴퓨팅 인스턴스의 수입니다. 분산 처리 작업의 경우 1보다 큰 값을 지
정합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Type
처리 작업에 사용할 ML 컴퓨팅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KmsKeyId
모델 모니터링 작업을 실행하는 기계 학습 컴퓨팅 인스턴스에 연결된 스토리지 볼륨에서 데이터를 암호
화하는 데 Amazon SageMaker가 사용하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SizeInGB
프로비저닝할 ML 스토리지 볼륨의 크기(GB)입니다. 시나리오에 맞춰 충분한 ML 스토리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ConstraintsResource
제약 조건 리소스에 대한 Amazon S3 URI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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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S3Uri" : String

YAML
S3Uri: String

Properties
S3Uri
제약 조건 리소스에 대한 Amazon S3 URI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EndpointInput
엔드포인트에 대한 입력 객체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pointName" : String,
"LocalPath" : String,
"S3DataDistributionType" : String,
"S3InputMode" : String

YAML
EndpointName: String
LocalPath: String
S3DataDistributionType: String
S3InputMode: String

Properties
EndpointName
DataCaptureConfig를 활성화한 고객 계정의 엔드포인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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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calPath
컨테이너에서 엔드포인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의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DataDistributionType
Amazon S3에 배포된 입력 데이터가 S3 키에 의해 완전히 복제되는지 아니면 샤딩되는지입니다. 기본
값은 FullyReplicate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ullyReplicated | ShardedByS3Ke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InputMode
Pipe 또는 File을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입력 모드로 사용하는지 여부입니다.
Pipe 모드는 대용량 데이터 세트에 권장되며, File 모드는 메모리에 들어가는 작은 파일에 유용합니
다. 기본값은 Fil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ile | Pip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Environment
도커 컨테이너에 환경 변수를 설정합니다.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MonitoringAppSpecification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컨테이너 이미지 구성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ontainerArguments" : [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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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inerEntrypoint" : [ String, ... ],
"ImageUri" : String,
"PostAnalyticsProcessorSourceUri" : String,
"RecordPreprocessorSourceUri" : String

YAML
ContainerArguments:
- String
ContainerEntrypoint:
- String
ImageUri: String
PostAnalyticsProcessorSourceUri: String
RecordPreprocessorSourceUri: String

Properties
ContainerArguments
모니터링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인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tainerEntrypoint
모니터링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진입점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ring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Uri
모니터링 작업에서 실행할 컨테이너 이미지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55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stAnalyticsProcessorSourceUri
분석을 수행한 후 호출되는 스크립트에 대한 Amazon S3 URI입니다. 기본 제공(자사) 컨테이너에만 적
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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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https|s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cordPreprocessorSourceUri
분석을 실행하기 전에 행별로 호출되는 스크립트에 대한 Amazon S3 URI입니다. 기본 제공 컨테이너가
변환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페이로드를 base64로 디코딩하고 병합된 json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
다. 기본 제공(자사) 컨테이너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https|s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MonitoringExecutionSummary
실행할 마지막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정보 요약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reationTime" : String,
"EndpointName" : String,
"FailureReason" : String,
"LastModifiedTime" : String,
"MonitoringExecutionStatus" : String,
"MonitoringScheduleName" : String,
"ProcessingJobArn" : String,
"ScheduledTime" : String

YAML
CreationTime: String
EndpointName: String
FailureReason: String
LastModifiedTime: String
MonitoringExecutionStatus: String
MonitoringScheduleName: String
ProcessingJobArn: String
ScheduledTime: String

Properties
CreationTime
모니터링 작업이 생성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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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pointName
모니터링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엔드포인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ailureReason
모니터링 작업이 실패한 경우 실패한 이유를 포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stModifiedTime
모니터링 작업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을 나타내는 타임스탬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nitoringExecutionStatus
모니터링 작업의 상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mpleted | CompletedWithViolations | Failed | InProgress | Pending
| Stopped | Stopping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nitoringScheduleName
모니터링 일정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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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cessingJobArn
모니터링 작업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arn:aws[a-z\-]*:sagemaker:[a-z0-9\-]*:[0-9]{12}:processing-job/.*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dTime
모니터링 작업이 예약된 시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MonitoringInput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입력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pointInput" : EndpointInput (p. 5889)

YAML
EndpointInput:
EndpointInput (p. 5889)

Properties
EndpointInput
모니터링 작업의 엔드포인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EndpointInput (p. 588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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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MonitoringJobDefinition
모니터링 작업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aselineConfig" : BaselineConfig (p. 5887),
"Environment" : Environment (p. 5890),
"MonitoringAppSpecification" : MonitoringAppSpecification (p. 5890),
"MonitoringInputs" : [ MonitoringInput (p. 5894), ... ],
"MonitoringOutputConfig" : MonitoringOutputConfig (p. 5897),
"MonitoringResources" : MonitoringResources (p. 5898),
"NetworkConfig" : NetworkConfig (p. 5900),
"RoleArn" : String,
"StoppingCondition" : StoppingCondition (p. 5903)

YAML
BaselineConfig:
BaselineConfig (p. 5887)
Environment:
Environment (p. 5890)
MonitoringAppSpecification:
MonitoringAppSpecification (p. 5890)
MonitoringInputs:
- MonitoringInput (p. 5894)
MonitoringOutputConfig:
MonitoringOutputConfig (p. 5897)
MonitoringResources:
MonitoringResources (p. 5898)
NetworkConfig:
NetworkConfig (p. 5900)
RoleArn: String
StoppingCondition:
StoppingCondition (p. 5903)

Properties
BaselineConfig
데이터가 지정된 제약 조건 및 통계를 따르는지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aselineConfig (p. 588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vironment
도커 컨테이너에 환경 변수를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vironment (p. 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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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nitoringAppSpecification
지정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실행하도록 모니터링 작업을 구성합니다.
Required: 예
Type: MonitoringAppSpecification (p. 589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nitoringInputs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입력 배열입니다. 현재 Amazon SageMaker 엔드포인트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Required: 예
Type: MonitoringInput (p. 5894)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nitoringOutputConfig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에 업로드할 모니터링 작업의 출력 배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MonitoringOutputConfig (p. 589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nitoringResources
모니터링 작업을 위해 배포할 리소스, ML 컴퓨팅 인스턴스 및 ML 스토리지 볼륨을 식별합니다. 분산 처
리에서는 둘 이상의 인스턴스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MonitoringResources (p. 589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tworkConfig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네트워킹 옵션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etworkConfig (p. 59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Amazon SageMaker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수임할 수 있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
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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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048
Pattern: ^arn:aws[a-z\-]*:iam::\d{12}:role/?[a-zA-Z_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oppingCondition
모니터링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oppingCondition (p. 590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MonitoringOutput
모니터링 작업의 출력 객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Output" : S3Output (p. 5901)

YAML
S3Output:
S3Output (p. 5901)

Properties
S3Output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가 저장되는 Amazon S3 스토리지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S3Output (p. 59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MonitoringOutputConfig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출력 구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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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sKeyId" : String,
"MonitoringOutputs" : [ MonitoringOutput (p. 5897), ... ]

YAML
KmsKeyId: String
MonitoringOutputs:
- MonitoringOutput (p. 5897)

Properties
KmsKeyId
Amazon SageMaker가 Amazon S3 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하여 저장된 모델 아티팩트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48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nitoringOutputs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 출력입니다. 주기적인 모니터링 작업의 출력이 업로드되는 위치입니다.
Required: 예
Type: MonitoringOutput (p. 5897)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MonitoringResources
모니터링 작업을 위해 배포할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usterConfig" : ClusterConfig (p. 5887)

YAML
ClusterConfig:
ClusterConfig (p. 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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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lusterConfig
처리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클러스터 리소스에 대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Type: ClusterConfig (p. 588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MonitoringScheduleConfig
모니터링 일정을 구성하고 모니터링 작업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onitoringJobDefinition" : MonitoringJobDefinition (p. 5895),
"MonitoringJobDefinitionName" : String,
"MonitoringType" : String,
"ScheduleConfig" : ScheduleConfig (p. 5902)

YAML
MonitoringJobDefinition:
MonitoringJobDefinition (p. 5895)
MonitoringJobDefinitionName: String
MonitoringType: String
ScheduleConfig:
ScheduleConfig (p. 5902)

Properties
MonitoringJobDefinition
모니터링 작업을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onitoringJobDefinition (p. 589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nitoringJobDefinitionName
예약할 모니터링 작업 정의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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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nitoringType
예약할 모니터링 작업 정의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ataQuality | ModelBias | ModelExplainability | ModelQualit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Config
모니터링 일정을 구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cheduleConfig (p. 59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NetworkConfig
작업에 대한 네트워킹 옵션(예: 컨테이너 간 네트워크 트래픽 암호화, 컨테이너와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호출을 허용할지 여부, VPC 지원 작업에 사용할 VPC 서브넷 및 보안 그룹)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InterContainerTrafficEncryption" : Boolean,
"EnableNetworkIsolation" : Boolean,
"VpcConfig" : VpcConfig (p. 5904)

YAML
EnableInterContainerTrafficEncryption: Boolean
EnableNetworkIsolation: Boolean
VpcConfig:
VpcConfig (p. 5904)

Properties
EnableInterContainerTrafficEncryption
분산 처리 작업 간의 모든 통신을 암호화할지 여부입니다. 통신을 암호화하려면 True를 선택합니다. 암
호화를 사용하면 분산 처리 작업의 보안이 강화되지만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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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NetworkIsolation
처리 작업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호출을 허용할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Config
훈련 작업 및 호스팅된 모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VPC를 지정합니다. VPC를 구성하여 교육 및 모델 컨
테이너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irtual Private Cloud를 사용하여 엔드포인
트 보호 및 Amazon Virtual Private Cloud를 사용하여 훈련 작업 보호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VpcConfig (p. 590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S3Output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를 저장할 위치 및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ocalPath" : String,
"S3UploadMode" : String,
"S3Uri" : String

YAML
LocalPath: String
S3UploadMode: String
S3Uri: String

Properties
LocalPath
SageMaker가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를 저장하는 S3 스토리지 위치에 대한 로컬 경로입니다. LocalPath
는 출력 데이터의 절대 경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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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UploadMode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를 연속적으로 업로드할지 아니면 작업이 완료된 후에 업로드할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Uri
SageMaker가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를 저장하는 S3 스토리지 위치를 식별하는 URI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ScheduleConfig
모니터링 일정에 대한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cheduleExpression" : String

YAML
ScheduleExpression: String

Properties
ScheduleExpression
모니터링 일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설명하는 cron 표현식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유일한 cron 표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 시간 작업을 시작하도록 설정하려면 다음을 사용하십시오.
Hourly: cron(0 * ? * * *)
• 매일 작업을 시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cron(0 [00-23] ? * * *)
예를 들어 다음은 유효한 cron 표현식입니다.
• 매일 정오(UTC): cron(0 12 ? * * *)
• 매일 자정(UTC): cron(0 0 ? * * *)
6시간 및 12시간마다 실행하도록 다음 사항도 지원됩니다.
cron(0 [00-23]/[01-2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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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음은 유효한 cron 표현식입니다.
• 오후 5시(UTC)부터 12시간마다: cron(0 17/12 ? * * *)
• 자정부터 2시간마다: cron(0 0/2 ? * * *)

Note
• cron 표현식이 오후 5시(UTC)에 시작하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실행이 요청된 시간으로
부터 0~20분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일 일정을 사용하려는 경우 이 파라미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SageMaker가 매일 실행할 시간을 선택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StatisticsResource
현재 모니터링 작업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Amazon S3의 기준 통계 파일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Uri" : String

YAML
S3Uri: String

Properties
S3Uri
통계 리소스의 S3 URI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StoppingCondition
모델 훈련 작업, 모델 컴파일 작업 또는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을 지
정합니다. 또한 관리형 스팟 훈련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기간도 지정합니다. 작업이 시간 제한에 도달하면
Amazon SageMaker가 훈련 또는 컴파일 작업을 종료합니다. 이 API를 사용하여 모델 훈련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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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작업을 중지하기 위해, Amazon SageMaker는 작업 종료를 120초간 지연시키는 SIGTERM 신호를 알고
리즘에 보냅니다. 알고리즘은 이 120초의 시간 동안 모델 아티팩트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훈련 결과가 손실
되지 않습니다.
Amazon SageMaker에서 제공하는 훈련 알고리즘은 가능한 경우 모델 훈련 작업의 중간 결과를 자동으로 저
장합니다. 모델이 저장 가능한 상태가 아닐 수 있으므로 아티팩트를 저장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이 방금 시작된 경우 모델을 저장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저
장하면 이 중간 데이터가 유효한 모델 아티팩트가 됩니다. 이를 사용하여 CreateModel로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Note
Neural Topic Model(NTM)은 현재 중간 모델 아티팩트의 저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NTM을 훈련할
때 최대 실행 시간이 훈련 작업이 완료되기에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axRuntimeInSeconds" : Integer

YAML
MaxRuntimeInSeconds: Integer

Properties
MaxRuntimeInSeconds
훈련 또는 컴파일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최대 시간(초)입니다.
컴파일 작업의 경우 이 시간 동안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TimeOut 오류가 발생합니다. 900초부터 시
작하여 필요한 경우 모델에 따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모든 작업의 경우 이 시간 동안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Amazon SageMaker가 작업을 종료합니
다. RetryStrategy이(가) 작업 요청에서 지정되면 MaxRuntimeInSeconds이(가) 각 개별 시도가 아
니라 전체 시도에 대한 최대 시간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최대값은 28일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VpcConfig
훈련 작업 및 호스팅된 모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VPC를 지정합니다. VPC를 구성하여 교육 및 모델 컨테이
너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irtual Private Cloud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 보호
및 Amazon Virtual Private Cloud를 사용하여 훈련 작업 보호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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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s" : [ String, ... ]

YAML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s:
- String

Properties
SecurityGroupIds
VPC 보안 그룹 ID(sg-xxxxxxxx 형식). Subnets 필드에 지정된 VPC에 대한 보안 그룹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s
훈련 작업 또는 모델을 연결하려는 VPC의 서브넷 ID입니다. 특정 인스턴스 유형의 가용성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지원되는 인스턴스 유형 및 가용 영역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String 목록
Maximum: 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NotebookInstance
AWS::SageMaker::NotebookInstance 리소스는 Amazon SageMaker 노트북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노트북 인스턴스는 Jupyter 노트북에서 실행하는 기계 학습(ML) 컴퓨팅 인스턴스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노
트북 인스턴스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SageMaker::NotebookInstance",
"Properties" : {
"AcceleratorTypes" : [ String, ... ],
"AdditionalCodeRepositories" : [ String, ... ],
"DefaultCodeRepository" : String,
"DirectInternetAcces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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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stanceType" : String,
"KmsKeyId" : String,
"LifecycleConfigName" : String,
"NotebookInstanceName" : String,
"RoleArn" : String,
"RootAccess" : String,
"SecurityGroupIds" : [ String, ... ],
"SubnetId" : String,
"Tags" : [ Tag, ... ],
"VolumeSizeInGB" : Integer

YAML
Type: AWS::SageMaker::NotebookInstance
Properties:
AcceleratorTypes:
- String
AdditionalCodeRepositories:
- String
DefaultCodeRepository: String
DirectInternetAccess: String
InstanceType: String
KmsKeyId: String
LifecycleConfigName: String
NotebookInstanceName: String
RoleArn: String
RootAccess: String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Id: String
Tags:
- Tag
VolumeSizeInGB: Integer

Properties
AcceleratorTypes
이 노트북 인스턴스와 연결할 Amazon Elastic Inference(EI) 인스턴스 유형 목록입니다. 현재 하나의
인스턴스 유형만이 노트북 인스턴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ageMaker에서
Elastic Inference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유효한 값: ml.eia1.medium | ml.eia1.large | ml.eia1.xlarge | ml.eia2.medium |
ml.eia2.large | ml.eia2.xlarg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dditionalCodeRepositories
노트북 인스턴스와 연결된 최대 3개의 Git 리포지토리의 배열입니다. 이는 사용자 계정에서 리소스로 저
장된 Git 리포지토리의 이름 또는 AWS CodeCommit에서 Git 리포지토리의 URL이거나 다른 Git 리포지
토리의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포지토리는 노트북 인스턴스의 기본 리포지토리와 동일한 수준으
로 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ageMaker 노트북 인스턴스와 Git 리포지토리 연결을 참조하십
시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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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CodeRepository
기본 코드 리포지토리로 노트북 인스턴스와 연결된 Git 리포지토리입니다. 이는 사용자 계정에서 리소스
로 저장된 Git 리포지토리의 이름 또는 AWS CodeCommit에서 Git 리포지토리의 URL이거나 다른 Git 리
포지토리의 경우일 수 있습니다. 노트북 인스턴스를 열면 이 리포지토리가 포함된 디렉터리에서 열립니
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ageMaker 노트북 인스턴스와 Git 리포지토리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Pattern: ^https://([^/]+)/?(.*)$|^[a-zA-Z0-9](-*[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rectInternetAccess
Amazon SageMaker가 노트북 인스턴스에 대한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이
를 Disabled로 설정한 경우 이 노트북 인스턴스는 VPC에 있는 리소스에만 액세스할 수 있고, VPC의
NAT 게이트웨이를 구성하지 않는 한 Amazon SageMaker 교육 및 엔드포인트 서비스에 연결할 수 없습
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활성화된 노트북 인스턴스를 참조하십시오. SubnetId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설정한 경우에만 이 파라미터의 값을 Disabled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InstanceType
노트북 인스턴스를 실행할 ML 컴퓨팅 인스턴스의 유형입니다.

Note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면 CloudFormation이 노트북 인스턴스의 업데이트를 위해 인스턴스를 중
지하고 다시 시작하므로 서비스가 일부 중단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l.c4.2xlarge | ml.c4.4xlarge | ml.c4.8xlarge | ml.c4.xlarge
| ml.c5.18xlarge | ml.c5.2xlarge | ml.c5.4xlarge | ml.c5.9xlarge |
ml.c5.xlarge | ml.c5d.18xlarge | ml.c5d.2xlarge | ml.c5d.4xlarge |
ml.c5d.9xlarge | ml.c5d.xlarge | ml.g4dn.12xlarge | ml.g4dn.16xlarge
| ml.g4dn.2xlarge | ml.g4dn.4xlarge | ml.g4dn.8xlarge | ml.g4dn.xlarge
| ml.m4.10xlarge | ml.m4.16xlarge | ml.m4.2xlarge | ml.m4.4xlarge
| ml.m4.xlarge | ml.m5.12xlarge | ml.m5.24xlarge | ml.m5.2xlar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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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m5.4xlarge | ml.m5.xlarge | ml.m5d.12xlarge | ml.m5d.16xlarge |
ml.m5d.24xlarge | ml.m5d.2xlarge | ml.m5d.4xlarge | ml.m5d.8xlarge |
ml.m5d.large | ml.m5d.xlarge | ml.p2.16xlarge | ml.p2.8xlarge | ml.p2.xlarge
| ml.p3.16xlarge | ml.p3.2xlarge | ml.p3.8xlarge | ml.p3dn.24xlarge
| ml.r5.12xlarge | ml.r5.16xlarge | ml.r5.24xlarge | ml.r5.2xlarge |
ml.r5.4xlarge | ml.r5.8xlarge | ml.r5.large | ml.r5.xlarge | ml.t2.2xlarge
| ml.t2.large | ml.t2.medium | ml.t2.xlarge | ml.t3.2xlarge | ml.t3.large |
ml.t3.medium | ml.t3.xlarg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KeyId
노트북 인스턴스에 연결된 스토리지 볼륨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Amazon SageMaker가 사용하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 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KMS 키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가이드에서 키 사용 및 사
용 중지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48
Pattern: .*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ifecycleConfigName
노트북 인스턴스와 연결할 수명 주기 구성의 이름입니다. 수명 주기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ageMaker 개발자 안내서의 노트북 인스턴스 사용자 지정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ebookInstanceName
새 노트북 인스턴스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Arn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AWS 리소스로 요청을 전송할 때 Amazon SageMaker는 이 역할을 수임하
여 사용자를 대신해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Amazon SageMaker에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이 역할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책에서 Amazon SageMaker 서비스 보안 주체
(sagemaker.amazonaws.com) 권한을 허용해야 이 역할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ageMaker 역할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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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이 역할을 Amazon SageMaker에 전달할 수 있으려면 이 API의 호출자는 iam:PassRole 권한
이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aws[a-z\-]*:iam::\d{12}:role/?[a-zA-Z_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otAccess
노트북 인스턴스의 사용자에 대해 루트 액세스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기본 값
은 Enabled입니다.

Note
수명 주기 구성에서 노트북 인스턴스를 설정하려면 루트 액세스 권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
트북 인스턴스와 연결된 수명 주기 구성은 사용자에 대해 루트 액세스 권한을 비활성화할 경우
에도 항상 루트 액세스 권한으로 실행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Disabled | En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Ids
VPC 보안 그룹 ID(sg-xxxxxxxx 형식). 보안 그룹은 서브넷에 지정된 VPC의 보안 그룹과 동일해야 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ubnetId
ML 컴퓨팅 인스턴스로부터 연결하고자 하는 VPC의 서브넷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32
Pattern: [-0-9a-zA-Z]+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목록이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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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태그 및 비용 할당 태그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CreateTags API를 사용하여 나중에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olumeSizeInGB
노트북 인스턴스에 연결할 ML 스토리지 볼륨의 크기(GB)입니다. 기본값은 5GB입니다.

Note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면 CloudFormation이 노트북 인스턴스의 업데이트를 위해 인스턴스를 중
지하고 다시 시작하므로 서비스가 일부 중단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5
Maximum: 1638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노트북 인스턴스의 Amazon 리소
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sagemaker:us-west-2:012345678901:notebook-instance/
mynotebookinstance).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입니다.
NotebookInstanceName
노트북 인스턴스의 이름입니다(예: MyNotebookInstance).

예제
SageMaker 노트북 인스턴스 예제
다음 예에서는 노트북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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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Description": "Create Basic Notebook",
"Resources": {
"BasicNotebookInstance": {
"Type": "AWS::SageMaker::NotebookInstance",
"Properties": {
"InstanceType": "ml.t2.large",
"RoleArn": {
"Fn::GetAtt": [
"ExecutionRole",
"Arn"
]
}
}
},
"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ManagedPolicyArns": [
{
"Fn::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
AmazonSageMakerFullAccess"
}
]
}
}
},
"Outputs": {
"BasicNotebookInstanceId": {
"Value": {
"Ref": "BasicNotebookInstance"
}
}
}
}

YAML
Description: "Create basic notebook instance"
Resources:
BasicNotebookInstance:
Type: "AWS::SageMaker::NotebookInstance"
Properties:
InstanceType: "ml.t2.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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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Arn: !GetAtt ExecutionRole.Arn
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ManagedPolicyArns:
- !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ageMakerFullAccess"
Outputs:
BasicNotebookInstanceId:
Value: !Ref BasicNotebookInstance

AWS::SageMaker::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
AWS::SageMaker::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 리소스는 노트북 인스턴스 생성 및/또는
시작 시 실행할 셸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노트북 인스턴스 수명 주기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ageMaker 개발자 안내서의 노트북 인스턴스 사용자 지정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ageMaker::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
"Properties" : {
"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Name" : String,
"OnCreate" : [ NotebookInstanceLifecycleHook (p. 5915), ... ],
"OnStart" : [ NotebookInstanceLifecycleHook (p. 5915), ... ]
}

YAML
Type: AWS::SageMaker::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
Properties:
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Name: String
OnCreate:
- NotebookInstanceLifecycleHook (p. 5915)
OnStart:
- NotebookInstanceLifecycleHook (p. 5915)

Properties
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Name
수명 주기 구성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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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OnCreate
노트북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한 번만 실행하는 셸 스크립트입니다. 셸 스크립트는 base64-인코딩된 문
자열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otebookInstanceLifecycleHook (p. 5915)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nStart
노트북 인스턴스 생성 시를 포함하여 노트북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마다 실행되는 셸 스크립트입니다. 셸
스크립트는 base64-인코딩된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otebookInstanceLifecycleHook (p. 5915)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엔드포인트 구성의 Amazon 리소
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sagemaker:us-west-2:012345678901: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mylifecycleconfig).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입니다.
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Name
수명 주기 구성의 이름입니다(예: MyLifecycleConfig).

예제
SageMaker 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 예제
다음 예에서는 수명 주기 구성이 연결된 노트북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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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Description": "Basic NotebookInstance test",
"Resources": {
"BasicNotebookInstance": {
"Type": "AWS::SageMaker::NotebookInstance",
"Properties": {
"InstanceType": "ml.t2.medium",
"RoleArn": { "Fn::GetAtt" : [ "ExecutionRole", "Arn" ] },
"LifecycleConfigName": { "Fn::GetAtt" : [ "Basic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
"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Name" ] }
},
"Basic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 {
"Type": "AWS::SageMaker::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
"Properties": {
"OnStart": [
{
"Content": {
"Fn::Base64": "echo 'hello'"
}
}
]
}
},
"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Policies": [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
]
}
}
]
}
}
},
"Outputs": {
"BasicNotebookInstance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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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alue": { "Ref" : "BasicNotebookInstance" }
},
"Basic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Id": {
"Value": { "Ref" : "Basic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 }
}

YAML
Description: "Basic NotebookInstance test"
Resources:
BasicNotebookInstance:
Type: "AWS::SageMaker::NotebookInstance"
Properties:
InstanceType: "ml.t2.medium"
RoleArn: !GetAtt ExecutionRole.Arn
LifecycleConfigName: !GetAtt
Basic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Name
Basic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
Type: "AWS::SageMaker::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
Properties:
OnStart:
- Content:
Fn::Base64: "echo 'hello'"
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sagemaker.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Outputs:
BasicNotebookInstanceId:
Value: !Ref BasicNotebookInstance
Basic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Id:
Value: !Ref Basic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

AWS::SageMaker::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
NotebookInstanceLifecycleHook
노트북 인스턴스 수명 주기 구성 스크립트를 지정합니다. 각 수명 주기 구성 스크립트의 한도는 16384자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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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ent" : String

YAML
Content: String

Properties
Content
노트북 인스턴스 수명 주기 구성에 대한 셸 스크립트가 포함된 base64로 인코딩된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6384
Pattern: [\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Pipeline
AWS::SageMaker::Pipeline 리소스는 SageMaker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시작할 때 실행되는 셸 스크
립트를 생성합니다. SageMaker 파이프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ageMaker 개발자 안내서에서
SageMaker 파이프라인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ageMaker::Pipeline",
"Properties" : {
"PipelineDefinition" : Json,
"PipelineDescription" : String,
"PipelineDisplayName" : String,
"PipelineName" : String,
"RoleArn"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SageMaker::Pi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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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PipelineDefinition: Json
PipelineDescription: String
PipelineDisplayName: String
PipelineName: String
RoleAr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PipelineDefinition
파이프라인의 정의입니다. JSON 문자열 또는 Amazon S3 위치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ipelineDescription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3072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ipelineDisplayName
파이프라인의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zA-Z0-9](-*[a-zA-Z0-9]){0,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ipelineName
파이프라인의 이름.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zA-Z0-9](-*[a-zA-Z0-9]){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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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Arn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aws[a-z\-]*:iam::\d{12}:role/?[a-zA-Z_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파이프라인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파이프라인의 PipelineName을 반
환합니다.

예제
SageMaker 파이프라인 예
다음 예제에서는 수명 주기 구성이 연결된 Pipeline을 생성합니다.

JSON
# Pipeline definition given as a JSON string
{
"Resources": {
"MyPipeline": {
"Type": "AWS::SageMaker::Pipeline",
"Properties": {
"PipelineName": "<pipeline-name>",
"PipelineDisplayName": "<pipeline-display-name>",
"PipelineDescription": "<pipeline-description>",
"PipelineDefinition": {
"PipelineDefinitionBody": "{\"Version\":\"2020-12-01\",\"Parameters\":
[{\"Name\":\"InputDataSource\",\"DefaultValue\":\"\"},{\"Name\":\"InstanceCount\",\"Type
\":\"Integer\",\"DefaultValue\":1}],\"Steps\":[{\"Name\":\"Training1\",\"Type\":\"Training
\",\"Arguments\":{\"InputDataConfig\":[{\"DataSource\":{\"S3DataSource\":{\"S3Uri\":{\"Get
\":\"Parameters.InputDataSource\"}}}}],\"OutputDataConfig\":{\"S3OutputPath\":\"s3://my-s3bucket/\"},\"ResourceConfig\":{\"InstanceType\":\"ml.m5.large\",\"InstanceCount\":{\"Get\":
\"Parameters.InstanceCount\"},\"VolumeSizeInGB\":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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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oleArn": "arn:aws:iam::<account-id>:root"

JSON
# Pipeline definition given as an S3 string
{
"Resources": {
"MyPipeline": {
"Type": "AWS::SageMaker::Pipeline",
"Properties": {
"PipelineName": "<pipeline-name>",
"PipelineDisplayName": "<pipeline-display-name>",
"PipelineDescription": "<pipeline-description>",
"PipelineDefinition": {
"PipelineDefinitionS3Location": {
"Bucket": "<S3-bucket-location>",
"Key": "<S3-bucket-key>"
}
},
"RoleArn": "arn:aws:iam::<account-id>:root"
}
}
}
}

YAML
# Pipeline definition given as a JSON string
Resources:
MyAwesomePipeline:
Type: AWS::SageMaker::Pipeline
Properties:
PipelineName: "<pipeline-name>"
PipelineDisplayName: "<pipeline-display-name>"
PipelineDescription: "<pipeline-description>"
PipelineDefinition:
PipelineDefinitionBody: "{\"Version\":\"2020-12-01\",\"Parameters\":[{\"Name
\":\"InputDataSource\",\"DefaultValue\":\"\"},{\"Name\":\"InstanceCount\",\"Type\":
\"Integer\",\"DefaultValue\":1}],\"Steps\":[{\"Name\":\"Training1\",\"Type\":\"Training\",
\"Arguments\":{\"InputDataConfig\":[{\"DataSource\":{\"S3DataSource\":{\"S3Uri\":{\"Get\":
\"Parameters.InputDataSource\"}}}}],\"OutputDataConfig\":{\"S3OutputPath\":\"s3://my-s3bucket/\"},\"ResourceConfig\":{\"InstanceType\":\"ml.m5.large\",\"InstanceCount\":{\"Get\":
\"Parameters.InstanceCount\"},\"VolumeSizeInGB\":1024}}}]}"
RoleArn: "arn:aws:iam::<account-id>:root"

YAML
# Pipeline definition given as an S3 location Resources:
Resources:
MyAwesomePipeline:
Type: AWS::SageMaker::Pipeline
Properties:
PipelineName: "<pipeline-name>"
PipelineDisplayName: "<pipeline-display-name>"
PipelineDescription: "<pipeline-description>"
PipelineDefinition:
PipelineDefinitionS3Location:
Bucket: "<S3-bucket-location>"
Key: "<S3-bucket-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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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Arn: "arn:aws:iam::<account-id>:root"

AWS::SageMaker::Project
훈련부터 승인된 모형 배포에 이르는 ML 파이프라인을 설정하는 템플릿을 하나 이상 포함할 수 있는 기계 학
습(ML)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ageMaker::Project",
"Properties" : {
"ProjectDescription" : String,
"ProjectName" : String,
"ServiceCatalogProvisioningDetails" : Json,
"Tags" : [ Tag, ... ]
}

YAML
Type: AWS::SageMaker::Project
Properties:
ProjectDescription: String
ProjectName: String
ServiceCatalogProvisioningDetails: Json
Tags:
- Tag

Properties
ProjectDescription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p{L}\p{M}\p{Z}\p{S}\p{N}\p{P}]*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jectName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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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a-zA-Z0-9](-*[a-zA-Z0-9]){0,3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rviceCatalogProvisioningDetails
서비스 카탈로그를 프로비저닝하기 위한 제품 ID 및 프로비저닝 아티팩트 ID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ervice Catalog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목록이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사용 설명서에서 리소스 태그 및 비용 할당 태그 사
용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Fn::GetAtt
CreationTime
프로젝트가 생성된 시간입니다.
ProjectArn
프로젝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ProjectId
프로젝트의 ID입니다. 이 ID는 이 프로젝트에 연결된 모든 엔터티 앞에 추가됩니다.
ProjectStatus
프로젝트의 상태입니다.

예제
SageMaker 프로젝트 예
다음 예제에서는 SageMaker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JSON
{

"Description": "AWS SageMaker Project basic template",
"Resources": {
"SampleProject": {
"Type": "AWS::SageMaker::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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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perties": {
"ProjectName": "project1",
"ProjectDescription": "Project Description",
"ServiceCatalogProvisioningDetails": {
"ProductId": "prod-53ibyqbj2cgmo",
"ProvisioningArtifactId": "pa-sm4pjfuzictpe"
}
}

YAML
--Description: AWS SageMaker Project basic template
Resources:
SampleProject:
Type: AWS::SageMaker::Project
Properties:
ProjectName: "SampleProject"
ProjectDescription: "Project Description"
ServiceCatalogProvisioningDetails:
ProductId: "prod-53ibyqbj2cgmo"
ProvisioningArtifactId: "pa-sm4pjfuzictpe"

AWS::SageMaker::UserProfile
사용자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사용자 프로필은 도메인 내의 단일 사용자를 나타내며 공유, 보고 및 기타 사
용자 중심 기능을 목적으로 “사람”을 참조하는 주된 방법입니다. 이 엔터티는 사용자가 Amazon SageMaker
Studio에 온보딩할 때 생성됩니다. 관리자가 이메일로 사용자를 초대하거나 SSO에서 가져오는 경우 사용자
프로필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사용자 프로필은 개별 사용자 설정의 기본 소유자이며 사용자의 프라이빗
Amazon Elastic File System(EFS) 홈 디렉터리에 대한 참조를 포함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ageMaker::UserProfile",
"Properties" : {
"DomainId" : String,
"SingleSignOnUserIdentifier" : String,
"SingleSignOnUserValue" : String,
"Tags" : [ Tag, ... ],
"UserProfileName" : String,
"UserSettings" : UserSettings (p. 5929)
}

YAML
Type: AWS::SageMaker::UserProfile
Properties:
DomainId: String
SingleSignOnUserIdentifier: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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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SignOnUserValue: String
Tags:
- Tag
UserProfileName: String
UserSettings:
UserSettings (p. 5929)

Properties
DomainId
도메인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6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ingleSignOnUserIdentifier
SingleSignOnUserValue에 지정된 값 유형에 대한 지정자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유일한 값은
"UserName"입니다. Domain의 AuthMode가 SSO인 경우 이 필드는 필수입니다. 도메인의 AuthMode가
SSO가 아닌 경우 이 필드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ingleSignOnUserValue
이 사용자 프로필에 연결된 AWS Single Sign-On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Domain의 AuthMode가
SSO인 경우 이 필드는 필수이며 디렉터리에 있는 사용자의 유효한 사용자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도
메인의 AuthMode가 SSO가 아닌 경우 이 필드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사용자 프로필에 대해 지정한 태그는 사용자 프로필로 시작되는 모든 앱에도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rProfileName
사용자 프로필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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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rSettings
Amazon SageMaker Studio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설정 모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UserSettings (p. 59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도메인 ID 및 사용자 프로필 이름
(예: d-xxxxxxxxxxxx 및 my-user-profile)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UserProfileArn
사용자 프로필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sagemaker:uswest-2:account-id:user-profile/my-user-profile).

AWS::SageMaker::UserProfile CustomImage
사용자 지정 SageMaker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체 SageMaker 이미지 가져오기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pImageConfigName" : String,
"ImageName" : String,
"ImageVersionNumber" : Integer

YAML
AppImageConfigName: String
ImageName: String
ImageVersionNumber: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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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ppImageConfigName
AppImageConfig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Name
CustomImage의 이름입니다. 계정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mageVersionNumber
CustomImage의 버전 번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UserProfile JupyterServerAppSettings
JupyterServer 앱 설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faultResourceSpec" : ResourceSpec (p. 5927)

YAML
DefaultResourceSpec:
ResourceSpec (p. 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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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faultResourceSpec
JupyterServer 앱에 사용되는 기본 SageMaker 이미지의 기본 인스턴스 유형 및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Spec (p. 59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UserProfile KernelGatewayAppSettings
KernelGateway 앱 설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ustomImages" : [ CustomImage (p. 5924), ... ],
"DefaultResourceSpec" : ResourceSpec (p. 5927)

YAML
CustomImages:
- CustomImage (p. 5924)
DefaultResourceSpec:
ResourceSpec (p. 5927)

Properties
CustomImages
KernelGateway 앱으로 실행되도록 구성된 사용자 지정 SageMaker 이미지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ustomImage (p. 5924) 목록
Maximum: 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ResourceSpec
KernelGateway 앱에 사용되는 기본 SageMaker 이미지의 기본 인스턴스 유형 및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sourceSpec (p. 59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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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ageMaker::UserProfile ResourceSpec
SageMaker 이미지 및 SageMaker 이미지 버전의 ARN과 버전이 실행되는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tanceType" : String,
"SageMakerImageArn" : String,
"SageMakerImageVersionArn" : String

YAML
InstanceType: String
SageMakerImageArn: String
SageMakerImageVersionArn: String

Properties
InstanceType
이미지 버전이 실행되는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l.c5.12xlarge | ml.c5.18xlarge | ml.c5.24xlarge | ml.c5.2xlarge
| ml.c5.4xlarge | ml.c5.9xlarge | ml.c5.large | ml.c5.xlarge |
ml.g4dn.12xlarge | ml.g4dn.16xlarge | ml.g4dn.2xlarge | ml.g4dn.4xlarge
| ml.g4dn.8xlarge | ml.g4dn.xlarge | ml.m5.12xlarge | ml.m5.16xlarge |
ml.m5.24xlarge | ml.m5.2xlarge | ml.m5.4xlarge | ml.m5.8xlarge | ml.m5.large
| ml.m5.xlarge | ml.m5d.12xlarge | ml.m5d.16xlarge | ml.m5d.24xlarge
| ml.m5d.2xlarge | ml.m5d.4xlarge | ml.m5d.8xlarge | ml.m5d.large
| ml.m5d.xlarge | ml.p3.16xlarge | ml.p3.2xlarge | ml.p3.8xlarge |
ml.p3dn.24xlarge | ml.r5.12xlarge | ml.r5.16xlarge | ml.r5.24xlarge |
ml.r5.2xlarge | ml.r5.4xlarge | ml.r5.8xlarge | ml.r5.large | ml.r5.xlarge
| ml.t3.2xlarge | ml.t3.large | ml.t3.medium | ml.t3.micro | ml.t3.small |
ml.t3.xlarge | system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geMakerImageArn
이미지 버전이 속한 SageMaker 이미지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arn:aws(-[\w]+)*:sagemaker:.+:[0-9]{12}:image/[a-z0-9]([-.]?[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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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eMakerImageVersionArn
인스턴스에 생성된 이미지 버전의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Pattern: ^arn:aws(-[\w]+)*:sagemaker:.+:[0-9]{12}:image-version/[a-z0-9]([-.]?
[a-z0-9])*/[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UserProfile SharingSettings
Amazon SageMaker Studio 노트북을 공유할 때의 옵션을 지정합니다. 이 설정은 CreateDomain API를 호출
할 때 DefaultUserSettings의 일부로 지정되고 CreateUserProfile API를 호출할 때 UserSettings의
일부로 지정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otebookOutputOption" : String,
"S3KmsKeyId" : String,
"S3OutputPath" : String

YAML
NotebookOutputOption: String
S3KmsKeyId: String
S3OutputPath: String

Properties
NotebookOutputOption
노트북을 공유할 때 노트북 셀 출력을 포함할지 여부입니다. 기본값은 Disable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owed | Disabl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KmsKeyId
NotebookOutputOption이 Allowed인 경우 Amazon S3 버킷의 노트북 셀 출력의 암호화에 AWS
Key Management Service(KMS) 암호화 키 ID가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API 버전 2010-05-15
592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SageMaker

Maximum: 2048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OutputPath
NotebookOutputOption이 Allowed인 경우 Amazon S3 버킷에 공유 노트북 스냅샷이 저장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https|s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UserProfile UserSettings
Amazon SageMaker Studio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설정 모음입니다. 이 설정은 CreateDomain API를 호출할
때 지정되고 CreateUserProfile API를 호출할 때 DefaultUserSettings로 지정됩니다.
두 호출에서 모두 지정하는 경우 SecurityGroups가 집계됩니다. UserSettings의 다른 모든 설정의 경
우 CreateUserProfile에 지정된 값이 CreateDomain에 지정된 값보다 우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ecutionRole" : String,
"JupyterServerAppSettings" : JupyterServerAppSettings (p. 5925),
"KernelGatewayAppSettings" : KernelGatewayAppSettings (p. 5926),
"SecurityGroups" : [ String, ... ],
"SharingSettings" : SharingSettings (p. 5928)

YAML
ExecutionRole: String
JupyterServerAppSettings:
JupyterServerAppSettings (p. 5925)
KernelGatewayAppSettings:
KernelGatewayAppSettings (p. 5926)
SecurityGroups:
- String
SharingSettings:
SharingSettings (p. 5928)

Properties
ExecutionRole
사용자의 실행 역할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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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aws[a-z\-]*:iam::\d{12}:role/?[a-zA-Z_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upyterServerAppSettings
Jupyter 서버의 앱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upyterServerAppSettings (p. 59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rnelGatewayAppSettings
커널 게이트웨이 앱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KernelGatewayAppSettings (p. 592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Groups
Studio에서 통신에 사용하는 Amazon Virtual Private Cloud(VPC)의 보안 그룹입니다.
CreateDomain.AppNetworkAccessType 파라미터가 PublicInternetOnly로 설정된 경우 선택
사항입니다.
CreateDomain.AppNetworkAccessType 파라미터가 VpcOnly로 설정된 경우 필수입니다.
Amazon SageMaker는 SageMaker Studio의 NFS 트래픽을 허용하는 보안 그룹을 추가합니다. 따라서
지정할 수 있는 보안 그룹의 수는 표시된 최대 수보다 1이 작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haringSettings
SageMaker Studio 노트북 공유에 대한 옵션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haringSettings (p. 59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Workteam
데이터 라벨링을 위한 새로운 작업 팀을 생성합니다. 작업 팀은 하나 이상의 Amazon Cognito 사용자 풀로 정
의됩니다. 작업 팀을 생성하기 전에 먼저 사용자 풀을 생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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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계정 및 리전에서 생성할 수 있는 작업 팀은 최대 25개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ageMaker::Workteam",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MemberDefinitions" : [ MemberDefinition (p. 5933), ... ],
"NotificationConfiguration" : NotificationConfiguration (p. 5934),
"Tags" : [ Tag, ... ],
"WorkteamName" : String
}

YAML
Type: AWS::SageMaker::Workteam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MemberDefinitions:
- MemberDefinition (p. 5933)
NotificationConfiguration:
NotificationConfiguration (p. 5934)
Tags:
- Tag
WorkteamName: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작업 팀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0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mberDefinitions
작업 팀의 구성원인 작업자를 식별하는 객체가 포함된 MemberDefinition 객체 목록입니다.
작업자는 Amazon Cognito 또는 자체 OIDC 자격 증명 공급자(IdP)를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
다. Amazon Cognito를 사용하여 생성된 프라이빗 작업자의 경우 CognitoMemberDefinition를
사용합니다. 자체 OIDC 자격 증명 공급자(IdP)를 사용하여 생성된 작업자의 경우
OidcMemberDefinition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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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MemberDefinition (p. 5933) 목록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icationConfiguration
작업 팀에서 사용 가능한 또는 만료된 작업 항목에 대한 SNS 알림을 구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otificationConfiguration (p. 593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orkteamName
작업 팀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3
Pattern: ^[a-zA-Z0-9](-*[a-zA-Z0-9]){0,6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Fn::GetAtt
WorkteamNam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AWS::SageMaker::Workteam CognitoMemberDefinition
Amazon Cognito 사용자 그룹을 식별합니다. 사용자 그룹은 하나 이상의 작업 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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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ognitoClientId" : String,
"CognitoUserGroup" : String,
"CognitoUserPool" : String

YAML
CognitoClientId: String
CognitoUserGroup: String
CognitoUserPool: String

Properties
CognitoClient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gnitoUserGroup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gnitoUserPool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ageMaker::Workteam MemberDefinition
작업 팀에 속하는 Amazon Cognito 또는 자체 OIDC IdP 사용자 그룹을 정의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gnitoMemberDefinition" : CognitoMemberDefinition (p. 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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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CognitoMemberDefinition:
CognitoMemberDefinition (p. 5932)

Properties
CognitoMemberDefinition
작업 팀에 속하는 Amazon Cognito 사용자 그룹입니다.
Required: 예
Type: CognitoMemberDefinition (p. 59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ageMaker::Workteam NotificationConfiguration
작업 팀에서 사용 가능한 또는 만료된 작업 항목에 대한 Amazon SNS 알림을 구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otificationTopicArn" : String

YAML
NotificationTopicArn: String

Properties
NotificationTopicArn
알림을 게시해야 하는 Amazon SNS 주제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arn:aws[a-z\-]*:sns:[a-z0-9\-]*:[0-9]{12}:[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Secrets Manage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SecretsManager::ResourcePolicy (p. 5935)
•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p. 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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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SecretsManager::Secret (p. 5956)
•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p. 5966)

AWS::SecretsManager::ResourcePolicy
지정된 리소스 기반 권한 정책의 콘텐츠를 보안 암호에 연결합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은 선택 사항입니다. 또
는 정책 설명서 Resources 요소에서 보안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할 IAM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증명 기반 정책과 리소스 기반 정책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사용자와 역할은 모든 관련 정책에서 허용하는 권한을 받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cretsManager::ResourcePolicy",
"Properties" : {
"BlockPublicPolicy" : Boolean,
"ResourcePolicy" : Json,
"SecretId" : String
}

YAML
Type: AWS::SecretsManager::ResourcePolicy
Properties:
BlockPublicPolicy: Boolean
ResourcePolicy: Json
SecretId: String

Properties
BlockPublicPolicy
정보를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리소스 정책에 대한 검사를 구성했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파라미터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안 암호에 대한 리소스 기반 정책 관리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Policy
리소스 기반 정책의 문법 및 구문에 따라 구성된 JSON 객체를 지정합니다. 정책은 이 보안 암호와 연결
버전을 액세스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를 식별합니다. 이 리소스 유형에 대한 파라미터로서 JSON
객체 형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ecrets Manager에서 Secrets Manager에서 리
소스 기반 정책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동일한 규칙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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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Id
리소스 기반 권한 정책을 연결할 보안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또는 친숙한 이름을 지정합니
다.

Important
이 속성을 사용하여 기존 리소스 기반 정책에 대해 SecretId를 변경한 경우, 원래 보안 암호에
있는 정책이 제거되고 정책이 SecretId가 지정된 보안 암호에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 2개의
보안 암호에 대한 권한이 변경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AWS::SecretsManager::ResourcePolicy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로 전달하면 이 함수는
다음과 같은 보안 암호의 ARN을 반환합니다.
arn:aws:secretsmanager:us-west-2:123456789012:secret:my-path/my-secretname-1a2b3c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동일한 템플릿의 또 다른 리소스의 정의 내에 있는 스택 템플릿의 한 부분에서 생성한 보
안 암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리소스 유형과
함께 이를 사용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십시오.

예제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비밀에 리소스 기반 정책 연결
다음 예제에서는 비밀에 리소스 기반 정책을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요청 문자열 입력 및 응답
출력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공백과 줄 바꿈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입력을 한 줄 JSON 문자열로 제출합니
다.

JSON
{

"MySecret": {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
"Description": "This is a secret that I want to attach a resource-based policy to"
}
},
"MySecretResourcePolicy": {
"Type": "AWS::SecretsManager::ResourcePolicy",
"Properties": {
"BlockPublicPolicy": "True",
"SecretId": {
"Ref": "MySecret"
},
"ResourcePolicy":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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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Resource": "*",
"Action": "secretsmanager:DeleteSecret",
"Effect": "Deny",
"Principal": {
"AWS": {
"Fn::Sub": "arn:aws:iam::${AWS::AccountId}:root"
}
}

YAML
--My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This is a secret that I want to attach a resource-based policy to
MySecretResourcePolicy:
Type: AWS::SecretsManager::ResourcePolicy
Properties:
BlockPublicPolicy: True
SecretId:
Ref: MySecret
ResourcePolicy:
Version: '2012-10-17'
Statement:
- Resource: "*"
Action: secretsmanager:DeleteSecret
Effect: Deny
Principal:
AWS:
Fn::Sub: arn:aws:iam::${AWS::AccountId}:root

참고 항목
• AWS::SecretsManager::Secret
•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리소스는 보안 암호에 대한 교체를 구성합니다. 데이터베
이스 또는 서비스의 세부 정보로 보안 암호를 구성해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비밀과 데
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를 모두 정의한 경우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리소스를 정
의하여 비밀에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의 연결 세부 정보를 채운 다음 교체를 구성합니다.

Important
비밀에 대한 교체를 구성한 경우 AWS CloudFormation는 비밀을 자동으로 1회 교체합니다. 충돌을
방지하려면 교체 구성 전에 Secrets Manager를 사용해 보안 암호를 검색하도록 모든 클라이언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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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Properties" : {
"HostedRotationLambda" : HostedRotationLambda (p. 5953),
"RotationLambdaARN" : String,
"RotationRules" : RotationRules (p. 5956),
"SecretId" : String
}

YAML
Type: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Properties:
HostedRotationLambda:
HostedRotationLambda (p. 5953)
RotationLambdaARN: String
RotationRules:
RotationRules (p. 5956)
SecretId: String

Properties
HostedRotationLambda
이러한 값을 사용하려면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시작 부분에 Transform:
AWS::SecretsManager-2020-07-23을 지정해야 합니다.
RotationSchedule.HostedRotationLambda에 유효한 값을 입력하면 Secrets Manager가
secret-id 속성에 지정된 보안 암호에 대해 교체를 수행하는 Lambda를 시작합니다. 템플릿은
Lambda를 현재 스택 내의 중첩 스택의 일부로 생성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HostedRotationLambda (p. 595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tationLambdaARN
보안 암호를 교체할 수 있는 Lambda 함수의 ARN을 지정합니다.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보
안 암호에 이미 구성된 Lambda 함수의 ARN이 있어야 합니다. 이 템플릿에서 생성된 Lambda 함수를 참
조하려면 함수의 논리적 ID와 함께 Ref 함수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tationRules
이 보안 암호에 대한 교체 일정을 정의하는 구조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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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otationRules (p. 59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Id
교체하고자 하는 보안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또는 친숙한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템플릿에
서 생성된 보안 암호를 참조하려면 보안 암호의 논리적 ID와 함께 Ref 함수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
는 다음과 같이 구성 중인 보안 암호의 ARN을 반환합니다.
arn:aws:secretsmanager: us-west-2:123456789012:secret:my-path/my-secret-name-1a2b3c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동일한 템플릿의 또 다른 리소스의 정의 내에 있는 스택 템플릿의 한 부분에서 생성한 보
안 암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리소스 유형의 정의 시 일반
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십시오.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보안 암호 생성, 보안 암호와 연결된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생성 및 교체 구성에 대한
전체 예제를 보여줍니다. Lambda 교체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필요한 신뢰 및 권한 정책을 연결하는 방법, 정
의된 일정에 함수와 보안 암호를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RDS 보안 암호 교체

RDS 데이터베이스 비밀 교체 구성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2010-09-09",
"Transform":"AWS::SecretsManager-2020-07-23",
"Resources":{
"TestVPC":{
"Type":"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10.0.0.0/16",
"EnableDnsHostnames":true,
"EnableDnsSupport":true
}
},
"TestSubnet01":{
"Type":"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10.0.96.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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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n::GetAZs":{
"Ref":"AWS::Region"
}

},
"VpcId":{
"Ref":"TestVPC"
}

}
},
"TestSubnet02":{
"Type":"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10.0.128.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1",
{
"Fn::GetAZs":{
"Ref":"AWS::Region"
}
}
]
},
"VpcId":{
"Ref":"TestVPC"
}
}
},
"SecretsManagerVPCEndpoint":{
"Type":"AWS::EC2::VPCEndpoint",
"Properties":{
"SubnetIds":[
{
"Ref":"TestSubnet01"
},
{
"Ref":"TestSubnet02"
}
],
"SecurityGroupIds":[
{
"Fn::GetAtt":[
"TestVPC",
"DefaultSecurityGroup"
]
}
],
"VpcEndpointType":"Interface",
"ServiceName":{
"Fn::Sub":"com.amazonaws.${AWS::Region}.secretsmanager"
},
"PrivateDnsEnabled":true,
"VpcId":{
"Ref":"TestVPC"
}
}
},
"MyRDSInstanceRotationSecret":{
"Type":"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username\": \"admin\"}",
"GenerateStringKey":"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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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Length":16,
"ExcludeCharacters":"\"@/\\"

},
"Tags":[
{
"Key":"AppName",
"Value":"MyApp"
}
]

}
},
"MyDBInstance":{
"Type":"AWS::RDS::DBInstance",
"Properties":{
"AllocatedStorage":20,
"DBInstanceClass":"db.t3.micro",
"Engine":"mysql",
"DBSubnetGroupName":{
"Ref":"MyDBSubnetGroup"
},
"MasterUsername":{
"Fn::Sub":"{{resolve:secretsmanager:
${MyRDSInstanceRotation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Fn::Sub":"{{resolve:secretsmanager:
${MyRDSInstanceRotationSecret}::password}}"
},
"BackupRetentionPeriod":0,
"VPCSecurityGroups":[
{
"Fn::GetAtt":[
"TestVPC",
"DefaultSecurityGroup"
]
}
]
}
},
"MyDBSubnetGroup":{
"Type":"AWS::RDS::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Test Group",
"SubnetIds":[
{
"Ref":"TestSubnet01"
},
{
"Ref":"TestSubnet02"
}
]
}
},
"SecretRDSInstanceAttachment":{
"Type":"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MyRDSInstanceRotationSecret"
},
"TargetId":{
"Ref":"MyDBInstance"
},
"TargetType":"AWS::RDS::DBInstance"
}
},
"MySecretRotation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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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ype":"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DependsOn":"SecretRDSInstance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MyRDSInstanceRotationSecret"
},
"HostedRotationLambda":{
"RotationType":"MySQLSingleUser",
"RotationLambdaName":"SecretsManagerRotation",
"VpcSecurityGroupIds":{
"Fn::GetAtt":[
"TestVPC",
"DefaultSecurityGroup"
]
},
"VpcSubnetIds":{
"Fn::Join":[
",",
[
{
"Ref":"TestSubnet01"
},
{
"Ref":"TestSubnet02"
}
]
]
}
},
"RotationRules":{
"AutomaticallyAfterDays":30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Transform: AWS::SecretsManager-2020-07-23
Resources:
Test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Hostnames: true
EnableDnsSupport: true
TestSubnet01: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96.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TestVPC
TestSubnet02: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12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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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TestVPC
SecretsManagerVPCEndpoint:
Type: AWS::EC2::VPCEndpoint
Properties:
SubnetIds:
- Ref: TestSubnet01
- Ref: TestSubnet02
SecurityGroupIds:
- Fn::GetAtt:
- TestVPC
- DefaultSecurityGroup
VpcEndpointType: Interface
ServiceName:
Fn::Sub: com.amazonaws.${AWS::Region}.secretsmanager
PrivateDnsEnabled: true
VpcId:
Ref: TestVPC
MyRDSInstanceRotation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admin"}'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Tags:
- Key: AppName
Value: MyApp
My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AllocatedStorage: 20
DBInstanceClass: db.t3.micro
Engine: mysql
DBSubnetGroupName:
Ref: MyDBSubnetGroup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MyRDSInstanceRotation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MyRDSInstanceRotationSecret}::password}}"
BackupRetentionPeriod: 0
VPCSecurityGroups:
- Fn::GetAtt:
- TestVPC
- DefaultSecurityGroup
MyDBSubnetGroup:
Type: AWS::RDS::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Test Group
SubnetIds:
- Ref: TestSubnet01
- Ref: TestSubnet02
SecretRDSInstanceAttachmen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 MyRDSInstanceRotationSecret
TargetId:
Ref: MyDBInstance
TargetType: AWS::RDS::DB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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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ecretRotationSchedule:
Type: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DependsOn: SecretRDSInstance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 MyRDSInstanceRotationSecret
HostedRotationLambda:
RotationType: MySQLSingleUser
RotationLambdaName: SecretsManagerRotation
VpcSecurityGroupIds:
Fn::GetAtt:
- TestVPC
- DefaultSecurityGroup
VpcSubnetIds:
Fn::Join:
- ","
- - Ref: TestSubnet01
- Ref: TestSubnet02
RotationRules:
AutomaticallyAfterDays: 30

Redshift 클러스터 비밀 교체 예제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2010-09-09",
"Transform":"AWS::SecretsManager-2020-07-23",
"Resources":{
"TestVPC":{
"Type":"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10.0.0.0/16",
"EnableDnsHostnames":true,
"EnableDnsSupport":true
}
},
"TestSubnet01":{
"Type":"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10.0.96.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0",
{
"Fn::GetAZs":{
"Ref":"AWS::Region"
}
}
]
},
"VpcId":{
"Ref":"TestVPC"
}
}
},
"TestSubnet02":{
"Type":"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10.0.128.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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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n::GetAZs":{
"Ref":"AWS::Region"
}

},
"VpcId":{
"Ref":"TestVPC"
}

}
},
"SecretsManagerVPCEndpoint":{
"Type":"AWS::EC2::VPCEndpoint",
"Properties":{
"SubnetIds":[
{
"Ref":"TestSubnet01"
},
{
"Ref":"TestSubnet02"
}
],
"SecurityGroupIds":[
{
"Fn::GetAtt":[
"TestVPC",
"DefaultSecurityGroup"
]
}
],
"VpcEndpointType":"Interface",
"ServiceName":{
"Fn::Sub":"com.amazonaws.${AWS::Region}.secretsmanager"
},
"PrivateDnsEnabled":true,
"VpcId":{
"Ref":"TestVPC"
}
}
},
"MyRedshiftSecret":{
"Type":"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This is my rds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username\": \"admin\"}",
"GenerateStringKey":"password",
"PasswordLength":16,
"ExcludeCharacters":"\"@/\\"
},
"Tags":[
{
"Key":"AppName",
"Value":"MyApp"
}
]
}
},
"MyRedshiftCluster":{
"Type":"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DBName":"myyamldb",
"NodeType":"ds2.xlarge",
"ClusterType":"single-node",
"ClusterSubnetGroupName":{
"Ref":"ResdshiftSubnet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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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Username":{
"Fn::Sub":"{{resolve:secretsmanager:${MyRedshift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Fn::Sub":"{{resolve:secretsmanager:${MyRedshiftSecret}::password}}"
},
"PubliclyAccessible":false,
"VpcSecurityGroupIds":[
{
"Fn::GetAtt":[
"TestVPC",
"DefaultSecurityGroup"
]
}
]

}
},
"ResdshiftSubnetGroup":{
"Type":"AWS::Redshift::ClusterSubnetGroup",
"Properties":{
"Description":"Test Group",
"SubnetIds":[
{
"Ref":"TestSubnet01"
},
{
"Ref":"TestSubnet02"
}
]
}
},
"SecretRedshiftAttachment":{
"Type":"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MyRedshiftSecret"
},
"TargetId":{
"Ref":"MyRedshiftCluster"
},
"TargetType":"AWS::Redshift::Cluster"
}
},
"MySecretRotationSchedule":{
"Type":"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DependsOn":"SecretRedshift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MyRedshiftSecret"
},
"HostedRotationLambda":{
"RotationType":"RedshiftSingleUser",
"RotationLambdaName":"SecretsManagerRotationRedshift",
"VpcSecurityGroupIds":{
"Fn::GetAtt":[
"TestVPC",
"DefaultSecurityGroup"
]
},
"VpcSubnetIds":{
"Fn::Join":[
",",
[
{
"Ref":"TestSubne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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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Ref":"TestSubnet02"

}
},
"RotationRules":{
"AutomaticallyAfterDays":30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Transform: AWS::SecretsManager-2020-07-23
Resources:
Test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Hostnames: true
EnableDnsSupport: true
TestSubnet01: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96.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TestVPC
TestSubnet02: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128.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TestVPC
SecretsManagerVPCEndpoint:
Type: AWS::EC2::VPCEndpoint
Properties:
SubnetIds:
- Ref: TestSubnet01
- Ref: TestSubnet02
SecurityGroupIds:
- Fn::GetAtt:
- TestVPC
- DefaultSecurityGroup
VpcEndpointType: Interface
ServiceName:
Fn::Sub: com.amazonaws.${AWS::Region}.secretsmanager
PrivateDnsEnabled: true
Vp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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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TestVPC
MyRedshift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This is my rds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admin"}'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Tags:
- Key: AppName
Value: MyApp
My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DBName: myyamldb
NodeType: ds2.xlarge
ClusterType: single-node
ClusterSubnetGroupName:
Ref: ResdshiftSubnetGroup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MyRedshift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MyRedshiftSecret}::password}}"
PubliclyAccessible: false
VpcSecurityGroupIds:
- Fn::GetAtt:
- TestVPC
- DefaultSecurityGroup
ResdshiftSubnetGroup:
Type: AWS::Redshift::ClusterSubnetGroup
Properties:
Description: Test Group
SubnetIds:
- Ref: TestSubnet01
- Ref: TestSubnet02
SecretRedshiftAttachmen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 MyRedshiftSecret
TargetId:
Ref: MyRedshiftCluster
TargetType: AWS::Redshift::Cluster
MySecretRotationSchedule:
Type: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DependsOn: SecretRedshift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 MyRedshiftSecret
HostedRotationLambda:
RotationType: RedshiftSingleUser
RotationLambdaName: SecretsManagerRotationRedshift
VpcSecurityGroupIds:
Fn::GetAtt:
- TestVPC
- DefaultSecurityGroup
VpcSubnetIds:
Fn::Join:
- ","
- - Ref: TestSubnet01
- Ref: TestSubnet02
RotationRules:
AutomaticallyAfterDay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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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DB 비밀 교체 예제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2010-09-09",
"Transform":"AWS::SecretsManager-2020-07-23",
"Resources":{
"TestVPC":{
"Type":"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10.0.0.0/16",
"EnableDnsHostnames":true,
"EnableDnsSupport":true
}
},
"TestSubnet01":{
"Type":"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10.0.96.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0",
{
"Fn::GetAZs":{
"Ref":"AWS::Region"
}
}
]
},
"VpcId":{
"Ref":"TestVPC"
}
}
},
"TestSubnet02":{
"Type":"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10.0.128.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1",
{
"Fn::GetAZs":{
"Ref":"AWS::Region"
}
}
]
},
"VpcId":{
"Ref":"TestVPC"
}
}
},
"SecretsManagerVPCEndpoint":{
"Type":"AWS::EC2::VPCEndpoint",
"Properties":{
"SubnetIds":[
{
"Ref":"TestSubnet01"
},
{
"Ref":"TestSubnet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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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GroupIds":[
{
"Fn::GetAtt":[
"TestVPC",
"DefaultSecurityGroup"
]
}
],
"VpcEndpointType":"Interface",
"ServiceName":{
"Fn::Sub":"com.amazonaws.${AWS::Region}.secretsmanager"
},
"PrivateDnsEnabled":true,
"VpcId":{
"Ref":"TestVPC"
}

}
},
"MyDocDBClusterRotationSecret":{
"Type":"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username\": \"someadmin\",\"ssl\": true}",
"GenerateStringKey":"password",
"PasswordLength":16,
"ExcludeCharacters":"\"@/\\"
},
"Tags":[
{
"Key":"AppName",
"Value":"MyApp"
}
]
}
},
"MyDocDBCluster":{
"Type":"AWS::DocDB::DBCluster",
"Properties":{
"DBSubnetGroupName":{
"Ref":"MyDBSubnetGroup"
},
"MasterUsername":{
"Fn::Sub":"{{resolve:secretsmanager:
${MyDocDBClusterRotation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Fn::Sub":"{{resolve:secretsmanager:
${MyDocDBClusterRotationSecret}::password}}"
},
"VpcSecurityGroupIds":[
{
"Fn::GetAtt":[
"TestVPC",
"DefaultSecurityGroup"
]
}
]
}
},
"DocDBInstance":{
"Type":"AWS::DocDB::DBInstance",
"Properties":{
"DBClusterIdentifier":{
"Ref":"MyDocDBCluster"
},
"DBInstanceClass":"db.r5.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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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MyDBSubnetGroup":{
"Type":"AWS::DocDB::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SubnetIds":[
{
"Ref":"TestSubnet01"
},
{
"Ref":"TestSubnet02"
}
]
}
},
"SecretDocDBClusterAttachment":{
"Type":"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MyDocDBClusterRotationSecret"
},
"TargetId":{
"Ref":"MyDocDBCluster"
},
"TargetType":"AWS::DocDB::DBCluster"
}
},
"MySecretRotationSchedule":{
"Type":"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DependsOn":"SecretDocDBCluster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MyDocDBClusterRotationSecret"
},
"HostedRotationLambda":{
"RotationType":"MongoDBSingleUser",
"RotationLambdaName":"MongoDBSingleUser",
"VpcSecurityGroupIds":{
"Fn::GetAtt":[
"TestVPC",
"DefaultSecurityGroup"
]
},
"VpcSubnetIds":{
"Fn::Join":[
",",
[
{
"Ref":"TestSubnet01"
},
{
"Ref":"TestSubnet02"
}
]
]
}
},
"RotationRules":{
"AutomaticallyAfterDays":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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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Transform: AWS::SecretsManager-2020-07-23
Resources:
Test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Hostnames: true
EnableDnsSupport: true
TestSubnet01: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96.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TestVPC
TestSubnet02: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128.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TestVPC
SecretsManagerVPCEndpoint:
Type: AWS::EC2::VPCEndpoint
Properties:
SubnetIds:
- Ref: TestSubnet01
- Ref: TestSubnet02
SecurityGroupIds:
- Fn::GetAtt:
- TestVPC
- DefaultSecurityGroup
VpcEndpointType: Interface
ServiceName:
Fn::Sub: com.amazonaws.${AWS::Region}.secretsmanager
PrivateDnsEnabled: true
VpcId:
Ref: TestVPC
MyDocDBClusterRotation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someadmin\",\"ssl\": true}'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Tags:
- Key: AppName
Value: MyApp
MyDocDBCluster:
Type: AWS::DocDB::DBCluster
Properties:
DBSubnetGroupName:
Ref: MyDBSubnet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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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MyDocDBClusterRotation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MyDocDBClusterRotationSecret}::password}}"
VpcSecurityGroupIds:
- Fn::GetAtt:
- TestVPC
- DefaultSecurityGroup
DocDBInstance:
Type: AWS::DocDB::DBInstance
Properties:
DBClusterIdentifier:
Ref: MyDocDBCluster
DBInstanceClass: db.r5.large
MyDBSubnetGroup:
Type: AWS::DocDB::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
SubnetIds:
- Ref: TestSubnet01
- Ref: TestSubnet02
SecretDocDBClusterAttachmen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 MyDocDBClusterRotationSecret
TargetId:
Ref: MyDocDBCluster
TargetType: AWS::DocDB::DBCluster
MySecretRotationSchedule:
Type: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DependsOn: SecretDocDBCluster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 MyDocDBClusterRotationSecret
HostedRotationLambda:
RotationType: MongoDBSingleUser
RotationLambdaName: MongoDBSingleUser
VpcSecurityGroupIds:
Fn::GetAtt:
- TestVPC
- DefaultSecurityGroup
VpcSubnetIds:
Fn::Join:
- ","
- - Ref: TestSubnet01
- Ref: TestSubnet02
RotationRules:
AutomaticallyAfterDays: 30

참고 항목
• AWS Secrets Manager API 참조의 RotateSecret
•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의 AWS Secrets Manager 비밀 교체
•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HostedRotationLambda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HostedRotationLambda
호스팅 교체 lambda를 생성하도록 지정합니다.
이러한 값을 사용하려면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시작 부분에 Transform:
AWS::SecretsManager-2020-07-23을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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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msKeyArn" : String,
"MasterSecretArn" : String,
"MasterSecretKmsKeyArn" : String,
"RotationLambdaName" : String,
"RotationType" : String,
"VpcSecurityGroupIds" : String,
"VpcSubnetIds" : String

YAML
KmsKeyArn: String
MasterSecretArn: String
MasterSecretKmsKeyArn: String
RotationLambdaName: String
RotationType: String
VpcSecurityGroupIds: String
VpcSubnetIds: String

Properties
KmsKeyArn
KMS 키의 ARN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sterSecretArn
슈퍼 사용자 자격 증명이 포함된 기본 암호의 ARN을 지정합니다. Lambda는 이 보안 암호를 사용하여
현재 보안 암호를 교체합니다. 보안 암호를 자동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sterSecretKmsKeyArn
Secrets Manager에서 기본 비밀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KMS 키의 ARN을 지정합니다. 기본 비밀을
사용하여 현재 비밀을 교체하고 AWS 관리 키 aws/secretsmanager 대신 고객 관리 키로 기본 비밀
을 암호화하는 경우에만 이 속성이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595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Secrets Manager

RotationLambdaName
보안 암호를 교체하기 위해 생성된 Lambda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tationType
Secrets Manager에 사용되는 교체 일정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다음 RotationTypes 중 한 가지를 지
정할 수 있습니다.
• MySQLSingleUser
• MySQLMultiUser
• PostgreSQLSingleUser
• PostgreSQLMultiUser
• OracleSingleUser
• OracleMultiUser
• MariaDBSingleUser
• MariaDBMultiUser
• SQLServerSingleUser
• SQLServerMultiUser
• RedshiftSingleUser
• RedshiftMultiUser
• MongoDBSingleUser
• MongoDBMultiUser
교체 유형은 대상 데이터베이스와 교체 전략의 조합을 사용합니다. 단일 사용자 및 다중 사용자 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에서 비밀 교체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SecurityGroupIds
교체 중인 보안 암호로 대상에 적용된 보안 그룹 ID의 쉼표로 구분된 목록을 지정합니다.
템플릿은 이 스택의 일부로 생성된 교체 Lambda와 동일한 보안 그룹을 적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SubnetIds
대상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의 VPC 서브넷 ID의 쉼표로 구분된 목록을 지정합니다. 교체 Lambda는 동
일한 서브넷 그룹에 상주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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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RotationRules
RotationRules 속성은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리소스 유형의 일부로 사용되어
Secrets Manager가 관련 암호에 대한 회전을 수행하는 방법과 시기를 구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utomaticallyAfterDays" : Integer

YAML
AutomaticallyAfterDays: Integer

Properties
AutomaticallyAfterDays
이전 교체로부터 Secrets Manager에서 다음 자동 교체를 트리거하기까지의 일 수를 지정합니다.
최소 1에서 최대 1000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의 AWS Secrets Manager 비밀 교체

AWS::SecretsManager::Secret
AWS::SecretsManager::Secret 리소스는 보안 암호를 생성하고 Secrets Manager에 저장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의 비밀 및 AWS Secrets Manager API 참조의 CreateSecret
API를 참조하세요.
비밀에 대해 암호화된 SecretString 값을 지정하려면 이 리소스에서 GenerateSecretString 또는
SecretString 속성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하나를 지정해야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GenerateSecretString 속성을 사용하여 임의 암호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주제 후반에
서 두 가지 예제를 참조하십시오.

Note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SecretBinary 보안 암호 값이 포함된 보안 암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SecretString 텍스트 기반 보안 암호 값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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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백슬래시((\))를 최종 값으로 사용하는 동적 참조를 생성하지 마세요. AWS CloudFormation에서
이러한 참조를 확인할 수 없어 리소스 오류가 발생합니다.
기본 보안 암호를 생성한 이후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보안 암호에 저장되어 있는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Secrets Manager 지원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의 세
부 정보를 포함한 보안 암호를 구성합니다.
• AWS::SecretsManager::ResourcePolicy 리소스 유형을 정의하여 리소스 기반 권한 정책을 보안 암호에 연
결합니다.
•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리소스 유형을 정의하여 지정된 기간(일) 후에 순환하도록 보안
암호를 구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GenerateSecretString" : GenerateSecretString (p. 5962),
"KmsKeyId" : String,
"Name" : String,
"ReplicaRegions" : [ ReplicaRegion (p. 5965), ... ],
"SecretString"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GenerateSecretString:
GenerateSecretString (p. 5962)
KmsKeyId: String
Name: String
ReplicaRegions:
- ReplicaRegion (p. 5965)
SecretString: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선택 사항) 보안 암호에 대한 사용자 입력 설명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API 버전 2010-05-15
595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Secrets Manager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enerateSecretString
(선택 사항) 암호화하여 이 새 버전의 암호에 저장할 텍스트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GenerateSecretString 또는 SecretString은 값이 있어야 하지만, 둘 다 값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비워 둘 수는 없습니다. GenerateSecretString 속성을 사용하여 임의 암호를 동적
으로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Secrets Manager 콘솔을 사용하여 암호를 만드는 경우 Secrets Manager는 SecretString 파라미터에
만 보호된 암호 텍스트를 넣습니다. Secrets Manager 콘솔은 Lambda 교체 함수가 구문 분석하는 방법
을 알고 있는 키/값 페어의 JSON 구조로 정보를 저장합니다.
여러 값을 저장하려면 JSON 텍스트 문자열 인수를 사용하고 키/값 페어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양한 명령줄 도구 환경에서 JSON 파라미터를 포맷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I 사용 설명
서에서 파라미터에 JSON 사용을 참조하세요. 예:
{"username":"bob","password":"abc123xyz456"}
명령줄 도구 또는 SDK에서, 파라미터에 따옴표가 필요한 경우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여 JSON 텍스트에
필요한 큰 따옴표와 혼동을 방지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enerateSecretString (p. 5962)
최소: 0
Maximum: 655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KeyId
(선택 사항) Secrets Manager에서 이 비밀의 버전에 대한 SecretString 값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
는 AWS KMS 키의 ARN, 키 ID 또는 별칭을 지정합니다. 이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Secrets Manager에
서 AWS 관리형 키 aws/secretsmanager를 사용합니다. aws/secretsmanager가 존재하지 않으면
Secrets Manager는 값을 처음 암호화할 때 키를 만듭니다.

Important
AWS 관리형 키aws/secretsmanager를 사용하여 암호화 및 복호화하려면 암호를 소유한 동
일한 계정의 자격 증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계정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경우 고객 관리
형 키를 생성하고 이 필드에 키의 ARN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보안 암호의 표시 이름입니다. 이름에서 사선을 사용하여 경로 계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prod/databases/dbserver1는 폴더 prod의 폴더 databases에서 dbserver1이라는 서버에 대한
보안 암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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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암호 이름을 하이픈과 그 뒤의 문자 6자로 끝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부분 ARN으로 비밀 정보
를 검색할 때 혼란스럽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ecrets Manager는 ARN 끝에 하이
픈과 6개의 무작위 문자를 자동으로 추가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plicaRegions
(선택 사항) Region(필수) 및 KmsKeyId(예: ARN, Key ID 또는 Alias)로 구성되는 사용자 지정 유형.
Required: 아니요
Type: ReplicaRegion (p. 596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String
(선택 사항) 암호화하여 이 새 버전의 암호에 저장할 텍스트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GenerateSecretString 또는 SecretString은 값이 있어야 하지만, 둘 다 값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비워 둘 수는 없습니다. GenerateSecretString 속성을 사용하여 임의 암호를 동적
으로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Secrets Manager 콘솔을 사용하여 암호를 만드는 경우 Secrets Manager는 SecretString 파라미터에
만 보호된 암호 텍스트를 넣습니다. Secrets Manager 콘솔은 Lambda 교체 함수가 구문 분석하는 방법
을 알고 있는 키/값 페어의 JSON 구조로 정보를 저장합니다.
여러 값을 저장하려면 JSON 텍스트 문자열 인수를 사용하고 키/값 페어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양한 명령줄 도구 환경에서 JSON 파라미터를 포맷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라미터에 JSON
사용을 참조하세요. 예:
{"username":"bob","password":"abc123xyz456"}
명령줄 도구 또는 SDK에서, 파라미터에 따옴표가 필요한 경우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여 JSON 텍스트에
필요한 큰 따옴표와 혼동을 방지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655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보안 암호와 연결된 사용자 정의 태그의 목록입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AWS 리소스를 관리합니다. 태그
에 대한 추가 정보는 TagResource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595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Secrets Manager

반환 값
Ref
AWS::SecretsManager::Secret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이 함수는 다음과 같
이 구성된 보안 암호의 ARN을 반환합니다.
arn:aws:secretsmanager:us-west-2:123456789012:secret:my-path/my-secretname-1a2b3c
보안 암호의 ARN을 알고 있을 경우 동일한 템플릿의 또 다른 리소스의 정의 내에 있
는 스택 템플릿의 한 부분에서 생성한 보안 암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리소스 유형에 Ref 함수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 및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모두에 대한 참조를 가져옵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예제
동적으로 생성된 암호를 사용하여 비밀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동적 생성된 임의의 암호와 결합된 문자열 템플릿으로부터 보안 암호 값을 구성하여 보안
암호를 생성합니다. 이 예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SecretString 값입니다.
{"username": "test-user", "password": "rzDtILsQNfmmHwkJBPsTVhkRvWRtSn" )

JSON
{

}

"MySecretA": {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
"Name": "MySecretForAppA",
"Description": "This secret has a dynamically generated secret password.",
"GenerateSecretString": {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test-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30,
"ExcludeCharacters": "\"@/\\"
},
"Tags": [
{
"Key": "AppName",
"Value": "AppA"
}
]
}
}

YAML
#This is a Secret resource with a randomly generated password in its SecretString JSON.
MySecretA: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Name: MySecretForAppA
Description: "This secret has a dynamically generated secret password."
GenerateSecret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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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test-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30
ExcludeCharacters: '"@/\'
Tags:
Key: AppName
Value: AppA

하드 코딩된 암호를 사용하여 비밀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보안 암호를 생성하고 보안 암호 값을 보안 암호에 저장된 리터럴 문자열로 제공
합니다. 이 방법으로 암호를 하드 코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SecretsManager 보안 암호
GenerateSecretString 속성을 사용하십시오. 권장 옵션은 이전 예제를 참조하십시오.

JSON
{

"MySecretB": {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
"Name": "MySecretForAppB",
"Description": "This secret has a hardcoded password in SecretString (use
GenerateSecretString instead)",
"SecretString": "{\"username\":\"MasterUsername\",\"password\":\"secret-password\"}",
"Tags": [
{
"Key": "AppName",
"Value": "AppB"
}
]
}
}

}

YAML
# This is another secret that has its password hardcoded into the template (NOT
RECOMMENDED)
MySecretB: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Name: MySecretForAppB
Description: This secret has a hardcoded password in SecretString (use
GenerateSecretString instead)
SecretString: '{"username":"MasterUsername","password":"secret-password"}'
Tags:
Key: AppName
Value: AppB

비밀 복제
다음 예에서는 us-east-1 및 us-east-2에 기본 보안 정보를 복제합니다.

JSON
{

"MyReplicatedSecret":{
"Type":"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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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MyReplicatedSecret",
"Description":"This secret is replicated to
two regions. One with a customer managed key, and one with the AWS managed key for
Secrets Manager aws/secretsmanager.",
"ReplicaRegions":[
{
"Region":"us-east-1",
"KmsKeyId":"alias/exampleAlias"
},
{
"Region":"us-east-2"
}
]
}
}

}

YAML
#This is a Secret resource which is replicated to two other regions.
MyReplicated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Name: MyReplicatedSecret
Description: 'This secret is replicated to
two regions. One with a customer managed key, and one with the AWS managed key for
Secrets Manager aws/secretsmanager.'
ReplicaRegions:
- Region: us-east-1
KmsKeyId: alias/exampleAlias
- Region: us-east-2

참고 항목
• AWS Secrets Manager API 참조의 CreateSecret API
•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의 비밀
• AWS::SecretsManager::ResourcePolicy
•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 AWS::SecretsManager::SecretReplicaRegion
•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AWS::SecretsManager::Secret GenerateSecretString
GenerateSecretString 속성을 AWS::SecretsManager::Secret 리소스 유형의 일부분으로 사용하여 암호
로 사용할 임의 텍스트 문자열을 동적으로 생성합니다. 이를 사용하여 SecretString 속성 내 암호의 하드
코딩을 대체합니다. AWS::SecretsManager::Secret 리소스 유형을 생성할 때 한 가지를 포함시켜야 하지만
둘 다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GenerateSecretString 속성을 사용하여 임의 암호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SecretString를 사용하여 리터럴 값을 보안 암호에 직접 배치할 수 있지만,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대
신 GenerateSecretString 속성을 사용하여 무작위 암호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에서
보안 암호 값으로 사용할 완전한 JSON 구조가 반환됩니다. 구조는 SecretStringTemplate을 사용하여
공급한 문자열로 시작됩니다. 이 템플릿 문자열은 암호를 제외한 모든 보안 암호 값 정보를 포함하여 적절한
형식이 지정된 JSON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이후 작업에서 다른 파라미터에 의해 지정된 규칙을 사용하여 무
작위 암호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업은 GenerateStringKey 파라미터에서 지정한 JSON 키 이름
과 함께 보안 암호 값 구조에 생성된 암호를 삽입합니다.
예를 들어 AWS::SecretsManager::Secret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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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cludeCharacters" : String,
"ExcludeLowercase" : Boolean,
"ExcludeNumbers" : Boolean,
"ExcludePunctuation" : Boolean,
"ExcludeUppercase" : Boolean,
"GenerateStringKey" : String,
"IncludeSpace" : Boolean,
"PasswordLength" : Integer,
"RequireEachIncludedType" : Boolean,
"SecretStringTemplate" : String

YAML
ExcludeCharacters: String
ExcludeLowercase: Boolean
ExcludeNumbers: Boolean
ExcludePunctuation: Boolean
ExcludeUppercase: Boolean
GenerateStringKey:
String
IncludeSpace: Boolean
PasswordLength: Integer
RequireEachIncludedType: Boolean
SecretStringTemplate:
String

Properties
ExcludeCharacters
생성된 암호에서 문자를 제외하는 문자열입니다. 기본적으로 포함된 세트의 모든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문자열은 최소 0자이고, 최대 7,168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4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ludeLowercase
생성된 암호에 소문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Secrets Manager는 이 파라미터를
비활성화하며, 생성된 암호에는 소문자 False가 포함될 수 있고 생성된 암호에는 소문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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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deNumbers
생성된 암호에 숫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지정합니다. 이 스위치 파라미터를 포함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숫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ludePunctuation
생성된 암호에 문장 부호 문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지정합니다. 이 스위치 파라미터를 포함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문장 부호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xcludeCharacters 또는 ExcludePunctuation을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는 경
우 생성된 암호에 포함될 수 있는 문장 부호 문자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_ ` { | } ~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ludeUppercase
생성된 암호에 대문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지정합니다. 기본 동작은 False이고 생성된 암호에는 대문자
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enerateStringKey
SecretStringTemplate 파라미터에서 지정된 JSON 구조에 생성된 암호를 추가하는 데 사용되는
JSON 키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지정한 경우 SecretStringTemplate도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655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Space
생성된 암호에 공백 문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Secrets Manager는 이 파라미터
를 비활성화하며, 생성된 암호에는 공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sswordLength
생성된 암호의 원하는 길이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본값은 32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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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quireEachIncludedType
생성된 암호에 모든 허용된 문자 유형이 최소 하나 이상 포함되도록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Secrets
Manager는 이 파라미터를 활성화하며, 생성된 암호에는 모든 문자 유형이 하나 이상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retStringTemplate
(선택 사항) 암호화하여 이 새 버전의 암호에 저장할 텍스트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GenerateSecretString 또는 SecretString은 값이 있어야 하지만, 둘 다 값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비워 둘 수는 없습니다.
Secrets Manager 콘솔을 사용하여 암호를 만드는 경우 Secrets Manager는 SecretString 파라미터에
만 보호된 암호 텍스트를 넣습니다. Secrets Manager 콘솔은 Lambda 교체 함수가 구문 분석하는 방법
을 알고 있는 키/값 페어의 JSON 구조로 정보를 저장합니다.
여러 값을 저장하려면 JSON 텍스트 문자열 인수를 사용하고 키/값 페어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양한 명령줄 도구 환경에서 JSON 파라미터를 포맷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I 사용 설명
서에서 파라미터에 JSON 사용을 참조하세요. 예:
{"username":"bob","password":"abc123xyz456"}
명령줄 도구 또는 SDK에서, 파라미터에 따옴표가 필요한 경우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여 JSON 텍스트에
필요한 큰 따옴표와 혼동을 방지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6553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Secrets Manager API 참조의 GetRandomPassword API

AWS::SecretsManager::Secret ReplicaRegion
(선택 사항) Region(필수) 및 KmsKeyId(예: ARN, Key ID 또는 Alias)로 구성되는 사용자 지정 유형.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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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sKeyId" : String,
"Region" : String

YAML
KmsKeyId: String
Region: String

Properties
KmsKeyId
ARN, Key ID 또는 Alias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on
(선택 사항)Region을(를) 나타내는 문자열입니다(예: "us-east-1").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리소스는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간의 최종 연결을 완료합니다. 이는 각각 서로에 대한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무엇
을 먼저 생성하는지와 무관하게 다른 한 쪽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음 순서에 따라 리
소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1. 서비스 또는 데이터베이스 참조 없이 보안 암호를 정의합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또는 데이
터베이스를 참조할 수 없습니다. 암호에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서비스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사용자와 암호를 정의하기 위해
저장된 자격 증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암호에 대한 참조를 포함시킵니다.
3. 마지막으로 SecretTargetAttachment 리소스 유형을 정의하여 보안 암호에서 필요한 데이
터베이스 엔진 유형 및 서비스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세부 정보 구성을 완료합니다. 나중에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리소스 유형을 정의하여 연결하는 경우, 교체 함수에 세부 정보
가 필요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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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Properties" : {
"SecretId" : String,
"TargetId" : String,
"TargetType" : String
}

YAML
Type: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String
TargetId: String
TargetType: String

Properties
SecretId
지정된 서비스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이름 및 암호가 포함된 비밀의 Amazon 리
소스 이름(ARN) 또는 익숙한 이름입니다. 이 템플릿에서 생성된 보안 암호를 참조하려면 보안 암호의
논리적 ID와 함께 Ref 함수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Id
데이터베이스 또는 클러스터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Type
보안 암호에 연결된 서비스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유형을 정의하는 문자열입니다. 이 값은 AWS Secrets
Manager에 서비스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세부 정보로 비밀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지시합니다. 이 값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AWS::RDS::DBInstance
• AWS::RDS::DBCluster
• AWS::Redshift::Cluster
• AWS::DocDB::DBInstance
• AWS::DocDB::DBCluster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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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Ref 내장 함수로 전달하면
이 함수는 다음과 같은 비밀의 ARN을 반환합니다.
arn:aws:secretsmanager:us-west-2:123456789012:secret:my-path/my-secretname-1a2b3c
이를 통해 동일한 템플릿의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리소스의 정의 내에 있는 스택 템플릿의 한 부분에서 생성
한 보안 암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십시오.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비밀을 생성한 다음, 새 AWS 리소스 사용자 및 암호에 대해 비밀에서 확인한 자
격 증명을 사용하여 TargetType에 정의된 대로 AWS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드는
SecretTargetAttachment 객체를 정의하여 AWS 리소스의 연결 세부 정보로 비밀을 업데이트합니다.

지원되는 리소스
• Amazon RDS의 Amazon Aurora
• Amazon RDS의 MySQL
• Amazon RDS의 PostgresSQL
• Amazon RDS의 Oracle
• Amazon RDS의 MariaDB
• Amazon RDS의 Microsoft SQL Server
• Amazon DocumentDB
• Amazon Redshift

Note
JSON 사양은 어떠한 종류의 주석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석은 YAML 예제를 참조하십시오.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대한 비밀 생성
이 예제 템플릿에서는 RDS 데이터베이스와 보안 암호를 생성합니다.

JSON
{

"MyRDSSecret": {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
"Description": "This is a Secrets Manager secret for an RDS DB instance",
"GenerateSecretString": {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admin\"}",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
}
},
"MyRDS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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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catedStorage": "’20’",
"DBInstanceClass": "db.t2.micro",
"Engine": "mysql",
"MasterUsername": {"Fn::Join": ["", ["{{resolve:secretsmanager:",{"Ref":
"MyRDSSecret"},":SecretString:username}}"] ] },
"MasterUserPassword": {"Fn::Join": ["", ["{{resolve:secretsmanager:",{"Ref":
"MyRDSSecret"},":SecretString:password}}"] ] },
"BackupRetentionPeriod": 0,
"DBInstanceIdentifier": "rotation-instance"
}
},
"SecretRDSInstanceAttachment": {
"Type":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Properties": {
"SecretId": {"Ref": "MyRDSSecret"},
"TargetId": {"Ref": "MyRDSInstance"},
"TargetType": "AWS::RDS::DBInstance"
}
}

}

YAML
#This is a Secret resource with a randomly generated password in its SecretString JSON.
MyRDS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This is a Secrets Manager secret for an RDS DB instance"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admin"}'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 This is an RDS instance resource. The master username and password use dynamic
references
# to resolve values from Secrets Manager. The dynamic reference guarantees that
CloudFormation
# will not log or persist the resolved value. We use a Ref to the secret resource's
logical id
# to construct the dynamic reference, since the secret name is generated by
CloudFormation.
MyRDS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AllocatedStorage: 20
DBInstanceClass: db.t2.micro
Engine: mysql
MasterUsername: !Join ['', ['{{resolve:secretsmanager:', !Ref MyRDSSecret,
':SecretString:username}}' ]]
MasterUserPassword: !Join ['', ['{{resolve:secretsmanager:', !Ref MyRDSSecret,
':SecretString:password}}' ]]
BackupRetentionPeriod: 0
DBInstanceIdentifier: 'rotation-instance'
#This is a SecretTargetAttachment resource which updates the referenced Secret resource
with properties about
#the referenced RDS instance
SecretRDSInstanceAttachmen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 MyRDSSecret
TargetId: !Ref MyRDSInstance
TargetType: AWS::RDS::DB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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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shift 클러스터에 대한 비밀 생성
이 예제 템플릿에서는 Redshift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와 보안 암호를 생성합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2010-09-09",
"Resources":{
"MyRedshiftSecret":{
"Type":"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This is a Secrets Manager secret for a Redshift cluster",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username\": \"admin\"}",
"GenerateStringKey":"password",
"PasswordLength":16,
"ExcludeCharacters":"\"'@/\\"
}
}
},
"MyRedshiftCluster":{
"Type":"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DBName":"myjsondb",
"MasterUsername":{
"Fn::Sub":"{{resolve:secretsmanager:${MyRedshift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Fn::Sub":"{{resolve:secretsmanager:${MyRedshiftSecret}::password}}"
},
"NodeType":"ds2.xlarge",
"ClusterType":"single-node"
}
},
"SecretRedshiftAttachment":{
"Type":"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MyRedshiftSecret"
},
"TargetId":{
"Ref":"MyRedshiftCluster"
},
"TargetType":"AWS::Redshift::Cluster"
}
}
}

YAML을 사용하여 Redshift 클러스터 생성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Redshift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This is a Secrets Manager secret for a Redshift cluster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admin"}'
GenerateStringKey: 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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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My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DBName: myjsondb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MyRedshift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MyRedshiftSecret}::password}}"
NodeType: ds2.xlarge
ClusterType: single-node
SecretRedshiftAttachmen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 MyRedshiftSecret
TargetId:
Ref: MyRedshiftCluster
TargetType: AWS::Redshift::Cluster

참고 항목
• AWS::SecretsManager::Secret
•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 AWS::SecretsManager::ResourcePolicy

AWS Service Catalog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ServiceCatalog::AcceptedPortfolioShare (p. 5971)
•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duct (p. 5973)
•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p. 5978)
• AWS::ServiceCatalog::LaunchNotificationConstraint (p. 5987)
• AWS::ServiceCatalog::LaunchRoleConstraint (p. 5989)
• AWS::ServiceCatalog::LaunchTemplateConstraint (p. 5991)
• AWS::ServiceCatalog::Portfolio (p. 5993)
• AWS::ServiceCatalog::PortfolioPrincipalAssociation (p. 5995)
• AWS::ServiceCatalog::PortfolioProductAssociation (p. 5997)
• AWS::ServiceCatalog::PortfolioShare (p. 5998)
• AWS::ServiceCatalog::ResourceUpdateConstraint (p. 6000)
• AWS::ServiceCatalog::ServiceAction (p. 6002)
• AWS::ServiceCatalog::ServiceActionAssociation (p. 6005)
• AWS::ServiceCatalog::StackSetConstraint (p. 6006)
• AWS::ServiceCatalog::TagOption (p. 6009)
• AWS::ServiceCatalog::TagOptionAssociation (p. 6010)

AWS::ServiceCatalog::AcceptedPortfolioShare
지정된 포트폴리오 공유 제안을 수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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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Catalog::AcceptedPortfolioShare",
"Properties" : {
"AcceptLanguage" : String,
"PortfolioId" : String
}

YAML
Type: AWS::ServiceCatalog::AcceptedPortfolioShare
Properties:
AcceptLanguage: String
PortfolioId: String

Properties
AcceptLanguage
언어 코드입니다.
• en - 영어(기본값)
• jp - 일본어
• zh - 중국어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rtfolioId
포트폴리오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고유한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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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참고 항목
• AWS Service Catalog API 참조의 AcceptPortfolioShare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duct
제품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duct",
"Properties" : {
"AcceptLanguag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Distributor" : String,
"Name" : String,
"Owner" : String,
"ProvisioningArtifactParameters" : [ ProvisioningArtifactProperties (p. 5976), ... ],
"ReplaceProvisioningArtifacts" : Boolean,
"SupportDescription" : String,
"SupportEmail" : String,
"SupportUrl"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duct
Properties:
AcceptLanguage: String
Description: String
Distributor: String
Name: String
Owner: String
ProvisioningArtifactParameters:
- ProvisioningArtifactProperties (p. 5976)
ReplaceProvisioningArtifacts: Boolean
SupportDescription: String
SupportEmail: String
SupportUrl: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cceptLanguage
언어 코드입니다.
• en - 영어(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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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 - 일본어
• zh - 중국어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제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81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tributor
제품의 배포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81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제품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81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wner
제품의 소유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81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visioningArtifactParameters
프로비저닝 아티팩트(버전이라고도 함)의 구성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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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ProvisioningArtifactProperties (p. 597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placeProvisioningArtifacts
이 속성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꺼진 경우 프로비저닝 아티팩트나 제품 속성(예: 설명, 배포자, 이
름, 소유자 등)을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연결된 프로비저닝 아티팩트는 동일한 고유 식별자를 유지합니
다. 프로비저닝 아티팩트는 CloudFormationProduct 리소스 내에서 일치하며 업데이트된 아티팩트만 변
경됩니다. 프로비저닝 아티팩트는 프로비저닝 아티팩트 템플릿 URL 및 이름의 조합과 일치합니다.
켜진 경우 제품 또는 프로비저닝 아티팩트를 업데이트할 때 프로비저닝 아티팩트에 새 고유 식별자가 지
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pportDescription
제품에 대한 지원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81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pportEmail
제품 지원에 대한 연락 이메일 주소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pportUrl
제품 지원에 대한 연락 URL 주소입니다.
^https?:\/\// /는 SupportUrl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8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하나 이상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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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프로비저닝 아티팩트의 ID(예:
prod-nd24wbqkm4pju)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ProductName
제품의 이름입니다.
ProvisioningArtifactIds
프로비저닝 아티팩트의 ID입니다.
ProvisioningArtifactNames
프로비저닝 아티팩트의 이름입니다.

참고 항목
• AWS Service Catalog API 참조의 CreateProduct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duct ProvisioningArtifactProperties
제품의 프로비저닝 결과물(버전이라고도 함)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cription" : String,
"DisableTemplateValidation" : Boolean,
"Info" : Json,
"Name" : String

YAML
Descriptio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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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leTemplateValidation: Boolean
Info: Json
Name: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이전 프로비저닝 결과물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롯하여 프로비저닝 결과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81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ableTemplateValidation
true로 설정하면 AWS Service Catalog는 지정된 프로비저닝 아티팩트가 유효하지 않더라도 검증을 중
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fo
다음 옵션 중 하나만 사용하여 템플릿 소스를 지정합니다. 허용되는 키: [ LoadTemplateFromURL,
ImportFromPhysicalId ]
Amazon S3, AWS CodeCommit 또는 GitHub에 있는 JSON 형식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의 URL
입니다. URL을 다음과 같이 JSON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LoadTemplateFromURL": "https://s3.amazonaws.com/cf-templates-ozkq9d3hgiq2us-east-1/..."
ImportFromPhysicalId: 템플릿이 포함된 리소스의 물리적 ID입니다. 현재는 AWS
CloudFormation 스택 ARN만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JSON 형식으로 실제 ID를 지정합니다.
ImportFromPhysicalId: “arn:aws:cloudformation:[us-east-1]:[accountId]:stack/
[StackName]/[resourceId]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프로비저닝 결과물의 이름입니다(예: v1 v2beta). 공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81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597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Service Catalog

참고 항목
• AWS Service Catalog API 참조의 ProvisioningArtifactProperties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지정된 제품을 프로비저닝합니다.
프로비저닝한 제품은 제품의 리소스가 제공된 인스턴스입니다. 예를 들어 AWS CloudFormation 템
플릿 기반의 제품을 프로비저닝할 경우 AWS CloudFormation 스택 및 기본 리소스가 시작됩니다.
DescribeRecord를 사용하여 이 요청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 값 목록이 비어 있는 태그 키가 포함된 경우 해당 키에 대한 태그 충돌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는 키를
태그로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류(‘파라미터 검증 실패: 태그에 필수 파라미터 누락[N]:값’)가
야기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Properties" : {
"AcceptLanguage" : String,
"NotificationArns" : [ String, ... ],
"PathId" : String,
"PathName" : String,
"ProductId" : String,
"ProductName" : String,
"ProvisionedProductName" : String,
"ProvisioningArtifactId" : String,
"ProvisioningArtifactName" : String,
"ProvisioningParameters" : [ ProvisioningParameter (p. 5983), ... ],
"ProvisioningPreferences" : ProvisioningPreferences (p. 5984),
"Tags" : [ Tag, ... ]
}

YAML
Type: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Properties:
AcceptLanguage: String
NotificationArns:
- String
PathId: String
PathName: String
ProductId: String
ProductName: String
ProvisionedProductName: String
ProvisioningArtifactId: String
ProvisioningArtifactName: String
ProvisioningParameters:
- ProvisioningParameter (p. 5983)
ProvisioningPreferences:
ProvisioningPreferences (p. 5984)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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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Properties
AcceptLanguage
언어 코드입니다.
• en - 영어(기본값)
• jp - 일본어
• zh - 중국어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icationArns
AWS CloudFormation에 전달됩니다. 스택 관련 이벤트를 게시하기 위한 SNS 주제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thId
제품 경로 식별자입니다. 제품에 기본 경로가 포함된 경우 이 값은 선택 사항이고, 제품에 둘 이상의 경
로가 포함된 경우 이 값은 필수 사항입니다 제품에 대한 경로를 나열하려면 ListLaunchPaths를 사용하
십시오.

Note
이름이나 ID를 입력해야 하지만 둘 다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hName
경로의 이름입니다. 제품에 기본 경로가 포함된 경우 이 값은 선택 사항이고, 제품에 둘 이상의 경로가
포함된 경우 이 값은 필수 사항입니다 제품에 대한 경로를 나열하려면 ListLaunchPaths를 사용하십시
오.

Note
이름이나 ID를 입력해야 하지만 둘 다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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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ductId
제품 식별자.

Note
제품의 ID 또는 이름을 지정해야 하지만, 둘 다 지정하면 안 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ductName
프로비저닝한 제품의 사용자에게 친숙한 이름입니다. 이 값은 AWS 계정에 대하여 고유해야 하며 제품
을 프로비저닝한 이후에는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스택이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될 때마다, ProductName이 제공될 경우 해당 ProductName을 가진 제품
이 계정 또는 리전에 하나만 있으면 ProductId로 해석됩니다.

Note
제품의 이름 또는 ID를 지정해야 하지만, 둘 다 지정하면 안 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visionedProductName
프로비저닝한 제품의 사용자에게 친숙한 이름입니다. 이 값은 AWS 계정에 대하여 고유해야 하며 제품
을 프로비저닝한 이후에는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a-zA-Z0-9][a-zA-Z0-9.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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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visioningArtifactId
프로비저닝 아티팩트(버전이라고도 함)의 식별자입니다.

Note
프로비저닝한 아티팩트의 ID 또는 이름을 지정해야 하지만, 둘 다 지정하면 안 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visioningArtifactName
제품에 대한 프로비저닝 아티팩트(버전이라고도 함)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제품에 대해 고유해야 합
니다.

Note
프로비저닝한 아티팩트의 이름 또는 ID를 지정해야 하지만, 둘 다 지정하면 안 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Maximum: 81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visioningParameters
제품의 프로비저닝에 필요하며 관리자가 지정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visioningParameter (p. 598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visioningPreferences
제품을 프로비저닝하거나 프로비저닝한 제품을 업데이트하는 데 필요한 StackSet 기본 설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visioningPreferences (p. 598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하나 이상의 태그입니다.

Note
태그 업데이트를 허용하려면 프로비저닝된 제품에 TagUpdatesOnProvisionedProduct가
ALLOWED로 설정된 ResourceUpdateConstraint 리소스가 있어야 합니다. RESOURCE_UPDATE
제약이 없는 경우 태그 업데이트는 무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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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프로비저닝된 제품 ID(예: pphfyszaotincww)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CloudformationStackArn
CloudFormation 스택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예:
arn:aws:cloudformation:eu-west-1:123456789012:stack/SC-499278721343-pphfyszaotincww/8f3df460-346a-11e8-9444-503abe701c29).
ProvisionedProductId
프로비저닝된 제품의 ID입니다.
RecordId
레코드의 ID입니다(예: rec-rjeatvy434trk).

예제
GetAt 예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erverless Stack
Resources:
SimpleLambda:
Type: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Properties:
ProductName: Basic Lambda
ProvisioningArtifactName: '1.0'
SimpleApiGateway:
Type: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Properties:
ProductName: API Gateway
ProvisioningArtifactNam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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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ingParameters:
Key: LambdaArn
Value: !GetAtt [SimpleLambda, Outputs.SCLambdaArn]

참고 항목
• AWS Service Catalog API 참조의 ProvisionProduct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ProvisioningParameter
제품을 프로비저닝하는 데 사용되는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파라미터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파라미터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4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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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WS Service Catalog API 참조의 ProvisioningParameter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ProvisioningPreferences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업데이트할 경우 적용될 사용자 정의 기본 설정을 지정합니다. 모든 기본 설정이 프로
비저닝된 모든 제품 유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비저닝된 제품에 액세스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AWS 계정입니다.
CFN_STACKSET 프로비저닝된 제품 유형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지정된 AWS 계정은 STACKSET 제약의 계정 목록 내에 있어야 합니다. STACKSET 제약의 리전 목록을 가져
오려면 DescribeProvisioningParameters 작업을 사용하십시오.
값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 값은 STACKSET 제약의 모든 계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ackSetAccounts" : [ String, ... ],
"StackSetFailureToleranceCount" : Integer,
"StackSetFailureTolerancePercentage" : Integer,
"StackSetMaxConcurrencyCount" : Integer,
"StackSetMaxConcurrencyPercentage" : Integer,
"StackSetOperationType" : String,
"StackSetRegions" : [ String, ... ]

YAML
StackSetAccounts:
- String
StackSetFailureToleranceCount: Integer
StackSetFailureTolerancePercentage: Integer
StackSetMaxConcurrencyCount: Integer
StackSetMaxConcurrencyPercentage: Integer
StackSetOperationType: String
StackSetRegions:
- String

Properties
StackSetAccounts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AWS 계정입니다.
CFN_STACKSET 프로비저닝된 제품 유형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STACKSET 제약 조건의 계정 목록에 포함된 계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STACKSET 제약의 리전 목록을 가
져오려면 DescribeProvisioningParameters 작업을 사용하십시오.
값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 값은 STACKSET 제약의 모든 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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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ckSetFailureToleranceCount
AWS Service Catalog가 해당 리전에서 작업을 중지하기 전에 이 작업이 실패할 수 있는 리전별 계정 개
수입니다. 리전에서 작업이 중지되면 AWS Service Catalog은 후속 리전에서 작업을 시도하지 않습니
다.
CFN_STACKSET 프로비저닝된 제품 유형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조건: StackSetFailureToleranceCount 또는 StackSetFailureTolerancePercentage 중 하
나만 지정해야 합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ckSetFailureTolerancePercentage
AWS Service Catalog가 해당 리전에서 작업을 중지하기 전에 이 스택 작업이 실패할 수 있는 리전별 계
정 백분율입니다. 리전에서 작업이 중지되면 AWS Service Catalog은 후속 리전에서 작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백분율을 기준으로 계정 개수를 계산할 때 AWS Service Catalog는 다음 정수로 내림합니다.
CFN_STACKSET 프로비저닝된 제품 유형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조건: StackSetFailureToleranceCount 또는 StackSetFailureTolerancePercentage 중 하
나만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ckSetMaxConcurrencyCount
한 번에 이 작업을 수행할 최대 계정 수입니다. 이는 StackSetFailureToleranceCount의 값에 따
라 결정됩니다. StackSetMaxConcurrentCount는 최대 StackSetFailureToleranceCount보다
하나 더 큰 값일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작업에 대한 최대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배포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동시
에 실행된 실제 계정 수는 서비스 조절로 인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
CFN_STACKSET 프로비저닝된 제품 유형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조건: StackSetMaxConcurrentCount 또는 StackSetMaxConcurrentPercentage 중 하나만 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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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ckSetMaxConcurrencyPercentage
한 번에 이 작업을 수행할 최대 계정 백분율입니다.
지정된 백분율을 기준으로 계정 개수를 계산할 때 AWS Service Catalog는 다음 정수로 내림합니다. 내
림 결과가 0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이 경우 AWS Service Catalog는 숫자를 1로 설정합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작업에 대한 최대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배포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동시
에 실행된 실제 계정 수는 서비스 조절로 인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
CFN_STACKSET 프로비저닝된 제품 유형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조건: StackSetMaxConcurrentCount 또는 StackSetMaxConcurrentPercentage 중 하나만 지
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ckSetOperationType
프로비저닝된 제품으로 표시되는 스택 세트 또는 스택 인스턴스에 대해 AWS Service Catalog가 수행하
는 작업을 결정합니다.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은 UPDATE입니다.
CFN_STACKSET 프로비저닝된 제품 유형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객체
프로비저닝된 제품으로 표시되는 스택 세트에서 새 스택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이 경우 계정 및
리전을 기반으로 새 스택 인스턴스만 생성됩니다. 새 ProductId 또는 ProvisioningArtifactID가 통과
되면 무시됩니다.
UPDATE
프로비저닝된 제품과 해당 스택 인스턴스로도 표시되는 스택 세트를 업데이트합니다.
DELETE
프로비저닝된 제품으로 표시되는 스택 세트에서 스택 인스턴스를 삭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REATE | DELETE | UPDAT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ckSetRegions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AWS 리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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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N_STACKSET 프로비저닝된 제품 유형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지정된 리전은 STACKSET 제약에서 리전 목록 내에 있어야 합니다. STACKSET 제약의 리전 목록을 가져
오려면 DescribeProvisioningParameters 작업을 사용합니다.
값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 값은 STACKSET 제약에서 모든 리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rviceCatalog::LaunchNotificationConstraint
알림 제약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Catalog::LaunchNotificationConstraint",
"Properties" : {
"AcceptLanguag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NotificationArns" : [ String, ... ],
"PortfolioId" : String,
"ProductId" : String
}

YAML
Type: AWS::ServiceCatalog::LaunchNotificationConstraint
Properties:
AcceptLanguage: String
Description: String
NotificationArns:
- String
PortfolioId: String
ProductId: String

Properties
AcceptLanguage
언어 코드입니다.
• en - 영어(기본값)
• jp - 일본어
• zh - 중국어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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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제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icationArns
알림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folioId
포트폴리오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ductId
제품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제약의 식별자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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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WS Service Catalog API 참조의 CreateConstraint

AWS::ServiceCatalog::LaunchRoleConstraint
시작 제약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Catalog::LaunchRoleConstraint",
"Properties" : {
"AcceptLanguag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LocalRoleName" : String,
"PortfolioId" : String,
"ProductId" : String,
"RoleArn" : String
}

YAML
Type: AWS::ServiceCatalog::LaunchRoleConstraint
Properties:
AcceptLanguage: String
Description: String
LocalRoleName: String
PortfolioId: String
ProductId: String
RoleArn: String

Properties
AcceptLanguage
언어 코드입니다.
• en - 영어(기본값)
• jp - 일본어
• zh - 중국어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제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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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calRoleName
RoleArn 또는 LocalRoleName 중 하나를 지정해야 하지만 둘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LocalRoleName 속성을 지정하면 계정이 시작 제약 조건을 사용할 때 계정에서 해당 이름을 가진 IAM
역할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계정과 무관하게 시작 역할 제약 조건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는 공유
계정당 리소스를 더 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정된 역할 이름은 시작 제약 조건을 만드는 데 사용된 계정과 이 시작 제약 조건을 사용하여 제품을 시
작하는 사용자의 계정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folioId
포트폴리오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ductId
제품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oleArn
시작 역할의 ARN입니다.
RoleArn 또는 LocalRoleName을 지정해야 하지만 둘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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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제약의 식별자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참고 항목
• AWS Service Catalog API 참조의 CreateConstraint

AWS::ServiceCatalog::LaunchTemplateConstraint
템플릿 제약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Catalog::LaunchTemplateConstraint",
"Properties" : {
"AcceptLanguag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PortfolioId" : String,
"ProductId" : String,
"Rules" : String
}

YAML
Type: AWS::ServiceCatalog::LaunchTemplateConstraint
Properties:
AcceptLanguage: String
Description: String
PortfolioId: String
ProductId: String
Rules: String

Properties
AcceptLanguage
언어 코드입니다.
• en - 영어(기본값)
• jp - 일본어
• zh - 중국어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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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제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folioId
포트폴리오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ductId
제품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ules
제약 규칙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제약의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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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설명
AWS CloudFormation 제약 규칙 사용
관리자는 규칙을 생성하고 적용하여 AWS Service Catalog 포트폴리오에서 템플릿 제약 조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는 관리자가 제품을 생성하는 데 사용한 AWS Service Catalog 템플릿에 최종 사용자
가 잘못된 값을 입력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템플릿 제약 규칙과 템플릿 제약 규칙 생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ervice Catalog 관리자 가이
드에서 템플릿 제약 규칙을 참조하세요.

참고 항목
• AWS Service Catalog API 참조의 CreateConstraint

AWS::ServiceCatalog::Portfolio
포트폴리오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Catalog::Portfolio",
"Properties" : {
"AcceptLanguag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DisplayName" : String,
"Provider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ServiceCatalog::Portfolio
Properties:
AcceptLanguage: String
Description: String
DisplayName: String
Provider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cceptLanguage
언어 코드입니다.
• en - 영어(기본값)
• jp - 일본어
• zh -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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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playName
표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viderName
포트폴리오 공급자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하나 이상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포트폴리오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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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Service Catalog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PortfolioName
포트폴리오의 이름입니다

참고 항목
• AWS Service Catalog API 참조의 CreatePortfolio

AWS::ServiceCatalog::PortfolioPrincipalAssociation
지정된 보안 주체 ARN을 지정된 포트폴리오와 연결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Catalog::PortfolioPrincipalAssociation",
"Properties" : {
"AcceptLanguage" : String,
"PortfolioId" : String,
"PrincipalARN" : String,
"PrincipalType" : String
}

YAML
Type: AWS::ServiceCatalog::PortfolioPrincipalAssociation
Properties:
AcceptLanguage: String
PortfolioId: String
PrincipalARN: String
PrincipalType: String

Properties
AcceptLanguage
언어 코드입니다.
• en - 영어(기본값)
• jp - 일본어
• zh -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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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rtfolioId
포트폴리오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ncipalARN
보안 주체(IAM 사용자, 역할 또는 그룹)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ncipalType
보안 주체 유형입니다. 지원되는 값은 IAM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AM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연결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참고 항목
• AWS Service Catalog API 참조의 AssociatePrincipalWith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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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erviceCatalog::PortfolioProductAssociation
지정된 제품을 지정된 포트폴리오와 연결합니다.
위임된 관리자는 이 명령을 호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Catalog::PortfolioProductAssociation",
"Properties" : {
"AcceptLanguage" : String,
"PortfolioId" : String,
"ProductId" : String,
"SourcePortfolioId" : String
}

YAML
Type: AWS::ServiceCatalog::PortfolioProductAssociation
Properties:
AcceptLanguage: String
PortfolioId: String
ProductId: String
SourcePortfolioId: String

Properties
AcceptLanguage
언어 코드입니다.
• en - 영어(기본값)
• jp - 일본어
• zh - 중국어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rtfolioId
포트폴리오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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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ductId
제품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ourcePortfolioId
소스 포트폴리오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연결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참고 항목
• AWS Service Catalog API 참조의 AssociateProductWithPortfolio

AWS::ServiceCatalog::PortfolioShare
지정된 포트폴리오를 지정된 계정과 공유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ServiceCatalog::PortfolioShare",
"Properties" : {
"AcceptLanguage" : String,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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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countId" : String,
"PortfolioId" : String,
"ShareTagOptions" : Boolean

YAML
Type: AWS::ServiceCatalog::PortfolioShare
Properties:
AcceptLanguage: String
AccountId: String
PortfolioId: String
ShareTagOptions: Boolean

Properties
AcceptLanguage
언어 코드입니다.
• en - 영어(기본값)
• jp - 일본어
• zh - 중국어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ccountId
AWS 계정 ID입니다. 예: 123456789012.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0-9]{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rtfolioId
포트폴리오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hareTagOptions
포트폴리오 공유에 TagOptions 공유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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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포트폴리오 공유의 식별자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참고 항목
• AWS Service Catalog API 참조의 CreatePortfolioShare

AWS::ServiceCatalog::ResourceUpdateConstraint
RESOURCE_UPDATE 제약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Catalog::ResourceUpdateConstraint",
"Properties" : {
"AcceptLanguag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PortfolioId" : String,
"ProductId" : String,
"TagUpdateOnProvisionedProduct" : String
}

YAML
Type: AWS::ServiceCatalog::ResourceUpdateConstraint
Properties:
AcceptLanguage: String
Description: String
PortfolioId: String
ProductId: String
TagUpdateOnProvisionedProduct: String

Properties
AcceptLanguage
언어 코드입니다.
• en - 영어(기본값)
• jp -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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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h - 중국어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제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folioId
포트폴리오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ductId
제품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UpdateOnProvisionedProduct
ALLOWED로 설정된 경우 사용자가 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리소스의 태그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NOT_ALLOWED로 설정된 경우 사용자가 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리소스의 태그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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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제약의 식별자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RESOURCE_UPDATE 제약을 생성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Catalog::ResourceUpdateConstraint",
"Properties" : {
"AcceptLanguage" : "en",
"Description" : "Sample description",
"PortfolioId" : "port-xxx",
"ProductId" : "prod-xxx",
"TagUpdateOnProvisionedProduct" : "ALLOWED"

YAML
Type: 'AWS::ServiceCatalog::ResourceUpdateConstraint'
Properties:
Description: Sample description
TagUpdateOnProvisionedProduct: 'ALLOWED'
PortfolioId: port-xxx
ProductId: prod-xxx`

참고 항목
• AWS Service Catalog 참조의 CreateConstraint

AWS::ServiceCatalog::ServiceAction
셀프 서비스 작업을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ServiceCatalog::ServiceAction",
"Properties" : {
"AcceptLanguage" : String,
"Definition" : [ DefinitionParameter (p. 6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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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finitionTyp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YAML
Type: AWS::ServiceCatalog::ServiceAction
Properties:
AcceptLanguage: String
Definition:
- DefinitionParameter (p. 6004)
DefinitionType: String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AcceptLanguage
언어 코드입니다.
• en - 영어(기본값)
• jp - 일본어
• zh - 중국어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inition
셀프 서비스 작업을 정의하는 맵입니다.
Required: 예
Type: DefinitionParameter (p. 600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initionType
셀프 서비스 작업 정의 유형입니다. 예: SSM_AUTOMATION.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SM_AUTOMATI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셀프 서비스 작업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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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셀프 서비스 작업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Fn::GetAtt
Id
셀프 서비스 작업 식별자입니다. 예: act-fs7abcd89wxyz.

AWS::ServiceCatalog::ServiceAction DefinitionParameter
JSON 형식의 파라미터 목록입니다. 예: [{\"Name\":\"InstanceId\",\"Type\":\"TARGET\"}] or
[{\"Name\":\"InstanceId\",\"Type\":\"TEXT_VALUE\"}].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파라미터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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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파라미터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rviceCatalog::ServiceActionAssociation
작업 ID, 제품 ID 및 프로비저닝 객체 ID로 구성된 셀프 서비스 작업 연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Catalog::ServiceActionAssociation",
"Properties" : {
"ProductId" : String,
"ProvisioningArtifactId" : String,
"ServiceActionId" : String
}

YAML
Type: AWS::ServiceCatalog::ServiceActionAssociation
Properties:
ProductId: String
ProvisioningArtifactId: String
ServiceActionId: String

Properties
ProductId
제품 식별자입니다. 예: prod-abcdzk7xy33qa.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visioningArtifactId
프로비저닝한 결과물의 식별자입니다. 예: pa-4abcdjnxjj6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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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erviceActionId
셀프 서비스 작업 식별자입니다. 예: act-fs7abcd89wxyz.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AWS::ServiceCatalog::StackSetConstraint
StackSet 제약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Catalog::StackSetConstraint",
"Properties" : {
"AcceptLanguage" : String,
"AccountList" : [ String, ... ],
"AdminRol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ExecutionRole" : String,
"PortfolioId" : String,
"ProductId" : String,
"RegionList" : [ String, ... ],
"StackInstanceControl" : String
}

YAML
Type: AWS::ServiceCatalog::StackSetConstraint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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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Language: String
AccountList:
- String
AdminRole: String
Description: String
ExecutionRole: String
PortfolioId: String
ProductId: String
RegionList:
- String
StackInstanceControl: String

Properties
AcceptLanguage
언어 코드입니다.
• en - 영어(기본값)
• jp - 일본어
• zh - 중국어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ccountList
프로비저닝된 제품에 액세스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AWS 계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dminRole
AdminRole ARN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제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2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ecutionRole
ExecutionRole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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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rtfolioId
포트폴리오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ductId
제품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gionList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AWS 리전입니다.
CFN_STACKSET 프로비저닝된 제품 유형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지정된 리전은 STACKSET 제약에서 리전 목록 내에 있어야 합니다. STACKSET 제약의 리전 목록을 가져
오려면 DescribeProvisioningParameters 작업을 사용합니다.
값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 값은 STACKSET 제약에서 모든 리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ckInstanceControl
스택 인스턴스를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ALLOWED와 NOT_ALLOWED에서 선
택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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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제약의 식별자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ServiceCatalog::TagOption
TagOption을 지정합니다. TagOption은 AWS Service Catalog에서 관리하는 키-값 페어로 AWS 태그 생성에
대한 템플릿 역할을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Catalog::TagOption",
"Properties" : {
"Active" : Boolean,
"Key" : String,
"Value" : String
}

YAML
Type: AWS::ServiceCatalog::TagOption
Properties:
Active: Boolean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Active
TagOption 활성 상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
TagOption 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ue
TagOption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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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TagOption 식별자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참고 항목
• AWS Service Catalog API 참조의 CreateTagOption

AWS::ServiceCatalog::TagOptionAssociation
지정된 TagOption을 지정된 포트폴리오 또는 제품과 연결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Catalog::TagOptionAssociation",
"Properties" : {
"ResourceId" : String,
"TagOptionId" : String
}

YAML
Type: AWS::ServiceCatalog::TagOptionAssociation
Properties:
ResourceId: String
TagOptionId: String

Properties
ResourceId
리소스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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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OptionId
TagOption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연결의 식별자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참고 항목
• AWS Service Catalog API 참조의 AssociateTagOptionWithResource

AWS Service Catalog 앱 레지스트리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pplication (p. 6011)
•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ttributeGroup (p. 6013)
•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ttributeGroupAssociation (p. 6014)
• AWS::ServiceCatalogAppRegistry::ResourceAssociation (p. 6015)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pplication
관련 클라우드 리소스 추상화 계층 구조의 최상위 노드인 AWS Service Catalog AppRegistry 애플리케이션
을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pplication",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Tags" : {Key : Value, ...}
}

YAML
Type: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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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Tags:
Key : Value

Properties
Description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리전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Fn::GetAtt
Arn
애플리케이션의 ARN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Id
해당 리소스의 애플리케이션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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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erviceCatalogAppRegistry::AttributeGroup
사용자 정의 속성에 대한 컨테이너로 새 속성 그룹을 생성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풍부한 머신 판독 가능
한 형식으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메타데이터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화된 워크플
로 및 타사 도구와의 통합이 쉬워집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ttributeGroup",
"Properties" : {
"Attributes" : Json,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Tags" : {Key : Value, ...}
}

YAML
Type: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ttributeGroup
Properties:
Attributes: Json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Tags:
Key : Value

Properties
Attributes
그룹의 속성을 나타내고 애플리케이션 및 해당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중첩된 키-값 페어 형태의 JSON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사용자가 제공하는 속성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속성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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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속성 그룹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Fn::GetAtt
Arn
속성 그룹의 ARN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Id
해당 리소스의 속성 그룹 ID입니다.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ttributeGroupAssociation
ServiceCatalogAppRegistry에 대한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ttributeGroupAssociation 리소스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ttributeGroupAssociation",
"Properties" : {
"Application" : String,
"AttributeGroup" : String
}

YAML
Type: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ttributeGroupAssociation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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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String
AttributeGroup: String

Properties
Application
애플리케이션의 이름 또는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ttributeGroup
애플리케이션을 설명하는 속성이 포함된 속성 그룹의 이름 또는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Fn::GetAtt
Application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AttributeGroup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Id
연결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WS::ServiceCatalogAppRegistry::ResourceAssociation
ServiceCatalogAppRegistry에 대한
AWS::ServiceCatalogAppRegistry::ResourceAssociation 리소스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ServiceCatalogAppRegistry::Resource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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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
"Application" : String,
"Resource" : String,
"ResourceType" : String
}

YAML
Type: AWS::ServiceCatalogAppRegistry::ResourceAssociation
Properties:
Application: String
Resource: String
ResourceType: String

Properties
Application
애플리케이션의 이름 또는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할 리소스의 이름 또는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Type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할 리소스의 유형입니다. 가능한 값: CFN_STACK.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Fn::GetAtt
Application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Id
연결의 ID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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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AWS Security Hub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SecurityHub::Hub (p. 6017)

AWS::SecurityHub::Hub
AWS::SecurityHub::Hub 리소스는 계정에서 AWS Security Hub 서비스의 구현을 나타냅니다. Security
Hub를 사용하는 각 리전에 대해 하나의 허브 리소스가 생성됩니다.
Security Hub를 사용하는 각 리전에서는 CIS AWS Foundations Benchmark 표준 및 Foundational Security
Best Practices 표준도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curityHub::Hub",
"Properties" : {
"Tags" : Json
}

YAML
Type: AWS::SecurityHub::Hub
Properties:
Tags: Json

Properties
Tags
허브 리소스에 추가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생성된 허브 리소스에 대한
HubArn입니다(예: arn:aws:securityhub:us-east-1:12345678910:hub/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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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허브 리소스 선언
다음 예에서는 Security Hub Hub 리소스를 선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

}

"Description": "Example Hub with Tags",
"Resources": {
"ExampleHubWithTags": {
"Type": "AWS::SecurityHub::Hub",
"Properties": {
"Tags": {
"key1": "value1",
"key2": "value2"
}
}
}
},
"Outputs": {
"HubArn": {
"Value": {
"Ref": "ExampleHubWithTags"
}
}
}

YAML
Description: Example Hub with Tags
Resources:
ExampleHubWithTags:
Type: 'AWS::SecurityHub::Hub'
Properties:
Tags:
key1: value1
key2: value2
Outputs:
HubArn:
Value: !Ref ExampleHubWithTags

Amazon Simple Email Servic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SES::ConfigurationSet (p. 6019)
• AWS::SES::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p. 6020)
• AWS::SES::ContactList (p. 6028)
• AWS::SES::ReceiptFilter (p. 6030)
• AWS::SES::ReceiptRule (p. 6033)
• AWS::SES::ReceiptRuleSet (p. 6049)
• AWS::SES::Template (p. 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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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ES::ConfigurationSet
구성 세트의 이름입니다.
구성 세트에서는 Amazon SES를 통해 전송하는 이메일에 적용 가능한 규칙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구
성 세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ES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SES 구성 세트 사용을 참조하십
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S::ConfigurationSet",
"Properties" : {
"Name" : String
}

YAML
Type: AWS::SES::ConfigurationSet
Properties:
Name: String

Properties
Nam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구성 세트를 지정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SES ConfigurationSet Sample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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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eters": {
"ConfigSetName": {
"Type": "String"
}
},
"Resources": {
"ConfigSet": {
"Type": "AWS::SES::ConfigurationSet",
"Properties": {
"Name": {
"Ref": "ConfigSetName"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SES ConfigurationSet Sample Template
Parameters:
ConfigSetName:
Type: String
Resources:
ConfigSet:
Type: 'AWS::SES::ConfigurationSet'
Properties:
Name: !Ref ConfigSetName

AWS::SES::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구성 세트 이벤트 대상을 지정합니다. 이벤트 대상은 Amazon SES가 이메일 전송 이벤트를 게시하는
AWS 서비스입니다. 이벤트 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을 하나만 제공합니다. 이벤트 데이터를 Amazon
CloudWatch 또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로 보낼 수 있습니다.

Note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는 Amazon SNS 이벤트 대상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S::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Properties" : {
"ConfigurationSetName" : String,
"EventDestination" : EventDestination (p. 6025)
}

YAML
Type: AWS::SES::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Properties:
ConfigurationSetName: String
Event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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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onfigurationSetName
이벤트 대상이 포함된 구성 세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ventDestination
이벤트 대상 객체입니다.
Required: 예
Type: EventDestination (p. 602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구성 세트의 이벤트 대상을 지정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SES 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Sample Template",
"Parameters": {
"ConfigSetName": {
"Type": "String"
},
"EventDestinationName": {
"Type": "String"
},
"EventType1": {
"Type": "String"
},
"EventType2": {
"Type": "String"
},
"EventType3": {
"Type": "String"
},
"DimensionName1": {
"Type": "String"
},
"DimensionValueSource1": {
"Type": "String"
},
"DefaultDimensionValue1": {
"Type": "String"
},
"DimensionName2": {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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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ValueSource2": {
"Type": "String"
},
"DefaultDimensionValue2": {
"Type": "String"
}

},
"Resources": {
"ConfigSet": {
"Type": "AWS::SES::ConfigurationSet",
"Properties": {
"Name": {
"Ref": "ConfigSetName"
}
}
},
"CWEventDestination": {
"Type": "AWS::SES::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Properties": {
"ConfigurationSetName": {
"Ref": "ConfigSet"
},
"EventDestination": {
"Name": {
"Ref": "EventDestinationName"
},
"Enabled": true,
"MatchingEventTypes": [
{
"Ref": "EventType1"
},
{
"Ref": "EventType2"
},
{
"Ref": "EventType3"
}
],
"CloudWatchDestination": {
"DimensionConfigurations": [
{
"DimensionName": {
"Ref": "DimensionName1"
},
"DimensionValueSource": {
"Ref": "DimensionValueSource1"
},
"DefaultDimensionValue": {
"Ref": "DefaultDimensionValue1"
}
},
{
"DimensionName": {
"Ref": "DimensionName2"
},
"DimensionValueSource": {
"Ref": "DimensionValueSource2"
},
"DefaultDimensionValue": {
"Ref": "DefaultDimensionValue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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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SES 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Sample Template
Parameters:
ConfigSetName:
Type: String
EventDestinationName:
Type: String
EventType1:
Type: String
EventType2:
Type: String
EventType3:
Type: String
DimensionName1:
Type: String
DimensionValueSource1:
Type: String
DefaultDimensionValue1:
Type: String
DimensionName2:
Type: String
DimensionValueSource2:
Type: String
DefaultDimensionValue2:
Type: String
Resources:
ConfigSet:
Type: 'AWS::SES::ConfigurationSet'
Properties:
Name: !Ref ConfigSetName
CWEventDestination:
Type: 'AWS::SES::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Properties:
ConfigurationSetName: !Ref ConfigSet
EventDestination:
Name: !Ref EventDestinationName
Enabled: true
MatchingEventTypes:
- !Ref EventType1
- !Ref EventType2
- !Ref EventType3
CloudWatchDestination:
DimensionConfigurations:
- DimensionName: !Ref DimensionName1
DimensionValueSource: !Ref DimensionValueSource1
DefaultDimensionValue: !Ref DefaultDimensionValue1
- DimensionName: !Ref DimensionName2
DimensionValueSource: !Ref DimensionValueSource2
DefaultDimensionValue: !Ref DefaultDimensionValue2

AWS::SES::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CloudWatchDestination
이메일 전송 이벤트가 게시되는 Amazon CloudWatch 이벤트 대상과 연결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벤트 대상(예: Amazon CloudWatch)은 구성 세트와 연결되어 있어 이메일 전송 이벤트를 게시할 수 있습
니다. 구성 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E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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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mensionConfigurations" : [ DimensionConfiguration (p. 6024), ... ]

YAML
DimensionConfigurations:
- DimensionConfiguration (p. 6024)

Properties
DimensionConfigurations
이메일 전송 이벤트를 Amazon CloudWatch에 게시할 때 이메일을 분류하는 차원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imensionConfiguration (p. 602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S::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DimensionConfiguration
Amazon CloudWatch로 이벤트를 발송하는 이메일을 게시할 때 사용할 차원 구성을 포함합니다.
이메일 전송 이벤트를 Amazon CloudWatch에 게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ES 개발자 안
내서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faultDimensionValue" : String,
"DimensionName" : String,
"DimensionValueSource" : String

YAML
DefaultDimensionValue: String
DimensionName: String
DimensionValueSource: String

Properties
DefaultDimensionValue
이메일을 발송할 때 차원 값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Amazon CloudWatch에 게시하는 차원의 기본값입니
다. 기본값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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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CII 문자(a-z, A-Z), 숫자(0-9), 밑줄(_) 또는 대시(-)만 사용합니다.
• 256자 이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mensionName
이메일 전송 지표에 연결된 Amazon CloudWatch 차원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
야 합니다.
• ASCII 문자(a-z, A-Z), 숫자(0-9), 밑줄(_) 또는 대시(-)만 사용합니다.
• 256자 이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mensionValueSource
Amazon SES가 Amazon CloudWatch에 게시할 차원의 값을 찾는 곳입니다.
SendEmail/SendRawEmail API에 대한 X-SES-MESSAGE-TAGS 헤더 또는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지정한 메시지 태그를 사용하려면 messageTag를 지정합니다. 고유한 이메일 헤더를 사용하려면
emailHeader를 지정합니다.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에 사용자 지정 태그를 넣으려면 linkTag를 지정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mailHeader | linkTag | messageTag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S::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EventDestination
이벤트 대상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Note
이벤트 대상을 생성 또는 업데이트하는 경우 대상을 오직 하나만 제공해야 합니다. 대상은 Amazon
CloudWatch, Amazon Kinesis Firehose, 또는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일
수 있습니다.
이벤트 대상은 구성 세트와 연결되므로 Amazon CloudWatch, Amazon Kinesis Firehose 또는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로 이메일 전송 이벤트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구성 세트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Amazon SE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loudWatchDestination" : CloudWatchDestination (p. 6023),
"Enabled" :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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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esisFirehoseDestination" : KinesisFirehoseDestination (p. 6027),
"MatchingEventTypes" : [ String, ... ],
"Name" : String

YAML
CloudWatchDestination:
CloudWatchDestination (p. 6023)
Enabled: Boolean
KinesisFirehoseDestination:
KinesisFirehoseDestination (p. 6027)
MatchingEventTypes:
-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CloudWatchDestination
Amazon CloudWatch 이벤트 대상과 연결된 차원의 이름과 기본값 및 소스를 포함한 객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loudWatchDestination (p. 60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구성 세트가 연결된 이메일을 전송할 때 Amazon SES가 이 대상으로 이벤트를 게시할지 여부를 설정합
니다. 이 대상으로 게시를 활성화하려면 true로 설정하십시오. 이 대상으로 게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
려면 false로 설정하십시오. 기본 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inesisFirehoseDestination
Amazon Kinesis Firehose 이벤트 대상에 연결된 전송 스트림 ARN과 IAM 역할 ARN이 포함된 객체입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KinesisFirehoseDestination (p. 60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tchingEventTypes
이벤트 대상으로 게시하는 이메일 전송 이벤트의 유형입니다.
• send - 호출이 성공했으며 Amazon SES가 이메일 전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reject - Amazon SES가 이메일에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거부했습니다.
• bounce - 수신자의 메일 서버가 이메일을 영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는 하드 반송에 해당합니다.
• complaint - 수신자가 이메일을 스팸으로 표시했습니다.
• delivery - Amazon SES에서 이메일을 수신자의 메일 서버로 성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 open - 수신자가 이메일을 수신하여 자신의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열었습니다.
• click - 수신자가 이메일의 링크를 1개 이상 클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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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deringFailure - 템플릿 렌더링 문제로 인해 Amazon SES가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이벤트 대상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ASCII 문자(a-z, A-Z), 숫자(0-9), 밑줄(_) 또는 대시(-)만 사용합니다.
• 64자 이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S::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KinesisFirehoseDestination
Amazon Kinesis Firehose 이벤트 대상에 연결된 전송 스트림 ARN과 IAM 역할 ARN을 포함합니다.
이벤트 대상(예: Amazon Kinesis Firehose)은 이메일 전송 이벤트를 게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구성 세트에
연결됩니다. 구성 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E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liveryStreamARN" : String,
"IAMRoleARN" : String

YAML
DeliveryStreamARN: String
IAMRoleARN: String

Properties
DeliveryStreamARN
이메일 전송 이벤트가 게시되는 Amazon Kinesis Firehose 스트림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AMRoleARN
Amazon SES에서 이메일 전송 이벤트를 Amazon Kinesis Firehose 스트림에 게시할 때 사용하는 IAM
역할의 A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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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S::ContactList
특정 주제를 구독한 연락처가 포함된 목록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S::ContactList",
"Properties" : {
"ContactListNam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Tags" : [ Tag, ... ],
"Topics" : [ Topic (p. 6029), ... ]
}

YAML
Type: AWS::SES::ContactList
Properties:
ContactListName: String
Description: String
Tags:
- Tag
Topics:
- Topic (p. 6029)

Properties
ContactListName
연락처 목록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escription
연락처 목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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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연락처 목록과 연결된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ics
목록 내의 관심 그룹, 테마 또는 레이블입니다. 연락처 목록에는 여러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opic (p. 602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리소스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 "Ref" : "ContactListName" }
Amazon SES ContactList의 경우 Ref은(는) 연락처 목록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AWS::SES::ContactList Topic
목록 내의 관심 그룹, 테마 또는 레이블입니다. 목록에는 여러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faultSubscriptionStatus" : String,
"Description" : String,
"DisplayName" : String,
"TopicName" : String

YAML
DefaultSubscriptionStatus: String
Description: String
DisplayName: String
TopicName: String

Properties
DefaultSubscriptionStatus
연락처가 주제 구독에 대한 기본 설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연락처에 적용되는 기본 구독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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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며 연락처가 보게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playName
연락처가 보게 될 주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icName
주제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S::ReceiptFilter
새 IP 주소 필터를 지정합니다. Amazon SES로 이메일 수신 시 IP 주소 필터를 사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S::ReceiptFilter",
"Properties" : {
"Filter" : Filter (p. 6032)
}

YAML
Type: AWS::SES::ReceiptFilter
Properties:
Filter:
Filter (p. 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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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Filter
생성할 IP 주소 필터를 설명하는 데이터 구조이며 이름, IP 주소 범위, 해당 범위의 메일 허용 또는 차단
여부로 구성됩니다.
Required: 예
Type: Filter (p. 603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예제
수신 이메일에 대한 IP 주소 필터를 지정합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SES ReceiptFilter Sample Template",
"Parameters": {
"FilterName": {
"Type": "String"
},
"Policy": {
"Type": "String"
},
"Cidr": {
"Type": "String"
}
},
"Resources": {
"ReceiptFilter": {
"Type": "AWS::SES::ReceiptFilter",
"Properties": {
"Filter": {
"Name": {
"Ref": "FilterName"
},
"IpFilter": {
"Policy": {
"Ref": "Policy"
},
"Cidr": {
"Ref": "Cidr"
}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SES ReceiptFilter Sample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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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FilterName:
Type: String
Policy:
Type: String
Cidr:
Type: String
Resources:
ReceiptFilter:
Type: 'AWS::SES::ReceiptFilter'
Properties:
Filter:
Name: !Ref FilterName
IpFilter:
Policy: !Ref Policy
Cidr: !Ref Cidr

AWS::SES::ReceiptFilter Filter
IP 주소 필터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pFilter" : IpFilter (p. 6033),
"Name" : String

YAML
IpFilter:
IpFilter (p. 6033)
Name: String

Properties
IpFilter
차단하거나 허용할 IP 주소, 그리고 여기서 수신하는 메일의 차단 여부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Required: 예
Type: IpFilter (p. 603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IP 주소 필터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ASCII 문자(a-z, A-Z), 숫자(0-9), 밑줄(_) 또는 대시(-)만 사용합니다.
• 글자나 숫자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 64자 이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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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S::ReceiptFilter IpFilter
레시피 IP 주소 필터를 사용하면 특정 IP 주소 또는 특정 범위의 IP 주소에서 시작된 메일의 수락 여부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 필터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E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idr" : String,
"Policy" : String

YAML
Cidr: String
Policy: String

Properties
Cidr
차단 또는 허용하려는 단일 IP 주소 또는 IP 주소 범위이며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CIDR) 표기
법으로 지정됩니다. 단일 이메일 주소의 예는 10.0.0.1입니다. IP 주소 범위의 예는 10.0.0.1/24입니다.
CIDR 표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FC 2317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y
지정 IP 주소에서 수신하는 메일의 차단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ow | Block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S::ReceiptRule
수신 규칙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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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SES::ReceiptRule",
"Properties" : {
"After" : String,
"Rule" : Rule (p. 6042),
"RuleSetName" : String
}

YAML
Type: AWS::SES::ReceiptRule
Properties:
After: String
Rule:
Rule (p. 6042)
RuleSetName: String

Properties
After
새 규칙 앞에 배치되는 기존 규칙의 이름입니다. 이 파라미터가 null인 경우 규칙 목록의 첫 부분에 새 규
칙이 삽입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
지정 규칙의 이름, 작업, 수신자, 도메인, 활성 상태, 스캔 상태, TLS 정책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입니
다.
Required: 예
Type: Rule (p. 604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SetName
수신 규칙이 추가될 규칙 세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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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수신 이메일에 대한 수신 규칙을 지정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SES ReceiptRule Sample Template",
"Parameters": {
"RuleSetName": {
"Type": "String"
},
"ReceiptRuleName1": {
"Type": "String"
},
"ReceiptRuleName2": {
"Type": "String"
},
"TlsPolicy": {
"Type": "String"
},
"HeaderName": {
"Type": "String"
},
"HeaderValue": {
"Type": "String"
}
},
"Resources": {
"ReceiptRule1": {
"Type": "AWS::SES::ReceiptRule",
"Properties": {
"RuleSetName": {
"Ref": "RuleSetName"
},
"Rule": {
"Name": {
"Ref": "ReceiptRuleName1"
},
"Enabled": true,
"ScanEnabled": true,
"TlsPolicy": {
"Ref": "TlsPolicy"
},
"Actions": [
{
"AddHeaderAction": {
"HeaderName": {
"Ref": "HeaderName"
},
"HeaderValue": {
"Ref": "HeaderValue"
}
}
}
]
}
}
},
"ReceiptRul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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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ype": "AWS::SES::ReceiptRule",
"Properties": {
"RuleSetName": {
"Ref": "RuleSetName"
},
"After": {
"Ref": "ReceiptRule1"
},
"Rule": {
"Name": {
"Ref": "ReceiptRuleName2"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SES ReceiptRule Sample Template
Parameters:
RuleSetName:
Type: String
ReceiptRuleName1:
Type: String
ReceiptRuleName2:
Type: String
TlsPolicy:
Type: String
HeaderName:
Type: String
HeaderValue:
Type: String
Resources:
ReceiptRule1:
Type: 'AWS::SES::ReceiptRule'
Properties:
RuleSetName: !Ref RuleSetName
Rule:
Name: !Ref ReceiptRuleName1
Enabled: true
ScanEnabled: true
TlsPolicy: !Ref TlsPolicy
Actions:
- AddHeaderAction:
HeaderName: !Ref HeaderName
HeaderValue: !Ref HeaderValue
ReceiptRule2:
Type: 'AWS::SES::ReceiptRule'
Properties:
RuleSetName: !Ref RuleSetName
After: !Ref ReceiptRule1
Rule:
Name: !Ref ReceiptRuleName2

AWS::SES::ReceiptRule Action
이메일 주소나 도메인이 둘 이상인 경우, Amazon SES가 이메일을 대신 수신할 때 수행할 수 있는 작업입니
다. 이 데이터 유형의 인스턴스는 단 하나의 작업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신 규칙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E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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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ddHeaderAction" : AddHeaderAction (p. 6038),
"BounceAction" : BounceAction (p. 6039),
"LambdaAction" : LambdaAction (p. 6040),
"S3Action" : S3Action (p. 6043),
"SNSAction" : SNSAction (p. 6046),
"StopAction" : StopAction (p. 6047),
"WorkmailAction" : WorkmailAction (p. 6048)

YAML
AddHeaderAction:
AddHeaderAction (p. 6038)
BounceAction:
BounceAction (p. 6039)
LambdaAction:
LambdaAction (p. 6040)
S3Action:
S3Action (p. 6043)
SNSAction:
SNSAction (p. 6046)
StopAction:
StopAction (p. 6047)
WorkmailAction:
WorkmailAction (p. 6048)

Properties
AddHeaderAction
수신한 이메일에 헤더를 추가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ddHeaderAction (p. 603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ounceAction
발신자에게 반송 응답을 돌려보내 이메일 수신을 거부하고, 설정에 따라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에 알림을 게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ounceAction (p. 603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mbdaAction
AWS Lambda 함수를 호출하고, 선택에 따라 Amazon SNS에 알림을 게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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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LambdaAction (p. 604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Action
수신 메시지를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버킷에 저장하고, 선택에 따라 Amazon
SNS에 알림을 게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Action (p. 604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NSAction
Amazon SNS 알림 안에 이메일 내용을 게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NSAction (p. 60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opAction
해당 수신 규칙 세트의 평가를 중단하고, 설정에 따라 Amazon SNS에 알림을 게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opAction (p. 60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orkmailAction
Amazon WorkMail을 호출하고, 선택적으로 SNS에 알림을 게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WorkmailAction (p. 6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S::ReceiptRule AddHeaderAction
수신 규칙에 포함할 경우, 이 작업은 수신한 이메일에 헤더를 추가합니다.
수신 규칙을 사용한 헤더 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E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eaderName" : String,
"HeaderValu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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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HeaderName: String
HeaderValue: String

Properties
HeaderName
수신 메시지에 추가할 헤더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1자 이상, 50자 이하여야 합니다. 영숫자(a~z, A~Z,
0~9) 문자와 대시로 구성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derValue
헤더에 포함할 내용입니다. 이 값은 최대 2,048자입니다. 여기에 줄 바꿈(\n) 또는 캐리지 리턴(\r) 문자
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S::ReceiptRule BounceAction
수신 규칙에 포함할 경우, 이 작업은 발신자에게 반송 응답을 돌려보내 이메일 수신을 거부하고, 설정에 따라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에 알림을 게시합니다.
수신한 이메일에 대한 응답으로 반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ES 개발자 안내
서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Message" : String,
"Sender" : String,
"SmtpReplyCode" : String,
"StatusCode" : String,
"TopicArn" : String

YAML
Message: String
Sender: String
SmtpReplyCode: String
StatusCode: String
Topic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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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Message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반송 메시지에 포함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nder
반송 이메일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반송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하는 주소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mtpReplyCode
RFC 5321의 정의에 따르는 SMTP 응답 코드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usCode
RFC 3463의 정의에 따르는 향상된 SMTP 상태 코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icArn
반송 작업을 수행한 후 알림을 전송할 Amazon SNS 주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mazon
SNS에서 ListTopics 작업을 사용하여 주제의 ARN을 찾을 수 있습니다.
Amazon SNS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N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S::ReceiptRule LambdaAction
수신 규칙에 포함할 경우, 이 작업은 AWS Lambda 함수를 호출하고, 선택적으로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에 알림을 게시합니다.
Amazon SES가 AWS Lambda 함수를 호출하거나 다른 계정의 Amazon SNS 주제로 게시하도록 하려면
Amazon SES에 해당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권한 부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E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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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규칙에서 AWS Lambda 작업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E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unctionArn" : String,
"InvocationType" : String,
"TopicArn" : String

YAML
FunctionArn: String
InvocationType: String
TopicArn: String

Properties
FunctionArn
AWS Lambda 함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AWS Lambda 함수 ARN의 한 가지 예시는
arn:aws:lambda:us-west-2:account-id:function:MyFunction입니다. AWS Lambda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AWS Lambda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vocationType
AWS Lambda 함수의 호출 유형입니다. 호출 유형이 RequestResponse인 경우 함수 실행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Event인 경우 함수가 비동기식으로 호출됩니다. 기본값은 Event입니다. AWS Lambda
호출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Lambda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Important
[RequestResponse] 호출에는 30초의 요청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Event
호출을 사용합니다. 수신 규칙이나 수신 규칙 세트를 중단할지 여부와 같은 메일 흐름 결정을
내릴 때는 RequestResponse만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vent | RequestRespons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icArn
Lambda 작업을 실행한 후 알림을 전송할 Amazon SNS 주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mazon SNS에서 ListTopics 작업을 사용하여 주제의 ARN을 찾을 수 있습니다.
Amazon SNS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N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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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S::ReceiptRule Rule
수신 규칙을 사용하면 하나 이상의 이메일 주소나 도메인을 대신해 이메일을 수신한 Amazon SES가 수행해
야 하는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수신 규칙은 거기에 적용되는 이메일 주소나 도메인 집합을 정의합니다. 이메일 주소나 도메인이 하나 이
상의 메시지 수신자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 Amazon SES는 그 메시지에 대한 수신 규칙의 작업을 모두 실행
합니다.
수신 규칙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E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s" : [ Action (p. 6036), ... ],
"Enabled" : Boolean,
"Name" : String,
"Recipients" : [ String, ... ],
"ScanEnabled" : Boolean,
"TlsPolicy" : String

YAML
Actions:
- Action (p. 6036)
Enabled: Boolean
Name: String
Recipients:
- String
ScanEnabled: Boolean
TlsPolicy: String

Properties
Actions
수신 규칙에 지정된 수신자 이메일 주소나 도메인과 한 개 이상 일치하는 메시지에서 실행할 작업의 순
서가 지정된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tion (p. 603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d
true인 경우 수신 규칙은 활성 상태입니다. 기본 값은 false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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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수신 규칙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ASCII 문자(a-z, A-Z), 숫자(0-9), 밑줄(_) 또는 대시(-)만 사용합니다.
• 글자나 숫자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 64자 이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cipients
수신 규칙이 적용되는 수신자 도메인과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 필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이 규칙은 확
인 절차를 마친 모든 도메인의 모든 수신자와 일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anEnabled
true인 경우, 이 수신 규칙이 적용되는 메시지를 스팸 및 바이러스로 스캔합니다. 기본 값은 false입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lsPolicy
Amazon SES가 TLS(전송 계층 보안)로 암호화한 연결로 수신 이메일을 전송해야 하는지 여부를 지정합
니다. 이 파라미터가 Require인 경우, Amazon SES는 TLS로 수신하지 않은 이메일을 반송합니다. 기
본값은 Optional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Optional | Requir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S::ReceiptRule S3Action
수신 규칙에 포함할 경우 이 작업은 수신 메시지를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버킷에 저
장하고 선택적으로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에 알림을 게시합니다.
Amazon SES가 Amazon S3 버킷에 이메일을 쓰거나 AWS KMS 키로 이메일을 암호화하거나 다른 계정의
Amazon SNS 주제를 게시하려면 Amazon SES에 해당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권한 부
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E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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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mazon S3 버킷에 이메일을 저장할 때 이메일(헤더 포함)의 최대 용량은 30MB입니다. 이보다 큰
이메일은 반송됩니다.
수신 규칙에서 Amazon S3 작업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E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Name" : String,
"KmsKeyArn" : String,
"ObjectKeyPrefix" : String,
"TopicArn" : String

YAML
BucketName: String
KmsKeyArn: String
ObjectKeyPrefix: String
TopicArn: String

Properties
BucketName
수신 이메일에 대한 Amazon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KeyArn
Amazon SES가 Amazon S3 버킷에 이메일을 저장하기에 앞서 암호화할 때 사용할 사용자 지정 마스터
키입니다. 계정의 기본 마스터 키를 사용하거나 다음과 같이 AWS KMS에서 생성한 사용자 지정 마스터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 마스터 키를 사용하려면 arn:aws:kms:REGION:ACCOUNT-ID-WITHOUT-HYPHENS:alias/
aws/ses 형식의 ARN을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AWS 계정 ID가 123456789012이고 미국 서부(오
레곤) 리전에서 기본 마스터 키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기본 마스터 키의 ARN은 arn:aws:kms:uswest-2:123456789012:alias/aws/ses입니다. 기본 마스터 키를 사용하는 경우, Amazon SES
에 키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AWS KMS에서 생성한 사용자 지정 마스터 키를 사용하려면, 마스터 키의 ARN을 입력하고 키의 정책
에 설명을 추가하여 Amazon SES에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권한 부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E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키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KM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마스터 키를 지정하지 않으면
Amazon SES가 이메일을 암호화하지 않습니다.

Important
Amazon SES는 메일을 Amazon S3에 저장하기에 앞서 Amazon S3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사용
하여 메일을 암호화합니다. Amazon S3 서버 쪽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화되지 않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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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Amazon S3에서 이메일을 가져온 후에는 Amazon S3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사용해 이메일
을 해독해야 합니다. 서비스에 해독할 때 AWS KMS 키를 사용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AWS SDK for Java 및 AWS SDK for Ruby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KMS 마스터 키를 사용한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개발
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bjectKeyPrefix
Amazon S3 버킷의 키 접두사입니다. 비슷한 데이터를 버킷의 동일한 디렉터리에 저장할 수 있도록 키
접두사는 디렉터리 이름과 비슷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icArn
메시지를 Amazon S3 버킷에 저장한 후 알림을 전송할 Amazon SNS 주제의 ARN입니다. Amazon SNS
에서 ListTopics 작업을 사용하여 주제의 ARN을 찾을 수 있습니다.
Amazon SNS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N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SES RuleSet의 S3 작업
다음 예제에서는 SES RuleSet에 S3 작업을 생성합니다.

JSON
{

"SesRuleSet": {
"Type": "AWS::SES::ReceiptRuleSet"
},
"SesRule": {
"Type": "AWS::SES::ReceiptRule",
"Properties": {
"Rule": {
"Recipients": [
"String"
],
"Actions": [
{
"S3Action": {
"BucketName": {
"Ref": "Bucke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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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bled": true,
"ScanEnabled": true

}

}

}

},
"RuleSetName": {
"Ref": "SesRuleSet"
}

YAML
SesRuleSet:
Type: 'AWS::SES::ReceiptRuleSet'
SesRule:
Type: 'AWS::SES::ReceiptRule'
Properties:
Rule:
Recipients:
- String
Actions:
- S3Action:
BucketName: !Ref Bucket
Enabled: true
ScanEnabled: true
RuleSetName: !Ref SesRuleSet

AWS::SES::ReceiptRule SNSAction
수신 규칙에 포함할 경우, 이 작업은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에 알림을 게시합니
다. 이 작업은 Amazon SNS 알림에 이메일 콘텐츠 사본을 첨부합니다. 다른 모든 작업에 대한 Amazon SNS
알림은 단순히 이메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메일 내용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mazon SNS 주제를 보유한 경우, 이메일 게시를 위하여 Amazon SES에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mazon SNS 주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Amazon SES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도록
주제에 정책을 연결해야 합니다. 권한 부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E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
오.

Important
Amazon SNS에 게시하는 이메일의 용량은 150KB 미만(헤더 포함)으로 제한됩니다. 큰 이메일은
반송됩니다. 이메일 용량이 150KB보다 클 것 같으면 S3 작업을 대신 사용하십시오.
수신 규칙을 사용하여 Amazon SNS 알림을 게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ES 개발자 안내
서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coding" : String,
"TopicArn" : String

YAML
Encoding: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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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Arn: String

Properties
Encoding
Amazon SNS 알림 내에서 이메일에 사용할 인코딩. UTF-8은 사용하기 쉽지만 메시지가 여러 가지 인코
딩 형식으로 인코딩된 경우 일부 특수 문자를 보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Base64는 모든 특수 문자를
보존합니다. 기본값은 UTF-8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ase64 | UTF-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icArn
알릴 Amazon SNS 주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mazon SNS에서 ListTopics 작업을 사
용하여 주제의 ARN을 찾을 수 있습니다.
Amazon SNS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N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S::ReceiptRule StopAction
수신 규칙에 포함할 경우, 이 작업은 수신 규칙 세트의 평가를 중단하고, 선택적으로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에 알림을 게시합니다.
수신 규칙에 중지 작업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E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cope" : String,
"TopicArn" : String

YAML
Scope: String
TopicArn: String

Properties
Scope
StopAction의 범위입니다. 유일하게 허용된 값은 RuleSe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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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RuleSe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icArn
중단 작업을 수행한 후 알림을 전송할 Amazon SNS 주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mazon
SNS 작업에서 ListTopics를 사용하여 주제의 ARN을 찾을 수 있습니다.
Amazon SNS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N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S::ReceiptRule WorkmailAction
수신 규칙에 포함할 경우, 이 작업은 Amazon WorkMail을 호출하고, 선택적으로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에 알림을 게시합니다. Amazon WorkMail이 설정 과정 도중에 자동으로 이 규칙을 추
가하므로 일반적으로 이 규칙을 수동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신 규칙을 사용하여 Amazon WorkMail을 호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ES 개발자 안내
서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rganizationArn" : String,
"TopicArn" : String

YAML
OrganizationArn: String
TopicArn: String

Properties
OrganizationArn
Amazon WorkMail 조직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mazon WorkMail ARN은 다음 형식을 사
용합니다.
arn:aws:workmail:<region>:<awsAccountId>:organization/
<workmailOrganizationId>
Amazon WorkMail에서 ListOrganizations 작업을 사용하여 조직의 ID를 찾을 수 있습니다. Amazon
WorkMail 조직 ID는 "m-“으로 시작하고 그 뒤에 영숫자 문자열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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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WorkMail 조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WorkMail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icArn
WorkMail 작업을 호출한 후 알림을 전송할 Amazon SNS 주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mazon SNS에서 ListTopics 작업을 사용하여 주제의 ARN을 찾을 수 있습니다.
Amazon SNS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N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ES::ReceiptRuleSet
빈 수신 규칙 세트를 생성합니다.
수신 규칙 세트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E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초당 1회 이내로 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ES::ReceiptRuleSet",
"Properties" : {
"RuleSetName" : String
}

YAML
Type: AWS::SES::ReceiptRuleSet
Properties:
RuleSetName: String

Properties
RuleSetName
순서를 변경할 수신 규칙 세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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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예: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수신 이메일에 적용되는 수신 규칙의 모음을 지정합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SES ReceiptRuleSet Sample Template",
"Parameters": {
"ReceiptRuleSetName": {
"Type": "String"
}
},
"Resources": {
"ReceiptRuleSet": {
"Type": "AWS::SES::ReceiptRuleSet",
"Properties": {
"RuleSetName": {
"Ref": "ReceiptRuleSetName"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SES ReceiptRuleSet Sample Template
Parameters:
ReceiptRuleSetName:
Type: String
Resources:
ReceiptRuleSet:
Type: 'AWS::SES::ReceiptRuleSet'
Properties:
RuleSetName: !Ref ReceiptRuleSetName

AWS::SES::Template
이메일 템플릿을 지정합니다. 이메일 템플릿을 사용하면 단일 API 작업에서 하나 이상의 대상에 개인화된 이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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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SES::Template",
"Properties" : {
"Template" : Template (p. 6052)
}

YAML
Type: AWS::SES::Template
Properties:
Template:
Template (p. 6052)

Properties
Template
제목 줄, HTML 부분, 텍스트 전용 부분으로 구성된 이메일의 내용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emplate (p. 605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템플릿을 통한 이메일 메시지 전송 시 사용되는 이메일 템플릿을 지정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SES Template Sample Template",
"Parameters": {
"TemplateName": {
"Type": "String"
},
"SubjectPart": {
"Type": "String"
},
"TextPart": {
"Type": "String"
},
"HtmlPart": {
"Type": "String"
}
},
"Resources": {
"Template": {
"Type": "AWS::SES::Template",
"Properties": {
"Template": {
"TemplateName": {
"Ref": "Templat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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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SubjectPart": {
"Ref": "SubjectPart"
},
"TextPart": {
"Ref": "TextPart"
},
"HtmlPart": {
"Ref": "HtmlPart"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mazon SES Template Sample Template
Parameters:
TemplateName:
Type: String
SubjectPart:
Type: String
TextPart:
Type: String
HtmlPart:
Type: String
Resources:
Template:
Type: 'AWS::SES::Template'
Properties:
Template:
TemplateName: !Ref TemplateName
SubjectPart: !Ref SubjectPart
TextPart: !Ref TextPart
HtmlPart: !Ref HtmlPart

AWS::SES::Template Template
제목 줄, HTML 부분, 텍스트 전용 부분으로 구성된 이메일의 내용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HtmlPart" : String,
"SubjectPart" : String,
"TemplateName" : String,
"TextPart" : String

YAML
HtmlPart: String
SubjectPart: String
Template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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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Part: String

Properties
HtmlPart
이메일의 HTML 본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jectPart
이메일의 제목 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mplateName
템플릿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extPart
HTML 콘텐츠를 표시하지 않는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수신자에게 표시할 이메일 본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Signe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Signer::ProfilePermission (p. 6053)
• AWS::Signer::SigningProfile (p. 6055)

AWS::Signer::ProfilePermission
서명 프로파일에 교차 계정 권한을 추가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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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Signer::ProfilePermission",
"Properties" : {
"Action" : String,
"Principal" : String,
"ProfileName" : String,
"ProfileVersion" : String,
"StatementId" : String
}

YAML
Type: AWS::Signer::ProfilePermission
Properties:
Action: String
Principal: String
ProfileName: String
ProfileVersion: String
StatementId: String

Properties
Action
교차 계정 권한의 일부로 허용된 AWS Signer 작업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ncipal
교차 계정 권한을 받는 AWS 보안 주체입니다. IAM 역할 또는 다른 AWS account ID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fileName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서명 프로파일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fileVersion
서명 프로파일의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PI 버전 2010-05-15
605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Signer

StatementId
교차 계정 권한 문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igner::SigningProfile
서명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서명 프로파일은 미리 정의된 서명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서
명 템플릿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igner::SigningProfile",
"Properties" : {
"PlatformId" : String,
"SignatureValidityPeriod" : SignatureValidityPeriod (p. 6056),
"Tags" : [ Tag, ... ]
}

YAML
Type: AWS::Signer::SigningProfile
Properties:
PlatformId: String
SignatureValidityPeriod:
SignatureValidityPeriod (p. 6056)
Tags:
- Tag

Properties
PlatformId
서명 프로파일에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ignatureValidityPeriod
이 서명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생성된 모든 서명에 대한 유효 기간 재정의입니다. 미지정된 경우 기본값
은 135개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ignatureValidityPeriod (p. 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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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서명 프로파일에 연결된 태그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igner::SigningProfile SignatureValidityPeriod
서명 작업의 유효 기간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String,
"Value" : Integer

YAML
Type: String
Value: Integer

Properties
Type
서명 유효 기간에 대한 시간 단위입니다(DAYS | MONTHS | YEARS).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ue
서명 유효 기간에 대한 시간 단위의 숫자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mazon SimpleDB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SDB::Domain (p. 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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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DB::Domain
AWS::SDB::Domain 리소스를 사용하여 SimpleDB 도메인을 선언합니다. AWS::SDB::Domain을 Ref 함
수의 인수로 지정할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DomainName 값을 반환합니다.

Important
AWS::SDB::Domain 리소스는 메타데이터 업데이트를 비롯하여 모든 업데이트를 허용하지 않습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DB::Domain",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

YAML
Type: AWS::SDB::Domain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SimpleDB 도메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DomainName의 이름(예: Domain1-123456789012)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SNS::Subscription (p. 6058)
• AWS::SNS::Topic (p. 6063)
• AWS::SNS::TopicPolicy (p. 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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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NS::Subscription
AWS::SNS::Subscription 리소스는 엔드포인트에서 Amazon SNS 주제를 구독합니다. 구독이 생성되려
면 엔드포인트의 소유자가 구독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NS::Subscription",
"Properties" : {
"DeliveryPolicy" : Json,
"Endpoint" : String,
"FilterPolicy" : Json,
"Protocol" : String,
"RawMessageDelivery" : Boolean,
"RedrivePolicy" : Json,
"Region" : String,
"SubscriptionRoleArn" : String,
"TopicArn" : String
}

YAML
Type: AWS::SNS::Subscription
Properties:
DeliveryPolicy: Json
Endpoint: String
FilterPolicy: Json
Protocol: String
RawMessageDelivery: Boolean
RedrivePolicy: Json
Region: String
SubscriptionRoleArn: String
TopicArn: String

Properties
DeliveryPolicy
구독에 할당된 전송 정책 JSON입니다. 주제를 구독하는 HTTP/S 엔드포인트의 경우에 구독자가
메시지 잔송 재시도 전략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NS API 참조의
GetSubscriptionAttributes 섹션과 Amazon SNS 개발자 안내서의 메시지 전송 재시도를 참조
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point
구독의 엔드포인트입니다. 엔드포인트 값은 지정한 프로토콜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NS API 참조에서 Subscribe 작업의 Endpoint 파라미터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API 버전 2010-05-15
605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SNS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ilterPolicy
구독에 할당된 필터 정책 JSON입니다. 구독자가 원치 않는 메시지를 필터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세
한 내용은 Amazon SNS API 참조의 GetSubscriptionAttributes 섹션과 Amazon SNS 개발자
안내서의 메시지 필터링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
구독의 프로토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NS API 참조에서 Subscribe 작업의 Protocol
파라미터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awMessageDelivery
true로 설정된 경우 원시 메시지 전송을 활성화합니다. 원시 메시지는 JSON 형식 지정이 없고,
Amazon SQS 및 HTTP/S 엔드포인트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NS API 참조에서
GetSubscriptionAttributes 섹션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drivePolicy
지정되면, 전송할 수 없는 메시지를 지정된 Amazon SQS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로 보냅니다. 클라이언
트 오류(예: 구독된 엔드포인트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서버 오류(예: 구독된 엔드포인트에 전원을
공급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인해 전송할 수 없는 메시지는 추가 분석 또는 재처리를
위해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에 보관됩니다.
리드라이브 정책 및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QS 개발자 안내서에서
Amazon SQS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ion
교차 리전 구독의 경우 주제가 상주하는 리전입니다.
리전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AWS CloudFormation이 기본적으로 호출자의 리전을 사용합니다.
AWS::SNS::Subscription 리소스의 Region 속성만 업데이트하는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할 경우 다
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작업이 실패합니다.
• Region을 NULL에서 호출자 리전으로 업데이트.
• Region을 호출자 리전에서 NULL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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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scriptionRoleArn
이 속성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구독에만 적용됩니다. 다음이 포함된 IAM 역할의
ARN을 지정합니다.
•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쓸 수 있는 권한
• 신뢰할 수 있는 엔터티로 나열된 Amazon SNS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구독의 경우 이 속성에 대해 유효한 ARN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NS 개발자 안내서에서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으로 팬아웃을 참
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icArn
구독할 주제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예제
필수 속성을 사용한 구독 생성
다음 예에서는 엔드포인트, 프로토콜 및 주제 ARN만을 사용하여 구독을 생성합니다.

JSON
"MySubscription" : {
"Type" : "AWS::SNS::Subscription",
"Properties" : {
"Endpoint" : "test@example.com",
"Protocol" : "email",
"TopicArn" : { "Ref" : "MySNSTopic" }
}
}

YAML
MySubscription:
Type: AWS::SNS::Subscription
Properties:
Endpoint: test@example.com
Protocol: email
TopicArn: !Ref 'MySNS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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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속성을 사용한 구독 생성
다음 예에서는 필터 정책, 전송 정책 및 원시 메시지 전송 활성화를 통해 구독을 생성합니다.

Note
구독 속성은 독립형 Amazon SNS 구독에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주제에 중첩된 구독은 허용되지
않음).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CarSalesTopic:
Type: 'AWS::SNS::Topic'
ERPSubscription:
Type: 'AWS::SNS::Subscription'
Properties:
TopicArn: !Ref CarSalesTopic
Endpoint: !GetAtt
- ERPIntegrationQueue
- Arn
Protocol: sqs
RawMessageDelivery: 'true'
CRMSubscription:
Type: 'AWS::SNS::Subscription'
Properties:
TopicArn: !Ref CarSalesTopic
Endpoint: !GetAtt
- CRMIntegrationQueue
- Arn
Protocol: sqs
RawMessageDelivery: 'true'
FilterPolicy:
buyer-class:
- vip
SCMSubscription:
Type: 'AWS::SNS::Subscription'
Properties:
TopicArn: !Ref CarSalesTopic
Endpoint: !Ref myHttpEndpoint
Protocol: https
DeliveryPolicy:
healthyRetryPolicy:
numRetries: 20
minDelayTarget: 10
maxDelayTarget: 30
numMinDelayRetries: 3
numMaxDelayRetries: 17
numNoDelayRetries: 0
backoffFunction: exponential
ERPIntegrationQueue:
Type: 'AWS::SQS::Queue'
Properties: {}
CRMIntegrationQueue:
Type: 'AWS::SQS::Queue'
Properties: {}
Parameters:
myHttpEndpoint:
Type: String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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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CarSalesTopic": {
"Type": "AWS::SNS::Topic"
},
"ERPSubscription": {
"Type": "AWS::SNS::Subscription",
"Properties": {
"TopicArn": {
"Ref": "CarSalesTopic"
},
"Endpoint": {
"Fn::GetAtt": ["ERPIntegrationQueue", "Arn"]
},
"Protocol": "sqs",
"RawMessageDelivery": "true"
}
},
"CRMSubscription": {
"Type": "AWS::SNS::Subscription",
"Properties": {
"TopicArn": {
"Ref": "CarSalesTopic"
},
"Endpoint": {
"Fn::GetAtt": ["CRMIntegrationQueue", "Arn"]
},
"Protocol": "sqs",
"RawMessageDelivery": "true",
"FilterPolicy": {
"buyer-class": [
"vip"
]
}
}
},
"SCMSubscription": {
"Type": "AWS::SNS::Subscription",
"Properties": {
"TopicArn": {
"Ref": "CarSalesTopic"
},
"Endpoint": {
"Ref": "myHttpEndpoint"
},
"Protocol": "https",
"DeliveryPolicy": {
"healthyRetryPolicy": {
"numRetries": 20,
"minDelayTarget": 10,
"maxDelayTarget": 30,
"numMinDelayRetries": 3,
"numMaxDelayRetries": 17,
"numNoDelayRetries": 0,
"backoffFunction": "exponential"
}
}
}
},
"ERPIntegrationQueue": {
"Type": "AWS::SQS::Queue",
"Properties": {}
},
"CRMIntegrationQueue": {
"Type": "AWS::SQS::Queue",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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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ameters": {
"myHttpEndpoint": {
"Type": "String"
}
}

AWS::SNS::Topic
AWS::SNS::Topic 리소스는 알림을 게시할 수 있는 주제를 생성합니다.

Note
하나의 계정으로 최대 100,000개의 표준 주제와 1,000개의 FIFO 주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AWS 일반 참조에서 Amazon SNS 엔드포인트 및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NS::Topic",
"Properties" : {
"ContentBasedDeduplication" : Boolean,
"DisplayName" : String,
"FifoTopic" : Boolean,
"KmsMasterKeyId" : String,
"Subscription" : [ Subscription (p. 6066), ... ],
"Tags" : [ Tag, ... ],
"TopicName" : String
}

YAML
Type: AWS::SNS::Topic
Properties:
ContentBasedDeduplication: Boolean
DisplayName: String
FifoTopic: Boolean
KmsMasterKeyId: String
Subscription:
- Subscription (p. 6066)
Tags:
- Tag
TopicName: String

Properties
ContentBasedDeduplication
FIFO 주제에 대해 콘텐츠 기반 중복 제거를 활성화합니다.
• 기본적으로 ContentBasedDeduplication는 false로 설정됩니다. FIFO 주제를 생성하고 이 속
성이 false인 경우 Publish 작업의 MessageDeduplicationId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지정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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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BasedDeduplication을 true로 설정하는 경우 Amazon SNS는 SHA-256 해시와 메시지
본문을 사용하여 MessageDeduplicationId를 생성합니다(메시지 속성을 사용하지 않음).
(선택 사항) 생성된 값을 재정의하려면 Publish 작업의 MessageDeduplicationId 파라미터에 대
한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isplayName
SMS 수신을 등록한 Amazon SNS 주제에 사용할 표시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foTopic
FIFO 주제를 생성하려면 true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msMasterKeyId
Amazon SNS용 AWS 관리형 고객 마스터 키(CMK) 또는 사용자 지정 CMK의 ID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키 용어를 참조하세요. 추가 예제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 API 참조에서 KeyId 섹션을 참
조하세요.
이 속성은 서버 측 암호화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scription
이 주제에 대한 Amazon SNS 구독(엔드포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ubscription (p. 6066) 목록 (p. 606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새 주제에 추가할 태그 목록입니다.

Note
생성 시 주제에 태그를 지정할 수 있으려면 sns:CreateTopic 및 sns:TagResource 권한
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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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icName
생성하고자 하는 주제의 이름입니다. 주제 이름은 대문자 및 소문자 ASCII 문자, 숫자, 밑줄, 하이픈만 포
함해야 하며 1~256자 길이여야 합니다. FIFO 주제 이름은 .fifo로 끝나야 합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 고유의 물리적 ID를 생성하여 주제 이름에 해당 ID
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형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
의 또는 전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바꿔야 한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주제 ARN(예: arn:aws:sns:us-east-1:123456789012:mystack-mytopic-NZJ5JSMVGFIE)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TopicName
Amazon SNS 주제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제
두 Amazon SQS 대기열 구독이 있는 Amazon SNS 주제
JSON
"MySNSTopic" : {
"Type" : "AWS::SNS::Topic",
"Properties" : {
"Subscription" : [{
"Endpoint" : { "Fn::GetAtt" : [ "MyQueue1", "Arn" ] },

API 버전 2010-05-15
606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SNS

}

}

"Protocol" : "sqs"
}, {
"Endpoint" : { "Fn::GetAtt" : [ "MyQueue2", "Arn" ] },
"Protocol" : "sqs"
}],
"TopicName" : "SampleTopic"

YAML
MySNSTopic:
Type: AWS::SNS::Topic
Properties:
Subscription:
- Endpoint:
Fn::GetAtt:
- "MyQueue1"
- "Arn"
Protocol: "sqs"
- Endpoint:
Fn::GetAtt:
- "MyQueue2"
- "Arn"
Protocol: "sqs"
TopicName: "SampleTopic"

참고 항목
• Amazon SNS 개발자 안내서의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 Amazon SQS 대기열로 메시지
를 전송하는 주제 생성
• Amazon SNS 개발자 안내서의 FIFO 주제에 대한 AWS CloudFormation 사용 코드 예제

AWS::SNS::Topic Subscription
Subscription은 Amazon SNS 주제의 구독 엔드포인트를 설명하는 포함 속성입니다.

Note
전체 구독 동작(예: 전송 정책, 필터링, 원시 메시지 전송, 교차 리전 구독)에 대한 제어는
AWS::SNS::Subscription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dpoint" : String,
"Protocol" : String

YAML
Endpoint: String
Protocol: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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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Endpoint
Amazon SNS 주제에서 알림을 수신하는 엔드포인트입니다. 엔드포인트 값은 지정한 프로토콜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NS API 참조에서 Subscribe 작업의 Endpoint 파라미터를 참
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otocol
구독의 프로토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NS API 참조에서 Subscribe 작업의 Protocol
파라미터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NS::TopicPolicy
AWS::SNS::TopicPolicy 리소스는 Amazon SNS 주제를 정책에 연결합니다. 예제 코드 조각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SNS 정책 선언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NS::TopicPolicy",
"Properties" : {
"PolicyDocument" : Json,
"Topics" : [ String, ... ]
}

YAML
Type: AWS::SNS::TopicPolicy
Properties:
PolicyDocument: Json
Topics:
- String

Properties
PolicyDocument
지정된 SNS 주제에 추가할 권한이 포함된 정책 문서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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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opics
정책을 추가할 주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 Ref 함수를 사용하여
AWS::SNS::Topic 리소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Simple Queue Service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SQS::Queue (p. 6068)
• AWS::SQS::QueuePolicy (p. 6077)

AWS::SQS::Queue
AWS::SQS::Queue 리소스는 Amazon SQS 표준 또는 FIFO 대기열을 생성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FifoQueue 속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Amazon SQS에서 표준 대기열을 생성합니다.

Note
대기열 유형을 생성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기존 표준 대기열을 FIFO 대기열로 변환할 수 없
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새 FIFO 대기열을 만들거나 기존의 표준 대기열을 삭제하고 FIFO 대기
열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QS 개발자 안내서에서 표준 대기열에서
FIFO 대기열로 이동을 참조하세요.
• 속성 값을 제공하지 않으면 속성의 기본값으로 대기열이 생성됩니다.
• 대기열을 삭제하는 경우 이름이 같은 대기열을 생성하기 전에 60초 이상 대기해야 합니다.
• 새 대기열을 성공적으로 생성하려면 대기열 관련 한도를 준수하고 대기열 범위 내에서 고유한 대기열 이름
을 제공해야 합니다.
FIFO(선입선출) 대기열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QS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CloudFormation
대기열(Amazon SQS) 생성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SQS::Queue",
"Properties" : {
"ContentBasedDeduplication" : Boolean,
"DeduplicationScope" : String,
"DelaySeconds" : Integer,
"FifoQueue" :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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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foThroughputLimit" : String,
"KmsDataKeyReusePeriodSeconds" : Integer,
"KmsMasterKeyId" : String,
"MaximumMessageSize" : Integer,
"MessageRetentionPeriod" : Integer,
"QueueName" : String,
"ReceiveMessageWaitTimeSeconds" : Integer,
"RedrivePolicy" : Json,
"Tags" : [ Tag, ... ],
"VisibilityTimeout" : Integer

YAML
Type: AWS::SQS::Queue
Properties:
ContentBasedDeduplication: Boolean
DeduplicationScope: String
DelaySeconds: Integer
FifoQueue: Boolean
FifoThroughputLimit: String
KmsDataKeyReusePeriodSeconds: Integer
KmsMasterKeyId: String
MaximumMessageSize: Integer
MessageRetentionPeriod: Integer
QueueName: String
ReceiveMessageWaitTimeSeconds: Integer
RedrivePolicy: Json
Tags:
- Tag
VisibilityTimeout: Integer

Properties
ContentBasedDeduplication
FIFO(선입선출) 대기열의 경우 콘텐츠 기반 중복 제거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중복 제거 간격
중 Amazon SQS에서는 동일한 콘텐츠가 포함된 메시지가 전송되면 중복으로 처리하고 해당 메시지의
복사본을 하나만 전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QS API 참조에서 CreateQueue 작업에 대한
ContentBasedDeduplication 속성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duplicationScope
FIFO 대기열의 높은 처리량에 대해 메시지 중복 제거를 메시지 그룹 수준에서 수행할지 대기열 수준에
서 수행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유효 값은 messageGroup 및 queue입니다.
FIFO 대기열에 높은 처리량을 사용하려면 이 속성을 messageGroup으로 설정하고
FifoThroughputLimit 속성을 perMessageGroupId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이러한 값 이외
의 값으로 설정하면 정상적인 처리량이 적용되고 지정된 대로 중복 제거가 수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QS 개발자 안내서에서 FIFO 대기열에 대한 높은 처리량 및 메시지 관련 할당량을 참조하세
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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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laySeconds
대기열의 모든 메시지 전달이 지연되는 시간(초)입니다. 정수 값0~900(15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
본값은 0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foQueue
true로 설정된 경우 FIFO 대기열을 생성합니다. 이 속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Amazon SQS에서 표준
대기열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QS 개발자 안내서에서 FIFO 대기열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Replacement
FifoThroughputLimit
FIFO 대기열의 높은 처리량에 대해 FIFO 대기열 처리량 할당량을 전체 대기열에 적용할지 메시지 그룹
별로 적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유효 값은 perQueue 및 perMessageGroupId입니다.
FIFO 대기열에 높은 처리량을 사용하려면 이 속성을 perMessageGroupId로 설정하고
DeduplicationScope 속성을 messageGroup으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이러한 값 이외의
값으로 설정하면 정상적인 처리량이 적용되고 지정된 대로 중복 제거가 수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QS 개발자 안내서에서 FIFO 대기열에 대한 높은 처리량 및 메시지 관련 할당량을 참조하세
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DataKeyReusePeriodSeconds
Amazon SQS가 AWS KMS를 다시 호출하기 전에 데이터 키를 재사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하거나 암호
해독할 수 있는 기간(초)입니다. 값은 60(1분)~86,400(24시간) 사이의 정수여야 합니다. 기본값은 300(5
분)입니다.

Note
기간이 짧을수록 보안이 향상되지만, AWS KMS에 대한 호출이 증가하게 되어 프리 티어 이후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QS 개발자 안내서에서 유휴 시 암호화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msMasterKeyId
Amazon SQS용 AWS 관리형 고객 마스터 키(CMK) 또는 사용자 지정 CMK의 ID입니다. Amazon SQS
용 AWS 관리형 CMK를 사용하려면 기본 별칭인 alias/aws/sqs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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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SQS 개발자 안내서의 유휴 시 암호화
• Amazon SQS API 참조의 CreateQueue
• AWS Key Management Service 모범 사례 백서의 고객 마스터 키 섹션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imumMessageSize
Amazon SQS에서 메시지를 거부하기 전에 메시지에 포함할 수 있는 바이트 수에 대한 제한입니
다. 1,024바이트(1KiB) ~ 262,144 바이트(256KiB)의 정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262,144(256KiB)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ssageRetentionPeriod
Amazon SQS에서 메시지를 보존하는 시간(초)입니다. 60초(1분) ~ 1,209,600초(14일)의 정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345,600초(4일)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ueName
대기열의 이름입니다. FIFO 대기열을 생성하려면 FIFO 대기열의 이름이 접미사 .fifo로 끝나야 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QS 개발자 안내서에서 FIFO 대기열을 참조하세요.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 고유의 물리적 ID를 생성하여 대기열 이름에 해당
ID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에서 이름 유형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
의 또는 전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바꿔야 한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ceiveMessageWaitTimeSeconds
메시지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빈 응답을 반환하지 않고 응답에 메시지를 포함하기 위해 메시지가
대기열에서 대기할 때까지 ReceiveMessage 작업 호출이 대기해야 하는 기간(초)을 지정합니다. 1 ~ 20
의 정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에 대해 0을 지정한 경우 또는 기본값으로 짧은 폴링이 사용됩
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QS 개발자 안내서에서 긴 폴링을 사용하여 메시지 소비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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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drivePolicy
소스 대기열의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 기능의 파라미터를 JSON 객체로 포함한 문자열입니다. 파라미터
는 다음과 같습니다.
• deadLetterTargetArn: maxReceiveCount 값이 초과된 이후에 Amazon SQS가 메시지를 이동
하는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 maxReceiveCount: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로 이동되기 전에 메시지가 소스 대기열로 배달되는 횟수
입니다. 메시지의 ReceiveCount이(가) 대기열의 maxReceiveCountAmazon SQS을(를) 초과하면
이(가) 메시지를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로 이동합니다.

Note
FIFO 대기열의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 역시 FIFO 대기열이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표준
대기열의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 역시 표준 대기열이어야 합니다.
JSON
{ "deadLetterTargetArn" : String, "maxReceiveCount" : Integer }
YAML
deadLetterTargetArn : String
maxReceiveCount : Integer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이 대기열에 연결할 태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에서 리소스 태그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sibilityTimeout
대기열에서 메시지가 전달된 후 메시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다른 구성 요소
도 동일한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으며 대기열의 메시지를 처리 및 삭제할 수 있는 초기 구성 요소 시간이
제공됩니다.
값은 0 ~ 43,200초(12시간)여야 합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는 기본값으로
30초를 사용합니다.
Amazon SQS 대기열 제한 시간 초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QS 개발자 안내서에서 가시성 시
간 제한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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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대기열 URL을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합니다. 예:
{ "Ref": "https://sqs.us-east-2.amazonaws.com/123456789012/ab1-MyQueueA2BCDEF3GHI4" }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대기열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예: arn:aws:sqs:useast-2:123456789012:mystack-myqueue-15PG5C2FC1CW8.
QueueName
대기열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mystack-myqueue-1VF9BKQH5BJVI.

예제
CloudWatch 경보가 있는 Amazon SQS 대기열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Description" : "This example template shows how to create an Amazon SQS queue with
CloudWatch alarms on queue depth. This template creates an Amazon SQS queue and one or
more CloudWatch alarms. You will be billed for the AWS resources used if you create a
stack using this template.",
"Parameters" : {
"AlarmEmail": {
"Default": "jane.doe@example.com",
"Description": "Email address to notify of operational issues",
"Type": "String"
}
},
"Resources" : {
"MyQueue" : {
"Type" : "AWS::SQS::Queue",
"Properties" : {
"QueueName" : "SampleQueue"
}
},
"AlarmTopic": {
"Type": "AWS::SNS::Topic",
"Properties": {
"Subscri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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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point": { "Ref": "AlarmEmail" },
"Protocol": "email"
}]

}
},
"QueueDepthAlarm": {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
"AlarmDescription": "Alarm if queue depth increases to more than 10 messages",
"Namespace": "AWS/SQS",
"MetricName": "ApproximateNumberOfMessagesVisible",
"Dimensions": [{
"Name": "QueueName",
"Value" : { "Fn::GetAtt" : ["MyQueue", "QueueName"] }
}],
"Statistic": "Sum",
"Period": "300",
"EvaluationPeriods": "1",
"Threshold": "10",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AlarmActions": [{
"Ref": "AlarmTopic"
}],
"InsufficientDataActions": [{
"Ref": "AlarmTopic"
}]
}
}

}

},
"Outputs" : {
"QueueURL" : {
"Description" : "URL of new Amazon SQS Queue",
"Value" : { "Ref" : "MyQueue" }
},
"QueueARN" : {
"Description" : "ARN of new Amazon SQS Queue",
"Value" : { "Fn::GetAtt" : ["MyQueue", "Arn"]}
},
"QueueName" : {
"Description" : "Name new Amazon SQS Queue",
"Value" : { "Fn::GetAtt" : ["MyQueue", "QueueName"]}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This example template shows how to create an Amazon SQS queue with CloudWatch
alarms on queue depth. This template creates an Amazon SQS queue and one or more
CloudWatch alarms. You will be billed for the AWS resources used if you create a stack
using this template."
Parameters:
AlarmEmail:
Default: "jane.doe@example.com"
Description: "Email address to notify of operational issues"
Type: "String"
Resources:
MyQueue:
Type: AWS::SQS::Queue
Properties:
QueueName: "SampleQueue"
AlarmTopic:
Type: AWS::SNS::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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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Subscription:
Endpoint:
Ref: "AlarmEmail"
Protocol: "email"
QueueDepthAlarm:
Type: AWS::CloudWatch::Alarm
Properties:
AlarmDescription: "Alarm if queue depth increases to more than 10 messages"
Namespace: "AWS/SQS"
MetricName: "ApproximateNumberOfMessagesVisible"
Dimensions:
Name: "QueueName"
Value:
Fn::GetAtt:
- "MyQueue"
- "QueueName"
Statistic: "Sum"
Period: "300"
EvaluationPeriods: "1"
Threshold: "10"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AlarmActions:
Ref: "AlarmTopic"
InsufficientDataActions:
Ref: "AlarmTopic"
Outputs:
QueueURL:
Description: "URL of new Amazon SQS Queue"
Value:
Ref: "MyQueue"
QueueARN:
Description: "ARN of new AmazonSQS Queue"
Value:
Fn::GetAtt:
- "MyQueue"
- "Arn"
QueueName:
Description: "Name of new Amazon SQS Queue"
Value:
Fn::GetAtt:
- "MyQueue"
- "QueueName"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이 있는 Amazon SQS 대기열
다음 예제 템플릿에서는 소스 대기열 및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을 생성합니다.

Note
소스 대기열이 리드라이브 정책에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을 지정하므로 소스 대기열은 배달 못한 편
지 대기열의 생성에 종속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Resources" : {
"MySourceQueue" : {

API 버전 2010-05-15
607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mazon SQS
"Type" : "AWS::SQS::Queue",
"Properties" : {
"RedrivePolicy": {
"deadLetterTargetArn" : {"Fn::GetAtt" : [ "MyDeadLetterQueue" , "Arn" ]},
"maxReceiveCount" : 5
}
}
},
"MyDeadLetterQueue" : {
"Type" : "AWS::SQS::Queue"
}

},

}

"Outputs" : {
"SourceQueueURL" : {
"Description" : "URL of the source queue",
"Value" : { "Ref" : "MySourceQueue" }
},
"SourceQueueARN" : {
"Description" : "ARN of source queue",
"Value" : { "Fn::GetAtt" : ["MySourceQueue", "Arn"]}
},
"DeadLetterQueueURL" : {
"Description" : "URL of dead-letter queue",
"Value" : { "Ref" : "MyDeadLetterQueue" }
},
"DeadLetterQueueARN" : {
"Description" : "ARN of dead-letter queue",
"Value" : { "Fn::GetAtt" : ["MyDeadLetterQueue", "Arn"]}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SourceQueue:
Type: AWS::SQS::Queue
Properties:
RedrivePolicy:
deadLetterTargetArn:
Fn::GetAtt:
- "MyDeadLetterQueue"
- "Arn"
maxReceiveCount: 5
MyDeadLetterQueue:
Type: AWS::SQS::Queue
Outputs:
SourceQueueURL:
Description: "URL of source queue"
Value:
Ref: "MySourceQueue"
SourceQueueARN:
Description: "ARN of source queue"
Value:
Fn::GetAtt:
- "MySourceQueue"
- "Arn"
DeadLetterQueueURL:
Description: "URL of dead-letter queue"
Value:
Ref: "MyDeadLetterQueue"
DeadLetterQueu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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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ARN of dead-letter queue"
Value:
Fn::GetAtt:
- "MyDeadLetterQueue"
- "Arn"

참고 항목
• Amazon SQS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Simple Queue Service란 무엇인가요?
• Amazon SQS API 참조의 CreateQueue

AWS::SQS::QueuePolicy
AWS::SQS::QueuePolicy 유형은 Amazon SQS 대기열에 정책을 적용합니다. 예제 코드 조각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SQS 정책 선언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QS::QueuePolicy",
"Properties" : {
"PolicyDocument" : Json,
"Queues" : [ String, ... ]
}

YAML
Type: AWS::SQS::QueuePolicy
Properties:
PolicyDocument: Json
Queues:
- String

Properties
PolicyDocument
지정된 Amazon SQS 대기열에 대한 권한이 포함된 정책 문서입니다. Amazon SQS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QS 개발자 안내서에서 Amazon SQS 액세스 정책 언어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정책
생성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ues
정책을 추가할 대기열의 URL입니다. 이 Ref 함수를 사용하여 AWS::SQS::Queue 리소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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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Amazon SQS 대기열 정책
다음 샘플은 AWS 계정 111122223333이 queue2 대기열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
기열 정책입니다. 템플릿의 리소스 섹션에 정책을 추가합니다.

JSON
"SampleSQSPolicy" : {
"Type" : "AWS::SQS::QueuePolicy",
"Properties" : {
"Queues" : ["https://sqs:us-east-2.amazonaws.com/444455556666/queue2"],
"PolicyDocument": {
"Statement":[{
"Action":["SQS:SendMessage", "SQS:ReceiveMessage"],
"Effect":"Allow",
"Resource": "arn:aws:sqs:us-east-2:444455556666:queue2",
"Principal": {
"AWS": [
"111122223333"]
}
}]
}
}
}

YAML
SampleSQSPolicy:
Type: AWS::SQS::QueuePolicy
Properties:
Queues:
- "https://sqs:us-east-2.amazonaws.com/444455556666/queue2"
PolicyDocument:
Statement:
Action:
- "SQS:SendMessage"
- "SQS:ReceiveMessage"
Effect: "Allow"
Resource: "arn:aws:sqs:us-east-2:444455556666:queue2"
Principal:
AWS:
- "111122223333"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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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SSO::Assignment (p. 6079)
• AWS::SSO::InstanceAccessControlAttributeConfiguration (p. 6082)
• AWS::SSO::PermissionSet (p. 6085)

AWS::SSO::Assignment
지정된 권한 세트를 사용하여 지정된 AWS account의 보안 주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할당합니다.

Note
여기서 보안 주체라는 용어는 IAM Identity Center에 정의된 사용자 또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SO::Assignment",
"Properties" : {
"InstanceArn" : String,
"PermissionSetArn" : String,
"PrincipalId" : String,
"PrincipalType" : String,
"TargetId" : String,
"TargetType" : String
}

YAML
Type: AWS::SSO::Assignment
Properties:
InstanceArn: String
PermissionSetArn: String
PrincipalId: String
PrincipalType: String
TargetId: String
TargetType: String

Properties
InstanceArn
작업이 실행될 SSO 인스턴스의 ARN입니다. AR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일반 참조에서 Amazon
리소스 이름(ARN) 및 AWS 서비스 네임스페이스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0
Maximum: 1224
Pattern: arn:aws:sso:::instance/(sso)?ins-[a-zA-Z0-9-.]{1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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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ssionSetArn
권한 세트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0
Maximum: 1224
Pattern: arn:aws:sso:::permissionSet/(sso)?ins-[a-zA-Z0-9-.]{16}/ps-[a-zAZ0-9-./]{1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ncipalId
IAM Identity Center의 객체(예: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식별자입니다. 보안 주체는 GUID입니다(예:
f81d4fae-7dec-11d0-a765-00a0c91e6bf6). IAM Identity Center의 PrincipalId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Identity Center 자격 증명 스토어 API 참조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47
Pattern: ^([0-9a-f]{10}-|)[A-Fa-f0-9]{8}-[A-Fa-f0-9]{4}-[A-Fa-f0-9]{4}-[A-Faf0-9]{4}-[A-Fa-f0-9]{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incipalType
할당이 생성될 엔터티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ROUP | USER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rgetId
TargetID는 AWS 계정 식별자로서, 일반적으로 10~12자리 문자열(예: 123456789012)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d{12}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rgetType
할당이 생성될 엔터티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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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WS_ACCOUNT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구분 기호 |로 모든 필드를 결합하
여 생성된 ID.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새 할당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권한 "PermissionSet"를 사용하여 사용자 "user_id"에게 계정
"arn:aws:organizations::org_master_id:account/org_id/accountId"에 대한 액세스 권한
을 할당하는 사용자 지정 할당을 생성합니다.

JSON
{

}

"Assignment": {
"Type": "AWS::SSO::Assignment",
"Properties": {
"InstanceArn": "arn:aws:sso:::instance/ssoins-instanceId",
"PermissionSetArn": {
"Fn::GetAtt": [
"PermissionSet",
"PermissionSetArn"
]
},
"TargetId": "accountId",
"TargetType": "AWS_ACCOUNT",
"PrincipalType": "USER",
"PrincipalId": "user_id"
}
}

YAML
Assignment:
Type: AWS::SSO::Assignment
Properties:
InstanceArn: 'arn:aws:sso:::instance/ssoins-instanceId'
PermissionSetArn: !GetAtt PermissionSet.PermissionSetArn
TargetId: 'accountId'
TargetType: 'AWS_ACCOUNT'
PrincipalType: 'USER'
PrincipalId: 'user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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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SO::InstanceAccessControlAttributeConfiguration
지정된 IAM Identity Center 인스턴스에 대해 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ABAC) 기능을 사용합니다. 활성화 프로
세스 중에 ABAC 구성에 추가할 새 속성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ABA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Identity
Center 사용 설명서에서 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세요.

Note
InstanceAccessControlAttributeConfiguration 속성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 계속 지원됩니다. 대신 AccessControlAttributes 속성을 사용하는 것
이 좋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SO::InstanceAccessControlAttributeConfiguration",
"Properties" : {
"AccessControlAttributes" : [ AccessControlAttribute (p. 6083), ... ],
"InstanceArn" : String
}

YAML
Type: AWS::SSO::InstanceAccessControlAttributeConfiguration
Properties:
AccessControlAttributes:
- AccessControlAttribute (p. 6083)
InstanceArn: String

Properties
AccessControlAttributes
지정된 IAM Identity Center 인스턴스에서 ABAC에 대해 구성된 속성을 나열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cessControlAttribute (p. 6083)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Arn
작업이 실행될 IAM Identity Center 인스턴스의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0
Maximum: 1224
Pattern: arn:aws:sso:::instance/(sso)?ins-[a-zA-Z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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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ABAC 구성에 추가할 IAM Identity Center 자격 증명 스토어 속성을 지정합니다. 외부 자격 증명 공급자를
자격 증명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SAML 어설션을 통해 속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IAM Identity
Center 자격 증명 스토어에서 속성을 구성하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SAML 어설션으로 이 속성
을 전달하는 경우 IAM Identity Center는 속성 값을 IAM Identity Center 자격 증명 스토어의 값으로 바꿉니다.

예제
IAM Identity Center에서 액세스 제어에 사용되는 속성 사용 및 구성
다음 예제에서는 IAM Identity Center에서 ABAC를 사용하고 자격 증명 소스의 값
“${path:enterprise.costCenter}”에 매핑되는 새 속성 키 CostCenter를 생성합니다.

JSON
{

}

"Resources": {
"ABAC": {
"Type": "AWS::SSO::InstanceAccessControlAttributeConfiguration",
"Properties": {
"InstanceArn": "arn:aws:sso:::instance/ssoins-instanceId",
"AccessControlAttributes": [
{
"Key": "CostCenter",
"Value": {
"Source": [
"${path:enterprise.costCenter}"
]
}
}
]
}
}
}

YAML
Resources:
ABAC:
Type: 'AWS::SSO::InstanceAccessControlAttributeConfiguration'
Properties:
InstanceArn: 'arn:aws:sso:::instance/ssoins-instanceId'
AccessControlAttributes:
- Key: CostCenter
Value:
Source:
- '${path:enterprise.costCenter}'

AWS::SSO::InstanceAccessControlAttributeConfiguration AccessControlAttribute
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ABAC)에서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는 IAM Identity Center 자격 증명 스토어 속성입
니다. 구성된 속성 값을 기반으로 AWS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를 결정하는 권한 정책을 생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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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ABAC를 사용하고 AccessControlAttributes를 지정하면 IAM Identity Center가 정책 평가
에 사용할 인증된 사용자의 속성 값을 IAM으로 전달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AccessControlAttributeValue (p. 6084)

YAML
Key: String
Value:
AccessControlAttributeValue (p. 6084)

Properties
Key
ID 소스의 ID에 연결된 속성의 이름입니다. 자격 증명 소스의 지정된 속성을 IAM Identity Center의 속성
에 매핑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p{L}\p{Z}\p{N}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지정된 속성을 자격 증명 소스에 매핑하는 데 사용되는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AccessControlAttributeValue (p. 608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O::InstanceAccessControlAttributeConfiguration
AccessControlAttributeValue
지정된 속성을 자격 증명 소스에 매핑하는 데 사용되는 값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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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Source" : [ String, ... ]

YAML
Source:
- String

Properties
Source
지정된 속성을 IAM Identity Center에 매핑할 때 사용할 자격 증명 소스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O::PermissionSet
지정된 SSO 인스턴스 내의 권한 세트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SO::PermissionSet",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InlinePolicy" : Json,
"InstanceArn" : String,
"ManagedPolicies" : [ String, ... ],
"Name" : String,
"RelayStateType" : String,
"SessionDuration"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SSO::PermissionSet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InlinePolicy: Json
InstanceArn: String
Managed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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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Name: String
RelayStateType: String
SessionDuration: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AWS::SSO::PermissionSet (p. 6085)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700
Pattern: [\p{L}\p{M}\p{Z}\p{S}\p{N}\p{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linePolicy
권한 세트에 연결된 IAM 인라인 정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최소: 1
Maximum: 10240
Pattern: [\u0009\u000A\u000D\u0020-\u00FF]+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Arn
작업이 실행될 SSO 인스턴스의 ARN입니다. AR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일반 참조에서 Amazon
리소스 이름(ARN) 및 AWS 서비스 네임스페이스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0
Maximum: 1224
Pattern: arn:aws:sso:::instance/(sso)?ins-[a-zA-Z0-9-.]{1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ManagedPolicies
IAM 관리형 정책의 세부 정보를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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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권한 세트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
Pattern: [\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layStateType
연동 인증 프로세스 중에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자를 리디렉션하는 데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40
Pattern: [a-zA-Z0-9&$@#\\\/%?=~\-_'"|!:,.;*+\[\]\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ssionDuration
ISO-8601 표준에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세션이 유효한 기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0
Pattern: ^(-?)P(?=\d|T\d)(?:(\d+)Y)?(?:(\d+)M)?(?:(\d+)([DW]))?(?:T(?:(\d+)H)?
(?:(\d+)M)?(?:(\d+(?:\.\d+)?)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새 AWS::SSO::PermissionSet (p. 6085)에 연결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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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생성된 ID(예: permission-arn|
sso-instance-arn).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PermissionSetArn
권한 세트의 권한 세트 ARN입니다(예: arn:aws:sso:::permissionSet/ins-instanceid/pspermissionsetid).

예제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새 사용자 지정 권한 세트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관리형 정책 연결 및 인라인 정책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권한 세트 PermissionSet를
생성합니다.

JSON
{

}

"PermissionSet": {
"Type": "AWS::SSO::PermissionSet",
"Properties": {
"InstanceArn": "arn:aws:sso:::instance/ssoins-instanceId",
"Name": "PermissionSet",
"Description": "This is a sample permission set.",
"SessionDuration": "PT8H",
"ManagedPolicies": [
"arn:aws:iam::aws:policy/AdministratorAccess"
],
"InlinePolicy": "Inline policy json string",
"Tags": [
{
"Key": "tagKey",
"Value": "tagValue"
}
]
}
}

YAML
Permissio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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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SSO::PermissionSet
Properties:
InstanceArn: 'arn:aws:sso:::instance/ssoins-instanceId'
Name: 'PermissionSet'
Description: 'This is a sample permission set.'
SessionDuration: 'PT8H'
ManagedPolicies:
- 'arn:aws:iam::aws:policy/AdministratorAccess'
InlinePolicy: 'Inline policy json string'
Tags:
- Key: tagKey
Value: tagValue

AWS Step Functions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StepFunctions::Activity (p. 6089)
•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p. 6092)

AWS::StepFunctions::Activity
활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하고 AWS Step Functions에 액세스하는 모든 시스템에서 호스팅하는 태스
크입니다. 활동은 GetActivityTask API 작업을 사용하여 Step Functions를 폴링하고 SendTask* API 작
업을 사용하여 응답해야 합니다. 이 함수를 통해 Step Functions는 해당 활동의 존재를 알 수 있으며, 활동에
서 폴링할 때 상태 시스템에서 사용할 식별자를 반환합니다.
활동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tep Functions 개발자 안내서의 활동 상태 머신 생성과 AWS Step
Functions API 참조의 CreateActivity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tepFunctions::Activity",
"Properties" : {
"Name" : String,
"Tags" : [ TagsEntry (p. 6091), ... ]
}

YAML
Type: AWS::StepFunctions::Activity
Properties:
Name: String
Tags:
- TagsEntry (p. 6091)

Properties
Name
활동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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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는 다음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 공백
• 대괄호 < > { } [ ]
• 와일드카드 문자 ? *
• 특수 문자 " # % \ ^ | ~ ` $ & , ; : /
• 제어 문자(U+0000-001F, U+007F-009F)
CloudWatch Logs로 로깅을 활성화하려면 이름에 0-9, A-Z, a-z, - 및 _만 포함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리소스에 추가할 태그 목록입니다.
태그에는 유니코드 문자, 숫자, 공백 또는 _ . : / = + - @ 등의 기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sEntry (p. 609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지정하면 Ref는 생성된 활동의 ARN을 반환합니다. 예:
{ "Ref": "MyActivity" }
다음과 비슷한 값을 반환합니다.
arn:aws:states:us-east-1:111122223333:activity:myActivity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입니다.
Name
활동 유형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 "Fn::GetAtt": ["MyActivity", "Name"] }
다음과 비슷한 값을 반환합니다.
myActivity
Fn::GetAtt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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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다음 예에서는 Step Functions 활동을 생성합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Description" : "An example template for a Step Functions activity.",
"Resources" : {
"MyActivity" : {
"Type" : "AWS::StepFunctions::Activity",
"Properties" : {
"Name" : "myActivity",
"Tags": [
{
"Key": "keyname1",
"Value": "value1"
},
{
"Key": "keyname2",
"Value": "value2"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 sample template for a Step Functions activity"
Resources:
MyActivity:
Type: "AWS::StepFunctions::Activity"
Properties:
Name: myActivity
Tags:
Key: "keyname1"
Value: "value1"
Key: "keyname2"
Value: "value2"

AWS::StepFunctions::Activity TagsEntry
TagsEntry 속성은 활동을 식별할 태그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Key" : String,
"Valu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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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태그 항목의 키-값 페어의 key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태그 항목의 키-값 페어의 value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상태 시스템을 프로비저닝합니다. 상태 시스템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Task 상태), 다음으로 전환할
상태를 결정하는 상태(Choice 상태), 오류를 표시하며 실행을 중지하는 상태(Fail 상태) 등의 상태 모음으
로 구성됩니다. 상태 시스템은 JSON 기반 구조화된 언어를 사용하여 지정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Properties" : {
"Definition" : Definition (p. 6098),
"DefinitionS3Location" : S3Location (p. 6100),
"DefinitionString" : String,
"DefinitionSubstitutions" : {Key : Value, ...},
"LoggingConfiguration" : LoggingConfiguration (p. 6099),
"RoleArn" : String,
"StateMachineName" : String,
"StateMachineType" : String,
"Tags" : [ TagsEntry (p. 6101), ... ],
"TracingConfiguration" : TracingConfiguration (p. 6102)
}

YAML
Type: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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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finition:
Definition (p. 6098)
DefinitionS3Location:
S3Location (p. 6100)
DefinitionString:
String
DefinitionSubstitutions:
Key : Value
LoggingConfiguration:
LoggingConfiguration (p. 6099)
RoleArn: String
StateMachineName: String
StateMachineType: String
Tags:
- TagsEntry (p. 6101)
TracingConfiguration:
TracingConfiguration (p. 6102)

Properties
Definition
상태 시스템의 Amazon States Language 정의입니다. 상태 시스템 정의는 JSON 또는 YAML 형식이어
야 하며, 이 객체의 형식은 AWS Step Functions 템플릿 파일의 형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Amazon States
Language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Definition (p. 609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initionS3Location
상태 시스템 정의가 저장된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상태 시스템 정의는 JSON 또는 YAML 파일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Location (p. 6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initionString
상태 시스템의 Amazon States Language 정의입니다. 상태 시스템 정의는 JSON 형식이어야 합니다.
Amazon States Language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initionSubstitutions
상태 시스템 정의에서 자리 표시자 변수에 대한 매핑을 지정하는 맵(문자열에 문자열)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런타임에 얻은 값(예: 내장 함수)을 상태 머신 정의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변수는 템플릿 파라미
터 이름, 리소스의 논리적 ID, 리소스 속성 또는 키-값 맵의 변수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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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ingConfiguration
어떤 실행 기록 이벤트가 어디에서 로깅되는지 정의합니다.

Note
기본적으로 level는 OFF로 설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tep Functions 사용 설명서에서
로그 수준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LoggingConfiguration (p. 60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Arn
이 상태 시스템에 사용할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MachineName
상태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이름에는 다음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 공백
• 대괄호 < > { } [ ]
• 와일드카드 문자 ? *
• 특수 문자 " # % \ ^ | ~ ` $ & , ; : /
• 제어 문자(U+0000-001F, U+007F-009F)

Important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리소스를 대체해야 하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
의 또는 전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리소스를 바꿔야 한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tateMachineType
STANDARD 또는 EXPRESS 상태 머신을 생성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본값은 STANDARD입니다.
일단 생성된 이후에는 상태 머신의 type를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STANDARD 및 EXPRESS 워크플로
우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tep Functions 개발자 안내서에서 표준 워크플로와 Express 워크플로 비
교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리소스에 추가할 태그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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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에는 유니코드 문자, 숫자, 공백 또는 _ . : / = + - @ 등의 기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sEntry (p. 610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racingConfiguration
상태 머신의 AWS X-Ray 추적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racingConfiguration (p. 610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Ref 내장 함수에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지정하면 Ref는 생성된 상태 시스템의 ARN을 반환합니다. 예:
{ "Ref": "MyStateMachine" } 안내서
다음과 비슷한 값을 반환합니다.
arn:aws:states:us-east-1:111122223333:stateMachine:HelloWorld-StateMachine
Re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를 참조하세요.

Fn::GetAtt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되는 샘플
값입니다.
Arn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Name
상태 시스템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
{ "Fn::GetAtt": ["MyStateMachine", "Name"] }
상태 시스템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HelloWorld-StateMachine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다음과 유사한 이름이 생성됩니다.
MyStateMachine-1234abcdefgh
Fn::GetAtt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Step Functions 상태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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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속성 사용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2010-09-09",
"Description":"An example template for a Step Functions state machine.",
"Resources":{
"MyStateMachine":{
"Type":"AWS::StepFunctions::StateMachine",
"Properties":{
"StateMachineName":"HelloWorld-StateMachine",
"StateMachineType":"STANDARD",
"DefinitionString":"{\"StartAt\": \"HelloWorld\",
\"States\": {\"HelloWorld\": {\"Type\": \"Task\", \"Resource\":
\"arn:aws:lambda:us-east-1:111122223333;:function:HelloFunction\", \"End\":
true}}}",
"RoleArn":"arn:aws:iam::111122223333:role/service-role/StatesExecutionRole-useast-1;"
}
}
}
}

Fn::Join 내장 함수 사용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Description" : "An example template for a Step Functions state machine.",
"Resources": {
"MyStateMachine": {
"Type":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Properties": {
"StateMachineName" : "HelloWorld-StateMachine",
"StateMachineType":"STANDARD",
"DefinitionString" : {
"Fn::Join": [
"\n",
[
"{",
"
\"StartAt\": \"HelloWorld\",",
"
\"States\" : {",
"
\"HelloWorld\" : {",
"
\"Type\" : \"Task\", ",
"
\"Resource\" : \"arn:aws:lambda:useast-1:111122223333:function:HelloFunction\",",
"
\"End\" : true",
"
}",
"
}",
"}"
]
]
},
"RoleArn" : "arn:aws:iam::111122223333:role/service-role/StatesExecutionRole-useast-1",
"Tags": [
{
"Key": "keyname1",
"Value": "value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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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Key": "keyname2",
"Value": "value2"

태그 포함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n example template for a Step Functions state machine.
Resources:
MyStateMachine:
Type: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Properties:
StateMachineName: HelloWorld-StateMachine
DefinitionString: |{
"StartAt": "HelloWorld",
"States": {
"HelloWorld": {
"Type": "Task",
"Resource": "arn:aws:lambda:us-east-1:111122223333:function:HelloFunction",
"End": true
}
}
}
RoleArn: arn:aws:iam::111122223333:role/service-role/StatesExecutionRole-us-east-1
Tags:
Key: "keyname1"
Value: "value1"
Key: "keyname2"
Value: "value2"

DefinitionSubstitutions 사용
이 예제 템플릿에서 DefinitionSubstitutions 속성에 대해 HelloFunction: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hello_world.json 정의 파일에서 ${HelloFunction}은 arn:aws:lambda:useast-1:111122223333:function:HelloFunction으로 대체됩니다.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An example template for a Step Functions state machine.
Resources:
MyStateMachine:
Type: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Properties:
StateMachineName: HelloWorld-StateMachine
DefinitionS3Location:
Bucket: example_bucket
Key: hello_world.json
DefinitionSubstitutions:
HelloFunction: arn:aws:lambda:us-east-1:111122223333:function:HelloFunction
RoleArn: arn:aws:iam::111122223333:role/service-role/StatesExecutionRole-us-ea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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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_world.json
앞의 예제 템플릿에서 ${HelloFunction}이 arn:aws:lambda:useast-1:111122223333:function:HelloFunction으로 대체될 정의 파일입니다.

JSON
{

}

"StartAt": "HelloWorld",
"States": {
"HelloWorld": {
"Type": "Task",
"Resource": "${HelloFunction}",
"End": true
}
}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CloudWatchLogsLogGroup
CloudWatch 로그 그룹을 정의합니다.

Note
자세한 내용은 AWS Step Functions 개발자 안내서에서 표준 워크플로와 Express 워크플로 비교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LogGroupArn" : String

YAML
LogGroupArn: String

Properties
LogGroupArn
로그를 내보낼 CloudWatch 로그 그룹의 ARN입니다. ARN은 :*로 끝나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Definition
상태 시스템 정의는 객체이며, 이 객체의 형식은 AWS Step Functions 템플릿 파일(예: JSON 또는 YAML)
의 형식과 일치합니다. 상태 시스템 정의는 Amazon States Language를 따릅니다. 예제 정의 템플릿은 Step
Functions 개발자 안내서의 개발 옵션 페이지에서 정의 형식 지원 섹션을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0-05-15
609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Step Functions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LogDestination
LoggingConfiguration에 대한 대상을 정의합니다.

Note
EXPRESS 워크플로에서 로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oudWatch 로그를 사용하여 Express 워크플
로 로깅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oudWatchLogsLogGroup" : CloudWatchLogsLogGroup (p. 6098)

YAML
CloudWatchLogsLogGroup:
CloudWatchLogsLogGroup (p. 6098)

Properties
CloudWatchLogsLogGroup
CloudWatch 로그 그룹을 설명하는 객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에서
AWS::Logs::LogGroup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CloudWatchLogsLogGroup (p. 609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LoggingConfiguration
어떤 실행 기록 이벤트가 어디에서 로깅되는지 정의합니다.

Note
기본적으로 level는 OFF로 설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tep Functions 사용 설명서에서 로
그 수준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estinations" : [ LogDestination (p. 6099), ... ],
"IncludeExecutionData" : Boolean,
"Level"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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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Destinations:
- LogDestination (p. 6099)
IncludeExecutionData: Boolean
Level: String

Properties
Destinations
실행 기록 이벤트가 로깅될 위치를 설명하는 객체 배열입니다. 크기는 1로 제한됩니다. 로그 수준이
OFF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ogDestination (p. 609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ExecutionData
실행 데이터가 로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false로 설정된 경우에는 데이터가 제외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evel
로깅되는 실행 기록 이벤트의 범주를 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S3Location
상태 시스템 정의가 저장되는 S3 버킷 위치를 정의합니다. 상태 시스템 정의는 JSON 또는 YAML 파일이어
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 : String,
"Key" : String,
"Version" : String

YAML
Bucket: String
Key: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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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String

Properties
Bucket
상태 시스템 정의 JSON 또는 YAML 파일이 저장되는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Key
상태 시스템 정의 파일의 이름입니다(Amazon S3 객체 이름).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버전 관리를 사용하는 버킷의 경우 특정 버전의 상태 시스템 정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TagsEntry
TagsEntry 속성은 상태 머신을 식별할 태그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 : String

YAML
Key: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Key
태그 항목의 키-값 페어의 key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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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태그 항목의 키-값 페어의 value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TracingConfiguration
상태 머신의 AWS X-Ray 추적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추적 데이터를 X-Ray로 보내도록 상태 시스
템을 구성하려면 Enabled를 true로 설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nabled" : Boolean

YAML
Enabled: Boolean

Properties
Enabled
true로 설정하면 X-Ray 추적이 활성화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Systems Manager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
•
•

AWS::SSM::Association (p. 6103)
AWS::SSM::Document (p. 6157)
AWS::SSM::MaintenanceWindow (p. 6169)
AWS::SSM::MaintenanceWindowTarget (p. 6173)

• AWS::SSM::MaintenanceWindowTask (p. 6177)
• AWS::SSM::Parameter (p. 6200)
• AWS::SSM::PatchBaseline (p. 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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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SSM::ResourceDataSync (p. 6217)

AWS::SSM::Association
AWS::SSM::Association 리소스는 관리형 인스턴스에 대한 상태 관리자 연결을 만듭니다. 상태 관리자
연결은 인스턴스에서 유지 관리하려는 상태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연결은 인스턴스에서 안티바이러스 소
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실행 중이어야 하는지 또는 특정 포트가 닫혀 있어야 하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
적 대상의 경우 연결은 구성이 다시 적용되는 시점에 대한 일정을 지정합니다. AWS Resource Groups 또는
AWS Auto Scaling 그룹과 같은 동적 대상의 경우 상태 관리자는 새 인스턴스가 그룹에 추가될 때 구성을 적
용합니다. 또한 연결은 구성 적용 시 취할 조치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결은 하루에 한 번 실행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상태 관리자가 해당 소프트웨
어를 설치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으나 서비스가 실행 중이 아닌 경우 연결을 통해 상태 관리자가
해당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SM::Association",
"Properties" : {
"ApplyOnlyAtCronInterval" : Boolean,
"AssociationName" : String,
"AutomationTargetParameterName" : String,
"CalendarNames" : [ String, ... ],
"ComplianceSeverity" : String,
"DocumentVersion" : String,
"InstanceId" : String,
"MaxConcurrency" : String,
"MaxErrors" : String,
"Name" : String,
"OutputLocation" : InstanceAssociationOutputLocation (p. 6154),
"Parameters" : {Key : Value, ...},
"ScheduleExpression" : String,
"SyncCompliance" : String,
"Targets" : [ Target (p. 6156), ... ],
"WaitForSuccessTimeoutSeconds" : Integer
}

YAML
Type: AWS::SSM::Association
Properties:
ApplyOnlyAtCronInterval: Boolean
AssociationName: String
AutomationTargetParameterName: String
CalendarNames:
- String
ComplianceSeverity: String
DocumentVersion: String
InstanceId: String
MaxConcurrency: String
MaxErrors: String
Name: String
OutputLocation:
InstanceAssociationOutputLocation (p. 6154)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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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 Value
ScheduleExpression: String
SyncCompliance: String
Targets:
- Target (p. 6156)
WaitForSuccessTimeoutSeconds: Integer

Properties
ApplyOnlyAtCronInterval
기본적으로 새 연결을 만들면 새 연결이 생성된 직후에 실행되고 그 후에 지정된 일정에 따라 실행됩니
다. 연결을 만든 직후에 연결을 실행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지정합니다. rate 표현식에는 이 파라미터
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ssociationName
연결의 알기 쉬운 이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zA-Z0-9_\-.]{3,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utomationTargetParameterName
연결에 대한 대상을 지정합니다. 이 대상은 속도 제어를 사용하여 Automation 런북 및 대상 리소스를 사
용하는 연결에 필요합니다. Automation은 AWS Systems Manager의 기능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alendarNames
연결이 있는 Change Calendar 유형 문서의 이름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연결은 해
당 Change Calendar가 열려 있을 때만 실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Change
Calendar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plianceSeverity
연결에 할당된 심각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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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RITICAL | HIGH | LOW | MEDIUM | UNSPECIFI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cumentVersion
대상과 연결할 SSM 문서의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LATEST|[$]DEFAULT|^[1-9][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tanceId
SSM 문서가 연결되는 인스턴스의 ID입니다. InstanceId 또는 Targets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Note
InstanceId가 사용 중지되었습니다. 연결에 대한 인스턴스 ID를 지정하려면 Targets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InstanceId 파라미터를 사용할 경우 AssociationName,
DocumentVersion, MaxErrors, MaxConcurrency, OutputLocation 또는
ScheduleExpression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를 사용하려면
Targets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Pattern: (^i-(\w{8}|\w{17})$)|(^mi-\w{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Concurrency
동시에 연결을 실행할 수 있는 최대 대상 수입니다. 숫자(예: 10) 또는 대상 집합의 비율(예: 10%)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100%이며, 이는 모든 대상이 동시에 연결을 실행함을 의미합니다.
Systems Manager가 MaxConcurrency 연결을 실행하는 동안 새 인스턴스가 시작되어 연결을 실행하
려고 하면 연결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결 간격 동안 새 인스턴스는 MaxConcurrency에 대해 지
정된 제한 내에서 연결을 처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7
Pattern: ^([1-9][0-9]*|[1-9][0-9]%|[1-9]%|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Errors
시스템에서 추가 대상에 대한 연결 실행 요청 전송을 중지하기 전에 허용되는 오류 수입니다. 오류의 절
대 개수(예: 10개)를 지정하거나 대상 집합의 비율(예: 10%)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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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네 번째 오류를 받았을 때 요청 전송이 중지됩니다. 0을 지정하면 첫 번째 오류가 반환된 후 요청 전
송이 중지됩니다. 50개의 인스턴스에서 연결을 실행하고 MaxError를 10%로 설정하면 여섯 번째 오류
를 받았을 때 요청 전송이 중지됩니다.
MaxErrors가 도달했을 때 이미 연결을 실행 중인 실행을 완료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실행 중 일부도 실패
할 수 있습니다. max-errors가 실패한 실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MaxConcurrency를 1로 설정하
여 실행이 한 번에 하나씩 진행되도록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7
Pattern: ^([1-9][0-9]*|[0]|[1-9][0-9]%|[0-9]%|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인스턴스에 대한 구성 정보가 포함된 SSM 문서의 이름입니다. Command 또는 Automation 문서를 지
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AWS에서 미리 정의된 문서, 사용자가 생성한 문서 또는 다른 계정에서 사용
자와 공유한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AWS accounts에서 사용자와 공유한 SSM 문서의 경우 전체
SSM 문서 ARN을 다음 형식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arn:partition:ssm:region:account-id:document/document-name
예: arn:aws:ssm:us-east-2:12345678912:document/My-Shared-Document
AWS에서 미리 정의된 문서와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에서 생성한 SSM 문서의 경우 문서 이름만 지정하
면 됩니다. 예: AWS-ApplyPatchBaseline 또는 My-Document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a-zA-Z0-9_\-.:/]{3,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Location
요청의 출력 세부 정보를 저장할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버킷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nstanceAssociationOutputLocation (p. 615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문서의 런타임 구성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Expression
연결이 실행될 때 일정을 지정하는 cron 표현식입니다. 일정은 협정 세계시(UTC)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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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yncCompliance
연결 규정 준수를 생성하는 모드입니다. AUTO 또는 MANUAL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UTO 모드에서는 시
스템이 연결 실행 상태를 사용하여 규정 준수 상태를 결정합니다. 연결 실행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연
결은 COMPLIANT입니다. 연결 실행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연결은 NON-COMPLIANT입니다.
MANUAL 모드에서는 AssociationId를 PutComplianceItems API 작업에 대한 파라미터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규정 준수 데이터는 상태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지 않습니다. PutComplianceItems API
작업에 대한 직접 호출에 의해 관리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연결은 AUTO 모드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UTO | MANUAL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s
연결 대상입니다. InstanceId 또는 Targets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Target (p. 6156)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aitForSuccessTimeoutSeconds
스택 실행을 진행하기 전에 연결 상태에 “성공”이 표시될 때까지 서비스가 대기해야 하는 시간(초) 입니
다. 지정된 시간(초) 후에 연결 상태에 “성공”이 표시되지 않으면 스택 생성이 실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Fn::GetAtt
AssociationI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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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특정 인스턴스에 대한 연결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AWS-RunShellScript SSM 문서를 사용하는 연결을 생성합니다. 연결은 특정 인스턴스에서
간단한 명령을 실행합니다.

JSON
{

}

"Resources": {
"SpecificInstanceIdAssociation": {
"Type": "AWS::SSM::Association",
"Properties": {
"Name": "AWS-RunShellScript",
"Targets": [
{
"Key": "InstanceIds",
"Values": [
"i-1234567890abcdef0"
]
}
],
"Parameters": {
"commands": [
"ls"
],
"workingDirectory": [
"/"
]
},
"WaitForSuccessTimeoutSeconds": 300
}
}
}

YAML
--Resources:
SpecificInstanceIdAssociation:
Type: AWS::SSM::Association
Properties:
Name: AWS-RunShellScript
Targets:
- Key: InstanceIds
Values:
- i-1234567890abcdef0
Parameters:
commands:
- ls
workingDirectory:
- "/"
WaitForSuccessTimeoutSeconds: 300

AWS account의 모든 관리형 인스턴스에 대한 연결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AWS-UpdateSSMAgent SSM 문서를 사용하는 연결을 생성합니다. 연결은 지정된 CRON
일정에 따라 사용자의 AWS account의 모든 관리형 인스턴스(Systems Manager용으로 구성된 인스턴스)에
서 SSM 에이전트를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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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Resources": {
"AllInstanceIdsAssociation": {
"Type": "AWS::SSM::Association",
"Properties": {
"AssociationName": "UpdateSSMAgent",
"Name": "AWS-UpdateSSMAgent",
"ScheduleExpression": "cron(0 2 ? * SUN *)",
"Targets": [
{
"Key": "InstanceIds",
"Values": [
"*"
]
}
],
"WaitForSuccessTimeoutSeconds": 300
}
}
}

YAML
--Resources:
AllInstanceIdsAssociation:
Type: AWS::SSM::Association
Properties:
AssociationName: UpdateSSMAgent
Name: AWS-UpdateSSMAgent
ScheduleExpression: cron(0 2 ? * SUN *)
Targets:
- Key: InstanceIds
Values:
- "*"
WaitForSuccessTimeoutSeconds: 300

특정 태그에 대한 연결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AWS-UpdateSSMAgent SSM 문서를 사용하는 연결을 생성합니다. 연결에서는
Environment의 태그 키 및 Production 값이 할당된 모든 관리형 인스턴스에서 SSM 에이전트를 업데이
트합니다. 연결은 지정된 rate 표현식에 따라 7일마다 실행됩니다.

JSON
{

"Resources": {
"TaggedInstancesAssociation": {
"Type": "AWS::SSM::Association",
"Properties": {
"AssociationName": "UpdateSSMAgent",
"Name": "AWS-UpdateSSMAgent",
"ScheduleExpression": "rate(7 days)",
"Targets": [
{
"Key": "tag:Environment",
"Values": [
"Produ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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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WaitForSuccessTimeoutSeconds": 300

YAML
--Resources:
TaggedInstancesAssociation:
Type: AWS::SSM::Association
Properties:
AssociationName: UpdateSSMAgent
Name: AWS-UpdateSSMAgent
ScheduleExpression: rate(7 days)
Targets:
- Key: tag:Environment
Values:
- Production
WaitForSuccessTimeoutSeconds: 300

자동화 문서를 인스턴스와 연결하는 연결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AWS-StopEC2Instance 자동화 문서를 특정 인스턴스에 할당하는 연결을 생성합니다.

Note
이 예제에서는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EC2FullAccess(이)라
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합니다. 이 정책은 인스턴스를 중지하는 데 필요한 권한 이상
을 제공합니다. 더 제한적인 권한이 있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JSON
{

"Resources": {
"Automation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ssm.amazonaws.com"
},
"Action": [
"sts:AssumeRole"
]
}
]
},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EC2FullAccess"
]
}
},
"AutomationAssociation": {
"Type": "AWS::SSM::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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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perties": {
"Name": "AWS-StopEC2Instance",
"Parameters": {
"AutomationAssumeRole": [
"AutomationExecutionRole.Arn"
]
},
"Targets": [
{
"Key": "ParameterValues",
"Values": [
"i-1234567890abcdef0"
]
}
],
"AutomationTargetParameterName": "InstanceId"
}

YAML
--Resources:
Automation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ssm.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ManagedPolicyArns:
- !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EC2FullAccess
AutomationAssociation:
Type: AWS::SSM::Association
Properties:
Name: AWS-StopEC2Instance
Parameters:
AutomationAssumeRole:
- !GetAtt AutomationExecutionRole.Arn
Targets:
- Key: ParameterValues
Values:
- i-1234567890abcdef0
AutomationTargetParameterName: InstanceId

속도 제어를 사용하고 Amazon S3로 로그 출력을 보내는 연결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속도 제어를 사용하는 연결을 생성합니다. 연결은 한 번에 20%의 인스턴스에서만 SSM 에
이전트를 업데이트하려고 시도합니다. Systems Manager는 총 인스턴스 수의 5%에서 실행이 실패하는 경우
추가 인스턴스에서 연결을 실행하는 것을 중지합니다. 또한 Systems Manager는 연결 출력을 Amazon S3에
로깅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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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s": {
"RateControlAssociation": {
"Type": "AWS::SSM::Association",
"Properties": {
"Name": "AWS-UpdateSSMAgent",
"Targets": [
{
"Key": "InstanceIds",
"Values": [
"*"
]
}
],
"MaxConcurrency": "20%",
"MaxErrors": "5%"
},
"OutputLocation": {
"S3Location": {
"OutputS3BucketName": "MyAssociationOutputBucket",
"OutputS3KeyPrefix": "my-agent-update-output"
}
},
"WaitForSuccessTimeoutSeconds": 300
}
}

YAML
--Resources:
RateControlAssociation:
Type: AWS::SSM::Association
Properties:
Name: AWS-UpdateSSMAgent
Targets:
- Key: InstanceIds
Values:
- "*"
MaxConcurrency: 20%
MaxErrors: 5%
OutputLocation:
S3Location:
OutputS3BucketName: MyAssociationOutputBucket
OutputS3KeyPrefix: my-agent-update-output
WaitForSuccessTimeoutSeconds: 300

Ansible과 함께 작동하는 연결 만들기
다음 예제에서는 Ansible 및 Systems Manager를 사용하여 Nginx를 배포하는 연결을 만듭니다. 이 템플릿은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Ansible 플레이북을 복사합니다. 대상은 인스턴스 ID를 기반으로 합니다.

JSON
{

"Description": "Deploy Single EC2 Linux Instance",
"Parameters": {
"LatestAmiId": {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amazon-linux-latest/amzn2-ami-hvm-x86_64-gp2"
},
"GitHubOwner": {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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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HubRepo": {
"Type": "String"
},
"GitHubBranch": {
"Type": "String"
}

},
"Resources": {
"SSMAssocLogs": {
"Type": "AWS::S3::Bucket"
},
"SSMInstance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Policies": [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3:GetObject"
],
"Resource": [
"arn:aws:s3:::aws-ssm-${AWS::Region}/*",
"arn:aws:s3:::aws-windows-downloads-${AWS::Region}/*",
"arn:aws:s3:::amazon-ssm-${AWS::Region}/*",
"arn:aws:s3:::amazon-ssm-packages-${AWS::Region}/*",
"arn:aws:s3:::${AWS::Region}-birdwatcher-prod/*",
"arn:aws:s3:::patch-baseline-snapshot-${AWS::Region}/*"
],
"Effect": "Allow"
}
]
},
"PolicyName": "ssm-custom-s3-policy"
},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3:GetObject",
"s3:PutObject",
"s3:PutObjectAcl",
"s3:ListBucket"
],
"Resource": [
"arn:${AWS::Partition}:s3:::${SSMAssocLogs}/*",
"arn:${AWS::Partition}:s3:::${SSMAssocLogs}"
],
"Effect": "Allow"
}
]
},
"PolicyName": "s3-instance-bucket-policy"
}
],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SMManagedInstanceCore"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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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ec2.amazonaws.com",
"ssm.amazonaws.com"
]
},
"Action": "sts:AssumeRole"
}
]

}
}
},
"SSMInstanceProfile": {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Roles": [
"SSMInstanceRole"
]
}
},
"EC2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
"ImageId": "LatestAmiId",
"InstanceType": "t3.small",
"IamInstanceProfile": "SSMInstanceProfile"
}
},
"AnsibleAssociation": {
"Type": "AWS::SSM::Association",
"Properties": {
"Name": "AWS-ApplyAnsiblePlaybooks",
"WaitForSuccessTimeoutSeconds": 300,
"Targets": [
{
"Key": "InstanceIds",
"Values": [
"EC2Instance"
]
}
],
"OutputLocation": {
"S3Location": {
"OutputS3BucketName": "SSMAssocLogs",
"OutputS3KeyPrefix": "logs/"
}
},
"Parameters": {
"SourceType": [
"GitHub"
],
"SourceInfo": [
"{\"owner\":\"${GitHubOwner}\",\n\"repository\":\"${GitHubRepo}\",\n\"path\":
\"\",\n\"getOptions\":\"branch:${GitHubBranch}\"}\n"
],
"InstallDependencies": [
"True"
],
"PlaybookFile": [
"playbook.yml"
],
"ExtraVariables": [
"SSM=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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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heck": [
"False"
],
"Verbose": [
"-v"
]

}
},
"Outputs": {
"WebServerPublic": {
"Value": "EC2Instance.PublicDnsName",
"Description": "Public DNS for WebServer"
}
}

YAML
--Description: "Deploy Single EC2 Linux Instance"
Parameters:
# Using SSM Parameter Store to fetch the Latest AMI for Amazon Linux, eliminates the need
for AMI Mappings
LatestAmiId: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amazon-linux-latest/amzn2-ami-hvm-x86_64-gp2"
GitHubOwner:
Type: 'String'
GitHubRepo:
Type: 'String'
GitHubBranch:
Type: 'String'
Resources:
SSMAssocLogs:
Type: AWS::S3::Bucket
SSMInstanceRole:
Type : AWS::IAM::Role
Properties:
Policies:
-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Object
Resource:
- !Sub 'arn:aws:s3:::aws-ssm-${AWS::Region}/*'
- !Sub 'arn:aws:s3:::aws-windows-downloads-${AWS::Region}/*'
- !Sub 'arn:aws:s3:::amazon-ssm-${AWS::Region}/*'
- !Sub 'arn:aws:s3:::amazon-ssm-packages-${AWS::Region}/*'
- !Sub 'arn:aws:s3:::${AWS::Region}-birdwatcher-prod/*'
- !Sub 'arn:aws:s3:::patch-baseline-snapshot-${AWS::Region}/*'
Effect: Allow
PolicyName: ssm-custom-s3-policy
-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Object
- s3:PutObject
- s3:PutObjectAcl
- s3:List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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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 !Sub 'arn:${AWS::Partition}:s3:::${SSMAssocLogs}/*'
- !Sub 'arn:${AWS::Partition}:s3:::${SSMAssocLogs}'
Effect: Allow
PolicyName: s3-instance-bucket-policy
Path: /
ManagedPolicyArns:
- !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SMManagedInstanceCore'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ec2.amazonaws.com"
- "ssm.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SSM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Roles:
- !Ref SSMInstanceRole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Ref LatestAmiId
InstanceType: "t3.small"
IamInstanceProfile: !Ref SSMInstanceProfile
AnsibleAssociation:
Type: AWS::SSM::Association
Properties:
# Here using the AWS-ApplyAnsiblePlaybooks
Name: AWS-ApplyAnsiblePlaybooks
WaitForSuccessTimeoutSeconds: 300
# Targeting Instance by InstanceId passed from the Logical ID of Instance being
created
# in CloudFormation
Targets:
- Key: InstanceIds
Values: [ !Ref EC2Instance ]
OutputLocation:
S3Location:
OutputS3BucketName: !Ref SSMAssocLogs
OutputS3KeyPrefix: 'logs/'
Parameters:
# Getting an Ansible Playbook from a GitHub Location
SourceType:
- 'GitHub'
# At a minimum must include the following GitHub repo information, if using a
private repo
# would want to include the GitHub Token option
SourceInfo:
- !Sub |
{"owner":"${GitHubOwner}",
"repository":"${GitHubRepo}",
"path":"",
"getOptions":"branch:${GitHubBranch}"}
# Installing Ansible and its dependencies
InstallDependencies:
- 'True'
# Playbook file we want to run
PlaybookFile:
- 'playbook.yml'
ExtraVariables:
- 'SSM=True'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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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Verbose:
- '-v'

Outputs:
WebServerPublic:
Value: !GetAtt 'EC2Instance.PublicDnsName'
Description: Public DNS for WebServer

bash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연결 만들기
다음 예제에서는 bash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연결을 만듭니다. 대상은 태그를 기반으로 합니다.

JSON
{

"Description": "Deploy Single EC2 Linux Instance Install and Install Nginx by a State
Manager Association",
"Parameters": {
"LatestAmiId": {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amazon-linux-latest/amzn2-ami-hvm-x86_64-gp2"
}
},
"Resources": {
"SSMAssocLogs": {
"Type": "AWS::S3::Bucket"
},
"SSMInstance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Policies": [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3:GetObject"
],
"Resource": [
"arn:aws:s3:::aws-ssm-${AWS::Region}/*",
"arn:aws:s3:::aws-windows-downloads-${AWS::Region}/*",
"arn:aws:s3:::amazon-ssm-${AWS::Region}/*",
"arn:aws:s3:::amazon-ssm-packages-${AWS::Region}/*",
"arn:aws:s3:::${AWS::Region}-birdwatcher-prod/*",
"arn:aws:s3:::patch-baseline-snapshot-${AWS::Region}/*"
],
"Effect": "Allow"
}
]
},
"PolicyName": "ssm-custom-s3-policy"
},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3:GetObject",
"s3:PutObject",
"s3:PutObjectAcl",
"s3:ListBuck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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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
"arn:${AWS::Partition}:s3:::${SSMAssocLogs}/*",
"arn:${AWS::Partition}:s3:::${SSMAssocLogs}"
],
"Effect": "Allow"

}
]
},
"PolicyName": "s3-instance-bucket-policy"

}
],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SMManagedInstanceCore",
"arn:${AWS::Partition}:iam::aws:policy/CloudWatchAgentServerPolicy"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ec2.amazonaws.com",
"ssm.amazonaws.com"
]
},
"Action": "sts:AssumeRole"
}
]
}

}
},
"SSMInstanceProfile": {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Roles": [
"SSMInstanceRole"
]
}
},
"EC2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
"ImageId": "LatestAmiId",
"InstanceType": "t3.medium",
"IamInstanceProfile": "SSMInstanceProfile",
"Tags": [
{
"Key": "nginx",
"Value": "yes"
}
]
}
},
"NginxAssociation": {
"DependsOn": "EC2Instance",
"Type": "AWS::SSM::Association",
"Properties": {
"Name": "AWS-RunShellScript",
"WaitForSuccessTimeoutSeconds": 300,
"Targets": [
{
"Key": "tag:nginx",
"Values":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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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OutputLocation": {
"S3Location": {
"OutputS3BucketName": "SSMAssocLogs",
"OutputS3KeyPrefix": "logs/"
}
},
"Parameters": {
"commands": [
"sudo amazon-linux-extras install nginx1 -y\nsudo service nginx start\n"
]
}

},
"Outputs": {
"WebServerPublic": {
"Value": "EC2Instance.PublicDnsName",
"Description": "Public DNS for WebServer"
}
}

YAML
--Description: "Deploy Single EC2 Linux Instance Install and Install Nginx by a State Manager
Association"
Parameters:
LatestAmiId: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amazon-linux-latest/amzn2-ami-hvm-x86_64-gp2"
Resources:
SSMAssocLogs:
Type: AWS::S3::Bucket
# Role that allows SSM Agent to communicate with SSM and allows use of all features of
SSM
SSMInstanceRole:
Type : AWS::IAM::Role
Properties:
Policies:
-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Object
Resource:
- !Sub 'arn:aws:s3:::aws-ssm-${AWS::Region}/*'
- !Sub 'arn:aws:s3:::aws-windows-downloads-${AWS::Region}/*'
- !Sub 'arn:aws:s3:::amazon-ssm-${AWS::Region}/*'
- !Sub 'arn:aws:s3:::amazon-ssm-packages-${AWS::Region}/*'
- !Sub 'arn:aws:s3:::${AWS::Region}-birdwatcher-prod/*'
- !Sub 'arn:aws:s3:::patch-baseline-snapshot-${AWS::Region}/*'
Effect: Allow
PolicyName: ssm-custom-s3-policy
-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Object
- s3:PutObject
- s3:PutObject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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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ListBucket
Resource:
- !Sub 'arn:${AWS::Partition}:s3:::${SSMAssocLogs}/*'
- !Sub 'arn:${AWS::Partition}:s3:::${SSMAssocLogs}'
Effect: Allow
PolicyName: s3-instance-bucket-policy
Path: /
ManagedPolicyArns:
- !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SMManagedInstanceCore'
- !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CloudWatchAgentServerPolicy'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ec2.amazonaws.com"
- "ssm.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SSM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Roles:
- !Ref SSMInstanceRole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Ref LatestAmiId
InstanceType: "t3.medium"
IamInstanceProfile: !Ref SSMInstanceProfile
Tags:
- Key: 'nginx'
Value: 'yes'
NginxAssociation:
DependsOn: EC2Instance
# CloudFormation Resource Type that creates State Manager Associations
Type: AWS::SSM::Association
Properties:
# Command Document that this Association will run
Name: AWS-RunShellScript
WaitForSuccessTimeoutSeconds: 300
# Targeting Instance by Tags
Targets:
- Key: tag:nginx
Values:
- 'yes'
# The passing in the S3 Bucket that is created in the template that logs will be sent
to
OutputLocation:
S3Location:
OutputS3BucketName: !Ref SSMAssocLogs
OutputS3KeyPrefix: 'logs/'
# Parameters for the AWS-RunShellScript, in this case commands to install nginx
Parameters:
commands:
- |
sudo amazon-linux-extras install nginx1 -y
sudo service nginx start
Outputs:
WebServerPublic:
Value: !GetAtt 'EC2Instance.PublicDnsName'
Description: Public DNS for We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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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Manager Automation을 사용하여 bash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연결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상태 관리자 및 자동화를 여러 단계로 사용하여 bash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연결을 만듭니
다. 대상은 태그를 기반으로 합니다.

JSON
{

"Description": "Deploy Single EC2 Linux Instance",
"Parameters": {
"LatestAmiId": {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amazon-linux-latest/amzn2-ami-hvm-x86_64-gp2"
}
},
"Resources": {
"SSMAssocLogs": {
"Type": "AWS::S3::Bucket"
},
"nginxInstallAutomation": {
"Type": "AWS::SSM::Document",
"Properties": {
"DocumentType": "Automation",
"Content": {
"schemaVersion": "0.3",
"description": "Updates AMI with Linux distribution packages and installs Nginx
software",
"assumeRole": "{{AutomationAssumeRole}}",
"parameters": {
"InstanceId": {
"description": "ID of the Instance.",
"type": "String"
},
"AutomationAssumeRole": {
"default": "",
"description": "(Optional) The ARN of the role that allows Automation to
perform the actions on your behalf.",
"type": "String"
}
},
"mainSteps": [
{
"name": "updateOSSoftware",
"action": "aws:runCommand",
"maxAttempts": 3,
"timeoutSeconds": 3600,
"inputs": {
"DocumentName": "AWS-RunShellScript",
"InstanceIds": [
"{{InstanceId}}"
],
"CloudWatchOutputConfig": {
"CloudWatchOutputEnabled": "true"
},
"Parameters": {
"commands": [
"#!/bin/bash\nsudo yum update -y\nneeds-restarting -r\nif [ $? -eq
1 ]\nthen\n
exit 194\nelse\n
exit 0\nfi\n"
]
}
}
},
{
"name": "InstallNginx",
"action": "aws:run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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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s": {
"DocumentName": "AWS-RunShellScript",
"InstanceIds": [
"{{InstanceId}}"
],
"CloudWatchOutputConfig": {
"CloudWatchOutputEnabled": "true"
},
"Parameters": {
"commands": [
"sudo amazon-linux-extras install nginx1 -y\nsudo service nginx start

\n"

}

}

]

]

}
},
{
"name": "TestInstall",
"action": "aws:runCommand",
"maxAttempts": 3,
"timeoutSeconds": 3600,
"onFailure": "Abort",
"inputs": {
"DocumentName": "AWS-RunShellScript",
"InstanceIds": [
"{{InstanceId}}"
],
"Parameters": {
"commands": [
"curl localhost\n"
]
}
}
}

}
},
"SSM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Policies": [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sm:StartAssociationsOnce",
"ssm:CreateAssociation",
"ssm:CreateAssociationBatch",
"ssm:UpdateAssociation"
],
"Resource": "*",
"Effect": "Allow"
}
]
},
"PolicyName": "ssm-association"
}
],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Partition}:iam::aws:policy/service-role/AmazonSSMAutomationRole"
],
"AssumeRolePolicyDocu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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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ec2.amazonaws.com",
"ssm.amazonaws.com"
]
},
"Action": "sts:AssumeRole"
}
]

}
}
},
"SSMInstance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Policies": [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3:GetObject"
],
"Resource": [
"arn:aws:s3:::aws-ssm-${AWS::Region}/*",
"arn:aws:s3:::aws-windows-downloads-${AWS::Region}/*",
"arn:aws:s3:::amazon-ssm-${AWS::Region}/*",
"arn:aws:s3:::amazon-ssm-packages-${AWS::Region}/*",
"arn:aws:s3:::${AWS::Region}-birdwatcher-prod/*",
"arn:aws:s3:::patch-baseline-snapshot-${AWS::Region}/*"
],
"Effect": "Allow"
}
]
},
"PolicyName": "ssm-custom-s3-policy"
},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3:GetObject",
"s3:PutObject",
"s3:PutObjectAcl",
"s3:ListBucket"
],
"Resource": [
"arn:${AWS::Partition}:s3:::${SSMAssocLogs}/*",
"arn:${AWS::Partition}:s3:::${SSMAssocLogs}"
],
"Effect": "Allow"
}
]
},
"PolicyName": "s3-instance-bucket-policy"
}
],
"Path": "/",
"ManagedPolicyAr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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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SMManagedInstanceCore",
"arn:${AWS::Partition}:iam::aws:policy/CloudWatchAgentServerPolicy"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ec2.amazonaws.com",
"ssm.amazonaws.com"
]
},
"Action": "sts:AssumeRole"
}
]
}

}
},
"SSMInstanceProfile": {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Roles": [
"SSMInstanceRole"
]
}
},
"EC2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
"ImageId": "LatestAmiId",
"InstanceType": "t3.medium",
"IamInstanceProfile": "SSMInstanceProfile",
"Tags": [
{
"Key": "nginx",
"Value": true
}
]
}
},
"NginxAssociation": {
"DependsOn": "EC2Instance",
"Type": "AWS::SSM::Association",
"Properties": {
"Name": "nginxInstallAutomation",
"WaitForSuccessTimeoutSeconds": 300,
"OutputLocation": {
"S3Location": {
"OutputS3BucketName": "SSMAssocLogs",
"OutputS3KeyPrefix": "logs/"
}
},
"AutomationTargetParameterName": "InstanceId",
"Parameters": {
"AutomationAssumeRole": [
"SSMExecutionRole.Arn"
]
},
"Targets": [
{
"Key": "tag:nginx",
"Values":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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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Outputs": {
"WebServerPublic": {
"Value": "EC2Instance.PublicDnsName",
"Description": "Public DNS for WebServer"
}
}

YAML
--Description: "Deploy Single EC2 Linux Instance"
Parameters:
LatestAmiId: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amazon-linux-latest/amzn2-ami-hvm-x86_64-gp2"
Resources:
SSMAssocLogs:
Type: AWS::S3::Bucket
nginxInstallAutomation:
Type: AWS::SSM::Document
Properties:
DocumentType: Automation
Content:
schemaVersion: "0.3"
description: "Updates AMI with Linux distribution packages and installs Nginx
software"
assumeRole: "{{AutomationAssumeRole}}"
parameters:
InstanceId:
description: "ID of the Instance."
type: "String"
AutomationAssumeRole:
default: ""
description: "(Optional) The ARN of the role that allows Automation to perform
the actions on your behalf."
type: "String"
mainSteps:
- name: "updateOSSoftware"
action: "aws:runCommand"
maxAttempts: 3
timeoutSeconds: 3600
inputs:
DocumentName: "AWS-RunShellScript"
InstanceIds:
- "{{InstanceId}}"
CloudWatchOutputConfig:
CloudWatchOutputEnabled: "true"
Parameters:
commands:
- |
#!/bin/bash
sudo yum update -y
needs-restarting -r
if [ $? -eq 1 ]
then
exit 194
else
exit 0

API 버전 2010-05-15
612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Systems Manager
fi
- name: "InstallNginx"
action: "aws:runCommand"
inputs:
DocumentName: "AWS-RunShellScript"
InstanceIds:
- "{{InstanceId}}"
CloudWatchOutputConfig:
CloudWatchOutputEnabled: "true"
Parameters:
commands:
- |
sudo amazon-linux-extras install nginx1 -y
sudo service nginx start
- name: "TestInstall"
action: "aws:runCommand"
maxAttempts: 3
timeoutSeconds: 3600
onFailure: "Abort"
inputs:
DocumentName: "AWS-RunShellScript"
InstanceIds:
- "{{InstanceId}}"
Parameters:
commands:
- |
curl localhost
SSMExecutionRole:
Type : AWS::IAM::Role
Properties:
Policies:
-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sm:StartAssociationsOnce
- ssm:CreateAssociation
- ssm:CreateAssociationBatch
- ssm:UpdateAssociation
Resource: '*'
Effect: Allow
PolicyName: ssm-association
Path: /
ManagedPolicyArns:
- !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service-role/AmazonSSMAutomationRole'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ec2.amazonaws.com"
- "ssm.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SSMInstanceRole:
Type : AWS::IAM::Role
Properties:
Policies:
-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Object
Resource:
- !Sub 'arn:aws:s3:::aws-ssm-${AWS::Region}/*'
- !Sub 'arn:aws:s3:::aws-windows-downloads-${AWS::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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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 'arn:aws:s3:::amazon-ssm-${AWS::Region}/*'
- !Sub 'arn:aws:s3:::amazon-ssm-packages-${AWS::Region}/*'
- !Sub 'arn:aws:s3:::${AWS::Region}-birdwatcher-prod/*'
- !Sub 'arn:aws:s3:::patch-baseline-snapshot-${AWS::Region}/*'
Effect: Allow
PolicyName: ssm-custom-s3-policy
-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Object
- s3:PutObject
- s3:PutObjectAcl
- s3:ListBucket
Resource:
- !Sub 'arn:${AWS::Partition}:s3:::${SSMAssocLogs}/*'
- !Sub 'arn:${AWS::Partition}:s3:::${SSMAssocLogs}'
Effect: Allow
PolicyName: s3-instance-bucket-policy
Path: /
ManagedPolicyArns:
- !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SMManagedInstanceCore'
- !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CloudWatchAgentServerPolicy'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ec2.amazonaws.com"
- "ssm.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SSM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Roles:
- !Ref SSMInstanceRole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Ref LatestAmiId
InstanceType: "t3.medium"
IamInstanceProfile: !Ref SSMInstanceProfile
Tags:
- Key: nginx
Value: Yes
NginxAssociation:
DependsOn: EC2Instance
Type: AWS::SSM::Association
Properties:
Name: !Ref nginxInstallAutomation
WaitForSuccessTimeoutSeconds: 300
OutputLocation:
S3Location:
OutputS3BucketName: !Ref SSMAssocLogs
OutputS3KeyPrefix: 'logs/'
AutomationTargetParameterName: InstanceId
Parameters:
AutomationAssumeRole:
- !GetAtt 'SSMExecutionRole.Arn'
Targets:
- Key: tag:nginx
Values:
- Yes
Outputs:
WebServer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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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GetAtt 'EC2Instance.PublicDnsName'
Description: Public DNS for WebServer

Windows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대상을 조인하는 연결 만들기
다음 예제에서는 상태 관리자를 사용하여 Windows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대상을 조인하는 연결을 만듭
니다. 대상은 태그를 기반으로 합니다.

JSON
{

"Description": "Deploy single windows EC2 Instance and join domain with SSM Association",
"Parameters": {
"DomainAdminPassword": {
"AllowedPattern": "(?=^.{6,255}$)((?=.*\\d)(?=.*[A-Z])(?=.*[a-z])|(?=.*\\d)(?=.*[^AZa-z0-9])(?=.*[a-z])|(?=.*[^A-Za-z0-9])(?=.*[A-Z])(?=.*[a-z])|(?=.*\\d)(?=.*[A-Z])(?=.*[^AZa-z0-9]))^.*",
"Description": "Password for the domain admin user. Must be at least 8 characters,
containing letters, numbers, and symbols.",
"MaxLength": "32",
"MinLength": "8",
"NoEcho": "true",
"Type": "String"
},
"DomainAdminUser": {
"AllowedPattern": "[a-zA-Z0-9]*",
"Default": "Admin",
"Description": "User name for the account that will be used as domain administrator.
This is separate from the default \"Administrator\" account.",
"MaxLength": "25",
"MinLength": "5",
"Type": "String"
},
"DomainDNSName": {
"AllowedPattern": "[a-zA-Z0-9\\-]+\\..+",
"Default": "example.com",
"Description": "Fully qualified domain name (FQDN).",
"MaxLength": "255",
"MinLength": "2",
"Type": "String"
},
"DomainMemberSGID": {
"Description": "ID of the domain member security group (e.g., sg-7f16e910).",
"Type": "AWS::EC2::SecurityGroup::Id"
},
"DomainNetBIOSName": {
"AllowedPattern": "[a-zA-Z0-9\\-]+",
"Default": "EXAMPLE",
"Description": "NetBIOS name of the domain (up to 15 characters) for users of earlier
versions of Windows.",
"MaxLength": "15",
"MinLength": "1",
"Type": "String"
},
"EC2InstanceType": {
"AllowedValues": [
"t3.nano",
"t3.micro",
"t3.small",
"t3.medium",
"t3.large",
"t3.xlarge",
"t3.2xlarge",
"m5.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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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xlarge",
"m5.2xlarge"

],
"Default": "m5.large",
"Description": "Amazon EC2 instance type",
"Type": "String"
},
"LatestAmiId": {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windows-latest/Windows_Server-2019-English-Full-Base"
},
"SubnetID": {
"Description": "ID of a Subnet.",
"Type": "AWS::EC2::Subnet::Id"
}

},
"Resources": {
"DSC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LifecycleConfiguration": {
"Rules": [
{
"Id": "DeleteAfter30Days",
"ExpirationInDays": 30,
"Status": "Enabled",
"Prefix": "logs/"
}
]
}
}
},
"DomainJoinSecrets": {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
"Name": "DomainJoinSecrets-${AWS::StackName}",
"Description": "Secrets to join AD domain",
"SecretString": "{\"username\":\"${DomainNetBIOSName}\\\\${DomainAdminUser}\",
\"password\":\"${DomainAdminPassword}\"}"
}
},
"LambdaSSM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Policies": [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PutObject"
],
"Resource": [
"${DSCBucket.Arn}",
"${DSCBucket.Arn}/*"
]
}
]
},
"PolicyName": "write-mof-s3"
}
],
"Path": "/",
"AssumeRolePolicyDocu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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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lambda.amazonaws.com"
]
},
"Action": "sts:AssumeRole"
}
]
},
"ManagedPolicyArns": [
"arn:${AWS::Partition}:iam::aws:policy/service-role/AWSLambdaBasicExecutionRole"
]

}
},
"WriteMOFFunction": {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
"Code": {
"ZipFile": "var AWS = require('aws-sdk'), s3 = new AWS.S3(); const response
= require(\"cfn-response\"); exports.handler = async (event, context) => {\n
console.log(JSON.stringify(event));\n if (event.RequestType === 'Delete') {\n
await postResponse(event, context, response.SUCCESS, {})\n
return;\n }\n function
postResponse(event, context, status, data){\n
return new Promise((resolve, reject)
=> {\n
setTimeout(() => response.send(event, context, status, data), 5000)\n
});\n }\n await s3.putObject({\n
Body: event.ResourceProperties.Body,\n
Bucket:
event.ResourceProperties.Bucket,\n
Key: event.ResourceProperties.Key\n }).promise();\n
await postResponse(event, context, response.SUCCESS, {});\n};\n"
},
"Handler": "index.handler",
"Role": "LambdaSSMRole.Arn",
"Runtime": "nodejs10.x",
"Timeout": 10
}
},
"WriteDomainJoinMOF": {
"Type": "Custom::WriteMOFFile",
"Properties": {
"ServiceToken": "WriteMOFFunction.Arn",
"Bucket": "DSCBucket",
"Key": "DomainJoin-${AWS::StackName}.mof",
"Body": "/*\n@TargetNode='localhost'\n*/\ninstance of MSFT_Credential as
$MSFT_Credential1ref\n{\nPassword = \"managementgovernancesample\";\n UserName
= \"${DomainJoinSecrets}\";\n\n};\ninstance of DSC_Computer as $DSC_Computer1ref
\n{\nResourceID = \"[Computer]JoinDomain\";\n Credential = $MSFT_Credential1ref;
\n DomainName = \"{tag:DomainToJoin}\";\n Name = \"{tag:Name}\";\n ModuleName =
\"ComputerManagementDsc\";\n ModuleVersion = \"8.0.0\";\n ConfigurationName = \"DomainJoin
\";\n};\ninstance of OMI_ConfigurationDocument\n
{\n Version=\"2.0.0\";
\n
MinimumCompatibleVersion = \"1.0.0\";\n
CompatibleVersionAdditionalProperties= {\"Omi_BaseResource:ConfigurationName\"};\n
Name=\"DomainJoin\";\n
};
\n"
}
},
"SSMInstance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Policies": [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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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GetObject"
],
"Resource": [
"arn:aws:s3:::aws-ssm-${AWS::Region}/*",
"arn:aws:s3:::aws-windows-downloads-${AWS::Region}/*",
"arn:aws:s3:::amazon-ssm-${AWS::Region}/*",
"arn:aws:s3:::amazon-ssm-packages-${AWS::Region}/*",
"arn:aws:s3:::${AWS::Region}-birdwatcher-prod/*",
"arn:aws:s3:::patch-baseline-snapshot-${AWS::Region}/*"
],
"Effect": "Allow"

}
]
},
"PolicyName": "ssm-custom-s3-policy"

},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secretsmanager:DescribeSecret"
],
"Resource": [
"DomainJoinSecrets"
]
}
]
},
"PolicyName": "ssm-secrets-policy"

},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3:GetObject",
"s3:PutObject",
"s3:PutObjectAcl",
"s3:ListBucket"
],
"Resource": [
"arn:${AWS::Partition}:s3:::${DSCBucket}/*",
"arn:${AWS::Partition}:s3:::${DSCBucket}"
],
"Effect": "Allow"
}
]
},
"PolicyName": "s3-instance-bucket-policy"

}
],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SMManagedInstanceCore",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EC2ReadOnlyAcces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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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ncipal": {
"Service": [
"ec2.amazonaws.com",
"ssm.amazonaws.com"
]
},
"Action": "sts:AssumeRole"

}
}
},
"SSMInstanceProfile": {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Roles": [
"SSMInstanceRole"
]
}
},
"WINEC2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
"ImageId": "LatestAmiId",
"InstanceType": "EC2InstanceType",
"IamInstanceProfile": "SSMInstanceProfile",
"NetworkInterfaces": [
{
"DeleteOnTermination": true,
"DeviceIndex": "0",
"SubnetId": "SubnetID",
"GroupSet": [
"DomainMemberSGID"
]
}
],
"Tags": [
{
"Key": "Name",
"Value": "WindowsBox0"
},
{
"Key": "DomainToJoin",
"Value": "DomainDNSName"
}
]
}
},
"JoinDomainAssociation": {
"DependsOn": [
"WINEC2Instance",
"WriteDomainJoinMOF"
],
"Type": "AWS::SSM::Association",
"Properties": {
"WaitForSuccessTimeoutSeconds": 300,
"Name": "AWS-ApplyDSCMofs",
"Targets": [
{
"Key": "tag:DomainToJoin",
"Values": [
"DomainDNSName"
]
}
],
"OutputLo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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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3Location": {
"OutputS3BucketName": "DSCBucket",
"OutputS3KeyPrefix": "logs/"
}
},
"ScheduleExpression": "cron(30 23 * * ? *)",
"MaxErrors": 1,
"MaxConcurrency": 1,
"Parameters": {
"MofsToApply": [
"s3:${DSCBucket}:DomainJoin-${AWS::StackName}.mof"
],
"ServicePath": [
"default"
],
"MofOperationMode": [
"Apply"
],
"ComplianceType": [
"Custom:DomainJoinSample"
],
"ModuleSourceBucketName": [
"NONE"
],
"AllowPSGalleryModuleSource": [
"True"
],
"RebootBehavior": [
"AfterMof"
],
"UseComputerNameForReporting": [
"False"
],
"EnableVerboseLogging": [
"False"
],
"EnableDebugLogging": [
"False"
]
}

YAML
--Description: "Deploy single windows EC2 Instance and join domain with SSM Association"
Parameters:
DomainAdminPassword:
AllowedPattern: (?=^.{6,255}$)((?=.*\d)(?=.*[A-Z])(?=.*[a-z])|(?=.*\d)(?=.*[^A-Zaz0-9])(?=.*[a-z])|(?=.*[^A-Za-z0-9])(?=.*[A-Z])(?=.*[a-z])|(?=.*\d)(?=.*[A-Z])(?=.*[^A-Zaz0-9]))^.*
Description: Password for the domain admin user. Must be at least 8 characters,
containing letters, numbers, and symbols.
MaxLength: '32'
MinLength: '8'
NoEcho: 'true'
Type: String
DomainAdminUser:
AllowedPattern: '[a-zA-Z0-9]*'
Default: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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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User name for the account that will be used as domain administrator. This
is separate from the default "Administrator" account.
MaxLength: '25'
MinLength: '5'
Type: String
DomainDNSName:
AllowedPattern: '[a-zA-Z0-9\-]+\..+'
Default: example.com
Description: Fully qualified domain name (FQDN).
MaxLength: '255'
MinLength: '2'
Type: String
DomainMemberSGID:
Description: ID of the domain member security group (e.g., sg-7f16e910).
Type: AWS::EC2::SecurityGroup::Id
DomainNetBIOSName:
AllowedPattern: '[a-zA-Z0-9\-]+'
Default: EXAMPLE
Description: NetBIOS name of the domain (up to 15 characters) for users of earlier
versions of Windows.
MaxLength: '15'
MinLength: '1'
Type: String
EC2InstanceType:
AllowedValues:
- t3.nano
- t3.micro
- t3.small
- t3.medium
- t3.large
- t3.xlarge
- t3.2xlarge
- m5.large
- m5.xlarge
- m5.2xlarge
Default: m5.large
Description: Amazon EC2 instance type
Type: String
LatestAmiId: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windows-latest/Windows_Server-2019-English-Full-Base"
SubnetID:
Description: ID of a Subnet.
Type: AWS::EC2::Subnet::Id
Resources:
DSC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LifecycleConfiguration:
Rules:
- Id: DeleteAfter30Days
ExpirationInDays: 30
Status: Enabled
Prefix: 'logs/'
DomainJoinSecrets: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Name: !Sub 'DomainJoinSecrets-${AWS::StackName}'
Description: Secrets to join AD domain
SecretString: !Sub '{"username":"${DomainNetBIOSName}\\
${DomainAdminUser}","password":"${DomainAdminPassword}"}'
LambdaSSM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Policies:
- Policy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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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3:PutObject
Resource:
- !Sub "${DSCBucket.Arn}"
- !Sub "${DSCBucket.Arn}/*"
PolicyName: write-mof-s3
Path: /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lambda.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ManagedPolicyArns:
- !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service-role/
AWSLambdaBasicExecutionRole'
WriteMOFFunction: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Code:
ZipFile: >
var AWS = require('aws-sdk'), s3 = new AWS.S3();
const response = require("cfn-response");
exports.handler = async (event, context) => {
console.log(JSON.stringify(event));
if (event.RequestType === 'Delete') {
await postResponse(event, context, response.SUCCESS, {})
return;
}
function postResponse(event, context, status, data){
return new Promise((resolve, reject) => {
setTimeout(() => response.send(event, context, status, data), 5000)
});
}
await s3.putObject({
Body: event.ResourceProperties.Body,
Bucket: event.ResourceProperties.Bucket,
Key: event.ResourceProperties.Key
}).promise();
await postResponse(event, context, response.SUCCESS, {});
};
Handler: index.handler
Role: !GetAtt LambdaSSMRole.Arn
Runtime: nodejs10.x
Timeout: 10
WriteDomainJoinMOF:
Type: Custom::WriteMOFFile
Properties:
ServiceToken: !GetAtt WriteMOFFunction.Arn
Bucket: !Ref DSCBucket
Key: !Sub "DomainJoin-${AWS::StackName}.mof"
Body: !Sub |
/*
@TargetNode='localhost'
*/
instance of MSFT_Credential as $MSFT_Credential1ref
{
Password = "managementgovernancesample";
UserName = "${DomainJoinSecre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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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 of DSC_Computer as $DSC_Computer1ref
{
ResourceID = "[Computer]JoinDomain";
Credential = $MSFT_Credential1ref;
DomainName = "{tag:DomainToJoin}";
Name = "{tag:Name}";
ModuleName = "ComputerManagementDsc";
ModuleVersion = "8.0.0";
ConfigurationName = "DomainJoin";
};
instance of OMI_ConfigurationDocument
{
Version="2.0.0";
MinimumCompatibleVersion = "1.0.0";
CompatibleVersionAdditionalProperties=
{"Omi_BaseResource:ConfigurationName"};
Name="DomainJoin";
};
SSMInstanceRole:
Type : AWS::IAM::Role
Properties:
Policies:
-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Object
Resource:
- !Sub 'arn:aws:s3:::aws-ssm-${AWS::Region}/*'
- !Sub 'arn:aws:s3:::aws-windows-downloads-${AWS::Region}/*'
- !Sub 'arn:aws:s3:::amazon-ssm-${AWS::Region}/*'
- !Sub 'arn:aws:s3:::amazon-ssm-packages-${AWS::Region}/*'
- !Sub 'arn:aws:s3:::${AWS::Region}-birdwatcher-prod/*'
- !Sub 'arn:aws:s3:::patch-baseline-snapshot-${AWS::Region}/*'
Effect: Allow
PolicyName: ssm-custom-s3-policy
-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secretsmanager:DescribeSecret
Resource:
- !Ref 'DomainJoinSecrets'
PolicyName: ssm-secrets-policy
-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Object
- s3:PutObject
- s3:PutObjectAcl
- s3:ListBucket
Resource:
- !Sub 'arn:${AWS::Partition}:s3:::${DSCBucket}/*'
- !Sub 'arn:${AWS::Partition}:s3:::${DSCBucket}'
Effect: Allow
PolicyName: s3-instance-bucket-policy
Path: /
ManagedPolicyArns:
- !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SMManagedInstanceCore'
- !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EC2ReadOnlyAcces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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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ec2.amazonaws.com"
- "ssm.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SSM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Roles:
- !Ref SSMInstanceRole
WIN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Ref LatestAmiId
InstanceType: !Ref EC2InstanceType
IamInstanceProfile: !Ref SSMInstanceProfile
NetworkInterfaces:
- DeleteOnTermination: true
DeviceIndex: '0'
SubnetId: !Ref 'SubnetID'
GroupSet:
- !Ref DomainMemberSGID
Tags:
- Key: "Name"
Value: "WindowsBox0"
- Key: "DomainToJoin"
Value: !Ref "DomainDNSName"
JoinDomainAssociation:
DependsOn:
- WINEC2Instance
- WriteDomainJoinMOF
Type: AWS::SSM::Association
Properties:
WaitForSuccessTimeoutSeconds: 300
Name: AWS-ApplyDSCMofs
Targets:
- Key: "tag:DomainToJoin"
Values:
- !Ref "DomainDNSName"
OutputLocation:
S3Location:
OutputS3BucketName: !Ref DSCBucket
OutputS3KeyPrefix: 'logs/'
ScheduleExpression: "cron(30 23 * * ? *)"
MaxErrors: 1
MaxConcurrency: 1
Parameters:
MofsToApply:
- !Sub "s3:${DSCBucket}:DomainJoin-${AWS::StackName}.mof"
ServicePath:
- default
MofOperationMode:
- Apply
ComplianceType:
- Custom:DomainJoinSample
ModuleSourceBucketName:
- "NONE"
AllowPSGalleryModuleSource:
- "True"
RebootBehavior:
- "AfterMof"
UseComputerNameForReporting:
- "False"
EnableVerboseLogging:
-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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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eDebugLogging:
- "False"

Windows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대상을 조인하고 Systems Manager Automation을 사용하는 연
결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상태 관리자 및 자동화를 사용하여 대상을 Windows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조인하는 연
결을 만듭니다. 대상은 태그를 기반으로 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Deploy single windows EC2 Instance and join domain with SSM Association",
"Parameters": {
"DomainAdminPassword": {
"AllowedPattern": "(?=^.{6,255}$)((?=.*\\d)(?=.*[A-Z])(?=.*[a-z])|(?=.*\\d)(?=.*[^AZa-z0-9])(?=.*[a-z])|(?=.*[^A-Za-z0-9])(?=.*[A-Z])(?=.*[a-z])|(?=.*\\d)(?=.*[A-Z])(?=.*[^AZa-z0-9]))^.*",
"Description": "Password for the domain admin user. Must be at least 8 characters,
containing letters, numbers, and symbols.",
"MaxLength": "32",
"MinLength": "8",
"NoEcho": "true",
"Type": "String"
},
"DomainAdminUser": {
"AllowedPattern": "[a-zA-Z0-9]*",
"Default": "Admin",
"Description": "User name for the account that will be used as domain administrator.
This is separate from the default \"Administrator\" account.",
"MaxLength": "25",
"MinLength": "5",
"Type": "String"
},
"DomainDNSName": {
"AllowedPattern": "[a-zA-Z0-9\\-]+\\..+",
"Default": "example.com",
"Description": "Fully qualified domain name (FQDN).",
"MaxLength": "255",
"MinLength": "2",
"Type": "String"
},
"DomainMemberSGID": {
"Description": "ID of the domain member security group (e.g., sg-7f16e910).",
"Type": "AWS::EC2::SecurityGroup::Id"
},
"DomainNetBIOSName": {
"AllowedPattern": "[a-zA-Z0-9\\-]+",
"Default": "EXAMPLE",
"Description": "NetBIOS name of the domain (up to 15 characters) for users of earlier
versions of Windows.",
"MaxLength": "15",
"MinLength": "1",
"Type": "String"
},
"EC2InstanceType": {
"AllowedValues": [
"t3.nano",
"t3.micro",
"t3.small",
"t3.medium",
"t3.large",
"t3.xlarge",

API 버전 2010-05-15
613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Systems Manager
"t3.2xlarge",
"m5.large",
"m5.xlarge",
"m5.2xlarge"

],
"Default": "m5.large",
"Description": "Amazon EC2 instance type",
"Type": "String"
},
"LatestAmiId": {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windows-latest/Windows_Server-2019-English-Full-Base"
},
"SubnetID": {
"Description": "ID of a Subnet.",
"Type": "AWS::EC2::Subnet::Id"
}

},
"Resources": {
"DSC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LifecycleConfiguration": {
"Rules": [
{
"Id": "DeleteAfter30Days",
"ExpirationInDays": 30,
"Status": "Enabled",
"Prefix": "logs/"
}
]
}
}
},
"DomainJoinSecrets": {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
"Name": "DomainJoinSecrets-${AWS::StackName}",
"Description": "Secrets to join AD domain",
"SecretString": "{\"username\":\"${DomainAdminUser}\",\"password\":
\"${DomainAdminPassword}\"}"
}
},
"LambdaSSM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Policies": [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PutObject"
],
"Resource": [
"${DSCBucket.Arn}",
"${DSCBucket.Arn}/*"
]
}
]
},
"PolicyName": "write-mof-s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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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lambda.amazonaws.com"
]
},
"Action": "sts:AssumeRole"
}
]
},
"ManagedPolicyArns": [
"arn:${AWS::Partition}:iam::aws:policy/service-role/AWSLambdaBasicExecutionRole"
]

}
},
"WriteScriptFunction": {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
"Code": {
"ZipFile": "var AWS = require('aws-sdk'), s3 = new AWS.S3(); const response
= require(\"cfn-response\"); exports.handler = async (event, context) => {\n
console.log(JSON.stringify(event));\n if (event.RequestType === 'Delete') {\n
await postResponse(event, context, response.SUCCESS, {})\n
return;\n }\n function
postResponse(event, context, status, data){\n
return new Promise((resolve, reject)
=> {\n
setTimeout(() => response.send(event, context, status, data), 5000)\n
});\n }\n await s3.putObject({\n
Body: event.ResourceProperties.Body,\n
Bucket:
event.ResourceProperties.Bucket,\n
Key: event.ResourceProperties.Key\n }).promise();\n
await postResponse(event, context, response.SUCCESS, {});\n};\n"
},
"Handler": "index.handler",
"Role": "LambdaSSMRole.Arn",
"Runtime": "nodejs10.x",
"Timeout": 10
}
},
"WriteDomainJoinScript": {
"Type": "Custom::WriteScript",
"Properties": {
"ServiceToken": "WriteScriptFunction.Arn",
"Bucket": "DSCBucket",
"Key": "DomainJoin.ps1",
"Body": "[CmdletBinding()]\n# Incoming Parameters for Script, CloudFormation
\\SSM Parameters being passed in\nparam(\n
[Parameter(Mandatory=$true)]\n
[string]$DomainNetBIOSName,\n\n
[Parameter(Mandatory=$true)]\n
[string]$DomainDNSName,\n\n
[Parameter(Mandatory=$true)]\n
[string]$AdminSecret
\n)\n\n# Formatting AD Admin User to proper format for JoinDomain DSC Resources in
this Script\n$DomainAdmin = 'Domain\\User' -replace 'Domain',$DomainNetBIOSName replace 'User',$UserName\n$Admin = ConvertFrom-Json -InputObject (Get-SECSecretValue
-SecretId $AdminSecret).SecretString\n$AdminUser = $DomainNetBIOSName + '\\' +
$Admin.UserName\n# Creating Credential Object for Administrator\n$Credentials = (NewObject PSCredential($AdminUser,(ConvertTo-SecureString $Admin.Password -AsPlainText
-Force)))\n# Getting the DSC Cert Encryption Thumbprint to Secure the MOF File\n
$DscCertThumbprint = (get-childitem -path cert:\\LocalMachine\\My | where { $_.subject
-eq \"CN=SampleDscEncryptCert\" }).Thumbprint\n# Getting the Name Tag of the Instance\n
$NameTag = (Get-EC2Tag -Filter @{ Name=\"resource-id\";Values=(Invoke-RestMethod -Method
Get -Uri http://169.254.169.254/latest/meta-data/instance-id)}| Where-Object { $_.Key eq \"Name\" })\n$NewName = $NameTag.Value\n\n# Creating Configuration Data Block that has
the Certificate Information for DSC Configuration Processing\n$ConfigurationData = @{\n
AllNodes = @(\n
@{\n
NodeName=\"*\"\n
CertificateFile = \"C:
\\awssample\\publickeys\\SamplePublicKey.cer\"\n
Thumbprint = $DscCertThumbprint
\n
PSDscAllowDomainUser = $true\n
},\n
@{\n
Nod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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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host'\n
}\n
)\n}\n\nConfiguration DomainJoin {\n
param(\n
[PSCredential] $Credentials\n
)\n\n
Import-Module -Name PSDesiredStateConfiguration
\n
Import-Module -Name ComputerManagementDsc\n
\n
Import-DscResource -Module
PSDesiredStateConfiguration\n
Import-DscResource -Module ComputerManagementDsc\n\n
Node 'localhost' {\n\n
Computer JoinDomain {\n
Name = $NewName\n
DomainName = $DomainDNSName\n
Credential = $Credentials\n
}\n
}\n}\n\nDomainJoin -OutputPath 'C:\\awssample\\DomainJoin' -ConfigurationData
$ConfigurationData -Credentials $Credentials\n"
}
},
"WriteInstallModuleScript": {
"Type": "Custom::WriteScript",
"Properties": {
"ServiceToken": "WriteScriptFunction.Arn",
"Bucket": "DSCBucket",
"Key": "install-modules.ps1",
"Body": "[CmdletBinding()]\nparam()\n\n\"Setting up Powershell Gallery to Install
DSC Modules\"\nInstall-PackageProvider -Name NuGet -MinimumVersion 2.8.5.201 -Force
\nSet-PSRepository -Name PSGallery -InstallationPolicy Trusted\n\n\"Installing the needed
Powershell DSC modules for this Quick Start\"\nInstall-Module -Name ComputerManagementDsc
\nInstall-Module -Name PSDscResources\n\n\"Creating Directory for DSC Public Cert\"\nNewItem -Path C:\\awssample\\publickeys -ItemType directory -Force\n\n\"Setting up DSC
Certificate to Encrypt Credentials in MOF File\"\n$cert = New-SelfSignedCertificate -Type
DocumentEncryptionCertLegacyCsp -DnsName 'SampleDscEncryptCert' -HashAlgorithm SHA256\n#
Exporting the public key certificate\n$cert | Export-Certificate -FilePath \"C:\\awssample
\\publickeys\\SamplePublicKey.cer\" -Force\n"
}
},
"WriteLCMConfigScript": {
"Type": "Custom::WriteScript",
"Properties": {
"ServiceToken": "WriteScriptFunction.Arn",
"Bucket": "DSCBucket",
"Key": "LCM-Config.ps1",
"Body": "# This block sets the LCM configuration to what we need for QS
\n[DSCLocalConfigurationManager()]\nconfiguration LCMConfig\n{\n
Node 'localhost' {\n
Settings {\n
RefreshMode = 'Push'\n
ActionAfterReboot =
'StopConfiguration'
\n
RebootNodeIfNeeded = $false\n
CertificateId = $DscCertThumbprint \n
}\n
}\n}\n\n$DscCertThumbprint
= [string](get-childitem -path cert:\\LocalMachine\\My | where { $_.subject -eq
\"CN=SampleDscEncryptCert\" }).Thumbprint\n
\n#Generates MOF File for LCM\nLCMConfig OutputPath 'C:\\awssample\\LCMConfig'\n
\n# Sets LCM Configuration to MOF generated in
previous command\nSet-DscLocalConfigurationManager -Path 'C:\\awssample\\LCMConfig' \n"
}
},
"DomainJoinAutomation": {
"Type": "AWS::SSM::Document",
"Properties": {
"DocumentType": "Automation",
"Content": {
"schemaVersion": "0.3",
"description": "Join a Windows Domain",
"assumeRole": "{{AutomationAssumeRole}}",
"parameters": {
"InstanceId": {
"description": "ID of the Instance.",
"type": "StringList"
},
"DomainDNSName": {
"default": "example.com",
"description": "Fully qualified domain name (FQDN) of the forest root domain
e.g. example.com",
"type": "String"
},
"DomainNetBIOSName": {
"default":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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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NetBIOS name of the domain (up to 15 characters) for users of
earlier versions of Windows e.g. EXAMPLE",
"type": "String"
},
"AdminSecrets": {
"description": "AWS Secrets Parameter Name that has Password and User name
for a domain administrator.",
"type": "String"
},
"S3BucketName": {
"description": "S3 bucket name for the Quick Start assets. Quick Start bucket
name can include numbers, lowercase letters, uppercase letters, and hyphens (-). It cannot
start or end with a hyphen (-).",
"type": "String"
},
"AutomationAssumeRole": {
"default": "",
"description": "(Optional) The ARN of the role that allows Automation to
perform the actions on your behalf.",
"type": "String"
}
},
"mainSteps": [
{
"name": "InstallDSCModules",
"action": "aws:runCommand",
"inputs": {
"DocumentName": "AWS-RunRemoteScript",
"InstanceIds": [
"{{InstanceId}}"
],
"CloudWatchOutputConfig": {
"CloudWatchOutputEnabled": "true",
"CloudWatchLogGroupName": "/ssm/${AWS::StackName}"
},
"Parameters": {
"sourceType": "S3",
"sourceInfo": "{\"path\": \"https://{{S3BucketName}}.s3.amazonaws.com/
install-modules.ps1\"}",
"commandLine": "./install-modules.ps1"
}
}
},
{
"name": "ConfigureLCM",
"action": "aws:runCommand",
"inputs": {
"DocumentName": "AWS-RunRemoteScript",
"InstanceIds": [
"{{InstanceId}}"
],
"CloudWatchOutputConfig": {
"CloudWatchOutputEnabled": "true",
"CloudWatchLogGroupName": "/ssm/${AWS::StackName}"
},
"Parameters": {
"sourceType": "S3",
"sourceInfo": "{\"path\": \"https://{{S3BucketName}}.s3.amazonaws.com/
LCM-Config.ps1\"}",
"commandLine": "./LCM-Config.ps1"
}
}
},
{
"name": "GenerateDomainJoinMof",
"action": "aws:run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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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s": {
"DocumentName": "AWS-RunRemoteScript",
"InstanceIds": [
"{{InstanceId}}"
],
"CloudWatchOutputConfig": {
"CloudWatchOutputEnabled": "true",
"CloudWatchLogGroupName": "/ssm/${AWS::StackName}"
},
"Parameters": {
"sourceType": "S3",
"sourceInfo": "{\"path\": \"https://{{S3BucketName}}.s3.amazonaws.com/
DomainJoin.ps1\"}",
"commandLine": "./DomainJoin.ps1 -DomainNetBIOSName {{DomainNetBIOSName}}
-DomainDNSName {{DomainDNSName}} -AdminSecret {{AdminSecrets}}"
}
}
},
{
"name": "DomainJoin",
"action": "aws:runCommand",
"inputs": {
"DocumentName": "AWS-RunPowerShellScript",
"InstanceIds": [
"{{InstanceId}}"
],
"CloudWatchOutputConfig": {
"CloudWatchOutputEnabled": "true",
"CloudWatchLogGroupName": "/ssm/${AWS::StackName}"
},
"Parameters": {
"commands": [
"function DscStatusCheck () {\n
$LCMState = (GetDscLocalConfigurationManager).LCMState\n
if ($LCMState -eq 'PendingConfiguration' -Or
$LCMState -eq 'PendingReboot') {\n
'returning 3010, should continue after reboot'\n
exit 3010\n
} else {\n
'Completed'\n
}\n}\n\nStart-DscConfiguration 'C:\
\awssample\\DomainJoin' -Wait -Verbose -Force\n\nDscStatusCheck\n"
]
}
}
}
]
}
}
},
"SSMExecution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Policies": [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sm:StartAssociationsOnce",
"ssm:CreateAssociation",
"ssm:CreateAssociationBatch",
"ssm:UpdateAssociation"
],
"Resource": "*",
"Effect": "Allow"
}
]
},
"PolicyName": "ssm-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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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Partition}:iam::aws:policy/service-role/AmazonSSMAutomationRole"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ec2.amazonaws.com",
"ssm.amazonaws.com"
]
},
"Action": "sts:AssumeRole"
}
]
}

}
},
"SSMInstance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Policies": [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3:GetObject"
],
"Resource": [
"arn:aws:s3:::aws-ssm-${AWS::Region}/*",
"arn:aws:s3:::aws-windows-downloads-${AWS::Region}/*",
"arn:aws:s3:::amazon-ssm-${AWS::Region}/*",
"arn:aws:s3:::amazon-ssm-packages-${AWS::Region}/*",
"arn:aws:s3:::${AWS::Region}-birdwatcher-prod/*",
"arn:aws:s3:::patch-baseline-snapshot-${AWS::Region}/*"
],
"Effect": "Allow"
}
]
},
"PolicyName": "ssm-custom-s3-policy"
},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secretsmanager:DescribeSecret"
],
"Resource": [
"DomainJoinSecrets"
]
}
]
},
"PolicyName": "ssm-secrets-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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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3:GetObject",
"s3:PutObject",
"s3:PutObjectAcl",
"s3:ListBucket"
],
"Resource": [
"arn:${AWS::Partition}:s3:::${DSCBucket}/*",
"arn:${AWS::Partition}:s3:::${DSCBucket}"
],
"Effect": "Allow"
}
]
},
"PolicyName": "s3-instance-bucket-policy"

}
],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SMManagedInstanceCore",
"arn:${AWS::Partition}:iam::aws:policy/CloudWatchAgentServerPolicy"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ec2.amazonaws.com",
"ssm.amazonaws.com"
]
},
"Action": "sts:AssumeRole"
}
]
}

}
},
"SSMInstanceProfile": {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
"Roles": [
"SSMInstanceRole"
]
}
},
"WINEC2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
"ImageId": "LatestAmiId",
"InstanceType": "EC2InstanceType",
"IamInstanceProfile": "SSMInstanceProfile",
"NetworkInterfaces": [
{
"DeleteOnTermination": true,
"DeviceIndex": "0",
"SubnetId": "SubnetID",
"GroupSet": [
"DomainMemberSG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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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ags": [
{
"Key": "Name",
"Value": "WindowsBox1"
}
]

}

}

}
},
"DomainAssociation": {
"Type": "AWS::SSM::Association",
"Properties": {
"AssociationName": "DomainJoin",
"Name": "DomainJoinAutomation",
"WaitForSuccessTimeoutSeconds": 600,
"AutomationTargetParameterName": "InstanceId",
"Targets": [
{
"Key": "ParameterValues",
"Values": [
"WINEC2Instance"
]
}
],
"OutputLocation": {
"S3Location": {
"OutputS3BucketName": "DSCBucket",
"OutputS3KeyPrefix": "logs/"
}
},
"Parameters": {
"DomainDNSName": [
"DomainDNSName"
],
"DomainNetBIOSName": [
"DomainNetBIOSName"
],
"AdminSecrets": [
"DomainJoinSecrets"
],
"S3BucketName": [
"DSCBucket"
],
"AutomationAssumeRole": [
"SSMExecutionRole.Arn"
]
}
}
}

YAML
--Description: "Deploy single windows EC2 Instance and join domain with SSM Association"
Parameters:
DomainAdminPassword:
AllowedPattern: (?=^.{6,255}$)((?=.*\d)(?=.*[A-Z])(?=.*[a-z])|(?=.*\d)(?=.*[^A-Zaz0-9])(?=.*[a-z])|(?=.*[^A-Za-z0-9])(?=.*[A-Z])(?=.*[a-z])|(?=.*\d)(?=.*[A-Z])(?=.*[^A-Zaz0-9]))^.*
Description: Password for the domain admin user. Must be at least 8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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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ing letters, numbers, and symbols.
MaxLength: '32'
MinLength: '8'
NoEcho: 'true'
Type: String
DomainAdminUser:
AllowedPattern: '[a-zA-Z0-9]*'
Default: Admin
Description: User name for the account that will be used as domain administrator. This
is separate from the default "Administrator" account.
MaxLength: '25'
MinLength: '5'
Type: String
DomainDNSName:
AllowedPattern: '[a-zA-Z0-9\-]+\..+'
Default: example.com
Description: Fully qualified domain name (FQDN).
MaxLength: '255'
MinLength: '2'
Type: String
DomainMemberSGID:
Description: ID of the domain member security group (e.g., sg-7f16e910).
Type: AWS::EC2::SecurityGroup::Id
DomainNetBIOSName:
AllowedPattern: '[a-zA-Z0-9\-]+'
Default: EXAMPLE
Description: NetBIOS name of the domain (up to 15 characters) for users of earlier
versions of Windows.
MaxLength: '15'
MinLength: '1'
Type: String
EC2InstanceType:
AllowedValues:
- t3.nano
- t3.micro
- t3.small
- t3.medium
- t3.large
- t3.xlarge
- t3.2xlarge
- m5.large
- m5.xlarge
- m5.2xlarge
Default: m5.large
Description: Amazon EC2 instance type
Type: String
LatestAmiId: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windows-latest/Windows_Server-2019-English-Full-Base"
SubnetID:
Description: ID of a Subnet.
Type: AWS::EC2::Subnet::Id
Resources:
DSC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LifecycleConfiguration:
Rules:
- Id: DeleteAfter30Days
ExpirationInDays: 30
Status: Enabled
Prefix: 'logs/'
DomainJoinSecrets: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Name: !Sub 'DomainJoinSecrets-${AWS::Stac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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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Secrets to join AD domain
SecretString: !Sub
'{"username":"${DomainAdminUser}","password":"${DomainAdminPassword}"}'
LambdaSSM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Policies:
-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3:PutObject
Resource:
- !Sub "${DSCBucket.Arn}"
- !Sub "${DSCBucket.Arn}/*"
PolicyName: write-mof-s3
Path: /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lambda.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ManagedPolicyArns:
- !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service-role/
AWSLambdaBasicExecutionRole'
WriteScriptFunction: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Code:
ZipFile: >
var AWS = require('aws-sdk'), s3 = new AWS.S3();
const response = require("cfn-response");
exports.handler = async (event, context) => {
console.log(JSON.stringify(event));
if (event.RequestType === 'Delete') {
await postResponse(event, context, response.SUCCESS, {})
return;
}
function postResponse(event, context, status, data){
return new Promise((resolve, reject) => {
setTimeout(() => response.send(event, context, status, data), 5000)
});
}
await s3.putObject({
Body: event.ResourceProperties.Body,
Bucket: event.ResourceProperties.Bucket,
Key: event.ResourceProperties.Key
}).promise();
await postResponse(event, context, response.SUCCESS, {});
};
Handler: index.handler
Role: !GetAtt LambdaSSMRole.Arn
Runtime: nodejs10.x
Timeout: 10
WriteDomainJoinScript:
Type: Custom::WriteScript
Properties:
ServiceToken: !GetAtt WriteScriptFunction.Arn
Bucket: !Ref DSCBucket
Key: "DomainJoin.ps1"
Body: |
[CmdletB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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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 Parameters for Script, CloudFormation\SSM Parameters being passed in
param(
[Parameter(Mandatory=$true)]
[string]$DomainNetBIOSName,
[Parameter(Mandatory=$true)]
[string]$DomainDNSName,

)
Script

[Parameter(Mandatory=$true)]
[string]$AdminSecret

# Formatting AD Admin User to proper format for JoinDomain DSC Resources in this

$DomainAdmin = 'Domain\User' -replace 'Domain',$DomainNetBIOSName -replace 'User',
$UserName
$Admin = ConvertFrom-Json -InputObject (Get-SECSecretValue -SecretId
$AdminSecret).SecretString
$AdminUser = $DomainNetBIOSName + '\' + $Admin.UserName
# Creating Credential Object for Administrator
$Credentials = (New-Object PSCredential($AdminUser,(ConvertTo-SecureString
$Admin.Password -AsPlainText -Force)))
# Getting the DSC Cert Encryption Thumbprint to Secure the MOF File
$DscCertThumbprint = (get-childitem -path cert:\LocalMachine\My | where
{ $_.subject -eq "CN=SampleDscEncryptCert" }).Thumbprint
# Getting the Name Tag of the Instance
$NameTag = (Get-EC2Tag -Filter @{ Name="resource-id";Values=(Invoke-RestMethod
-Method Get -Uri http://169.254.169.254/latest/meta-data/instance-id)}| Where-Object
{ $_.Key -eq "Name" })
$NewName = $NameTag.Value
# Creating Configuration Data Block that has the Certificate Information for DSC
Configuration Processing
$ConfigurationData = @{
AllNodes = @(
@{
NodeName="*"
CertificateFile = "C:\awssample\publickeys\SamplePublicKey.cer"
Thumbprint = $DscCertThumbprint
PSDscAllowDomainUser = $true
},
@{
NodeName = 'localhost'
}
)
}
Configuration DomainJoin {
param(
[PSCredential] $Credentials
)
Import-Module -Name PSDesiredStateConfiguration
Import-Module -Name ComputerManagementDsc
Import-DscResource -Module PSDesiredStateConfiguration
Import-DscResource -Module ComputerManagementDsc
Node 'localhost' {

}

Computer JoinDomain {
Name = $NewName
DomainName = $DomainDNSName
Credential = $Credent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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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ainJoin -OutputPath 'C:\awssample\DomainJoin' -ConfigurationData
$ConfigurationData -Credentials $Credentials
WriteInstallModuleScript:
Type: Custom::WriteScript
Properties:
ServiceToken: !GetAtt WriteScriptFunction.Arn
Bucket: !Ref DSCBucket
Key: "install-modules.ps1"
Body: |
[CmdletBinding()]
param()
"Setting up Powershell Gallery to Install DSC Modules"
Install-PackageProvider -Name NuGet -MinimumVersion 2.8.5.201 -Force
Set-PSRepository -Name PSGallery -InstallationPolicy Trusted
"Installing the needed Powershell DSC modules for this Quick Start"
Install-Module -Name ComputerManagementDsc
Install-Module -Name PSDscResources
"Creating Directory for DSC Public Cert"
New-Item -Path C:\awssample\publickeys -ItemType directory -Force
"Setting up DSC Certificate to Encrypt Credentials in MOF File"
$cert = New-SelfSignedCertificate -Type DocumentEncryptionCertLegacyCsp -DnsName
'SampleDscEncryptCert' -HashAlgorithm SHA256
# Exporting the public key certificate
$cert | Export-Certificate -FilePath "C:\awssample\publickeys\SamplePublicKey.cer"
-Force
WriteLCMConfigScript:
Type: Custom::WriteScript
Properties:
ServiceToken: !GetAtt WriteScriptFunction.Arn
Bucket: !Ref DSCBucket
Key: "LCM-Config.ps1"
Body: |
# This block sets the LCM configuration to what we need for QS
[DSCLocalConfigurationManager()]
configuration LCMConfig
{
Node 'localhost' {
Settings {
RefreshMode = 'Push'
ActionAfterReboot = 'StopConfiguration'
RebootNodeIfNeeded = $false
CertificateId = $DscCertThumbprint
}
}
}
$DscCertThumbprint = [string](get-childitem -path cert:\LocalMachine\My | where
{ $_.subject -eq "CN=SampleDscEncryptCert" }).Thumbprint
#Generates MOF File for LCM
LCMConfig -OutputPath 'C:\awssample\LCMConfig'
# Sets LCM Configuration to MOF generated in previous command
Set-DscLocalConfigurationManager -Path 'C:\awssample\LCMConfig'
DomainJoinAutomation:
Type: AWS::SSM::Document
Properties:
DocumentType: Automation
Content:
schemaVersion: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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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Join a Windows Domain"
# Role that is utilized to perform the steps within the Automation Document.
assumeRole: "{{AutomationAssumeRole}}"
# Gathering parameters needed to configure DCs in the Quick Start
parameters:
InstanceId:
description: "ID of the Instance."
type: "StringList"
DomainDNSName:
default: "example.com"
description: "Fully qualified domain name (FQDN) of the forest root domain
e.g. example.com"
type: "String"
DomainNetBIOSName:
default: "example"
description: "NetBIOS name of the domain (up to 15 characters) for users of
earlier versions of Windows e.g. EXAMPLE"
type: "String"
AdminSecrets:
description: "AWS Secrets Parameter Name that has Password and User name for
a domain administrator."
type: "String"
S3BucketName:
description: "S3 bucket name for the Quick Start assets. Quick Start bucket
name can include numbers, lowercase letters, uppercase letters, and hyphens (-). It cannot
start or end with a hyphen (-)."
type: "String"
AutomationAssumeRole:
default: ""
description: "(Optional) The ARN of the role that allows Automation to
perform the actions on your behalf."
type: "String"
mainSteps:
# This step Demonstrates how to run a local script on an Instance. It can be
defined or pointed to a local script.
- name: "InstallDSCModules"
action: "aws:runCommand"
inputs:
DocumentName: "AWS-RunRemoteScript"
InstanceIds:
- "{{InstanceId}}"
CloudWatchOutputConfig:
CloudWatchOutputEnabled: "true"
CloudWatchLogGroupName: !Sub '/ssm/${AWS::StackName}'
Parameters:
sourceType: "S3"
sourceInfo: '{"path": "https://{{S3BucketName}}.s3.amazonaws.com/installmodules.ps1"}'
commandLine: "./install-modules.ps1"
- name: "ConfigureLCM"
action: "aws:runCommand"
inputs:
DocumentName: "AWS-RunRemoteScript"
InstanceIds:
- "{{InstanceId}}"
CloudWatchOutputConfig:
CloudWatchOutputEnabled: "true"
CloudWatchLogGroupName: !Sub '/ssm/${AWS::StackName}'
Parameters:
sourceType: "S3"
sourceInfo: '{"path": "https://{{S3BucketName}}.s3.amazonaws.com/LCMConfig.ps1"}'
commandLine: "./LCM-Config.ps1"
- name: "GenerateDomainJoinMof"
action: "aws:runCommand"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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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Name: "AWS-RunRemoteScript"
InstanceIds:
- "{{InstanceId}}"
CloudWatchOutputConfig:
CloudWatchOutputEnabled: "true"
CloudWatchLogGroupName: !Sub '/ssm/${AWS::StackName}'
Parameters:
sourceType: "S3"
sourceInfo: '{"path": "https://{{S3BucketName}}.s3.amazonaws.com/
DomainJoin.ps1"}'
commandLine: "./DomainJoin.ps1 -DomainNetBIOSName {{DomainNetBIOSName}} DomainDNSName {{DomainDNSName}} -AdminSecret {{AdminSecrets}}"
- name: "DomainJoin"
action: aws:runCommand
inputs:
DocumentName: AWS-RunPowerShellScript
InstanceIds:
- "{{InstanceId}}"
CloudWatchOutputConfig:
CloudWatchOutputEnabled: "true"
CloudWatchLogGroupName: !Sub '/ssm/${AWS::StackName}'
Parameters:
commands:
- |
function DscStatusCheck () {
$LCMState = (Get-DscLocalConfigurationManager).LCMState
if ($LCMState -eq 'PendingConfiguration' -Or $LCMState -eq
'PendingReboot') {
'returning 3010, should continue after reboot'
exit 3010
} else {
'Completed'
}
}
Start-DscConfiguration 'C:\awssample\DomainJoin' -Wait -Verbose -Force
DscStatusCheck
SSMExecutionRole:
Type : AWS::IAM::Role
Properties:
Policies:
-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sm:StartAssociationsOnce
- ssm:CreateAssociation
- ssm:CreateAssociationBatch
- ssm:UpdateAssociation
Resource: '*'
Effect: Allow
PolicyName: ssm-association
Path: /
ManagedPolicyArns:
- !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service-role/AmazonSSMAutomationRole'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ec2.amazonaws.com"
- "ssm.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SSMInstance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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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 AWS::IAM::Role
Properties:
Policies:
-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Object
Resource:
- !Sub 'arn:aws:s3:::aws-ssm-${AWS::Region}/*'
- !Sub 'arn:aws:s3:::aws-windows-downloads-${AWS::Region}/*'
- !Sub 'arn:aws:s3:::amazon-ssm-${AWS::Region}/*'
- !Sub 'arn:aws:s3:::amazon-ssm-packages-${AWS::Region}/*'
- !Sub 'arn:aws:s3:::${AWS::Region}-birdwatcher-prod/*'
- !Sub 'arn:aws:s3:::patch-baseline-snapshot-${AWS::Region}/*'
Effect: Allow
PolicyName: ssm-custom-s3-policy
-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secretsmanager:DescribeSecret
Resource:
- !Ref 'DomainJoinSecrets'
PolicyName: ssm-secrets-policy
-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Object
- s3:PutObject
- s3:PutObjectAcl
- s3:ListBucket
Resource:
- !Sub 'arn:${AWS::Partition}:s3:::${DSCBucket}/*'
- !Sub 'arn:${AWS::Partition}:s3:::${DSCBucket}'
Effect: Allow
PolicyName: s3-instance-bucket-policy
Path: /
ManagedPolicyArns:
- !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mazonSSMManagedInstanceCore'
- !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CloudWatchAgentServerPolicy'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ec2.amazonaws.com"
- "ssm.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SSM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Roles:
- !Ref SSMInstanceRole
WIN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Ref LatestAmiId
InstanceType: !Ref EC2InstanceType
IamInstanceProfile: !Ref SSMInstanceProfile
NetworkInterfaces:
- DeleteOnTermination: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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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Index: '0'
SubnetId: !Ref 'SubnetID'
GroupSet:
- !Ref DomainMemberSGID
Tags:
- Key: "Name"
Value: "WindowsBox1"
DomainAssociation:
Type: AWS::SSM::Association
Properties:
AssociationName: DomainJoin
# We are using the AWS-ApplyDSCMofs Document
Name: !Ref DomainJoinAutomation
WaitForSuccessTimeoutSeconds: 600
AutomationTargetParameterName: InstanceId
Targets:
- Key: ParameterValues
Values:
- !Ref WINEC2Instance
OutputLocation:
S3Location:
OutputS3BucketName: !Ref DSCBucket
OutputS3KeyPrefix: 'logs/'
Parameters:
DomainDNSName:
- !Ref DomainDNSName
DomainNetBIOSName:
- !Ref DomainNetBIOSName
AdminSecrets:
- !Ref DomainJoinSecrets
S3BucketName:
- !Ref DSCBucket
AutomationAssumeRole:
- !GetAtt 'SSMExecutionRole.Arn'

참고 항목
• 참조: Systems Manager용 Cron 및 Rate 표현식

AWS::SSM::Association InstanceAssociationOutputLocation
InstanceAssociationOutputLocation은 이 연결 요청의 결과를 저장하고자 하는 Amazon S3 버킷을
지정하는AWS::SSM::Association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연결에 대해 Amazon S3 출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최소 권한은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에서 연결
생성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3Location" : S3OutputLocation (p. 6155)

YAML
S3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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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OutputLocation (p. 6155)

Properties
S3Location
S3OutputLocation은 이 요청의 결과를 저장할 Amazon S3 버킷을 지정하는
InstanceAssociationOutputLocation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OutputLocation (p. 61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Association S3OutputLocation
S3OutputLocation은 이 연결 요청의 결과를 저장하고자 하는 Amazon S3 버킷을 지정하
는AWS::SSM::Association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utputS3BucketName" : String,
"OutputS3KeyPrefix" : String,
"OutputS3Region" : String

YAML
OutputS3BucketName: String
OutputS3KeyPrefix: String
OutputS3Region: String

Properties
OutputS3BucketName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S3KeyPrefix
S3 버킷 하위 폴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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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Maximum: 5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S3Region
(사용되지 않음) 이 파라미터를 더 이상 지정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이를 무시합니다. 대신, AWS
Systems Manager가 S3 버킷의 리전을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Association Target
Target은 Systems Manager의 SSM 문서에 대한 대상을 지정하는 AWS::SSM::Association 리소스의 속성
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s" : [ String, ... ]

YAML
Key: String
Values:
- String

Properties
Key
조건을 충족하는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명령을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지정 조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63
Pattern: ^[\p{L}\p{Z}\p{N}_.:/=\-@]*$|resource-groups:ResourceTypeFilters|
resource-groups:Nam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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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Key에 매핑되는 사용자 정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tag:ServerRole을 지정하는 경우
value:WebServer를 지정하여 ServerRole,WebServer의 EC2 태그가 포함된 인스턴스에서 명령
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의 유형에 따라 키 값의 최대 수는 글로벌 최대값인 50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Document
AWS::SSM::Document 리소스는 AWS Systems Manager에 Systems Manager(SSM) 문서를 생성합니다.
이 문서는 Systems Manager에서 AWS 리소스에 수행하는 작업을 정의합니다.

Note
이 리소스는 CloudFormation 드리프트 감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SM::Document",
"Properties" : {
"Attachments" : [ AttachmentsSource (p. 6167), ... ],
"Content" : Json,
"DocumentFormat" : String,
"DocumentType" : String,
"Name" : String,
"Requires" : [ DocumentRequires (p. 6168), ... ],
"Tags" : [ Tag, ... ],
"TargetType" : String,
"VersionName" : String
}

YAML
Type: AWS::SSM::Document
Properties:
Attachments:
- AttachmentsSource (p. 6167)
Content: Json
DocumentFormat: String
DocumentType: String
Name: String
Requires:
- DocumentRequires (p. 6168)
Tags:
- Tag
TargetType: String
Version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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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ttachments
문서 버전에 대한 첨부 파일을 설명하는 키-값 페어의 목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ttachmentsSource (p. 6167) 목록
Maximum: 20
Update requires: Replacement
Content
JSON 또는 YAML의 새 SSM 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String 데이터 유형도 지원합니다.
Required: 예
Type: Json
최소: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ocumentFormat
요청에 대한 문서 형식을 지정합니다. 문서 형식은 JSON 또는 YAML일 수 있습니다. JSON은 기본 형식
입니다.

Note
TEXT는 Allowed values에 나열되어 있더라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JSON | TEXT | YAML
Update requires: Replacement
DocumentType
생성할 문서 유형입니다.
허용된 값: ApplicationConfigurationSchema | Automation | Automation.ChangeTemplate
| Command | DeploymentStrategy | Package | Policy | Session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SSM 문서의 이름입니다.

Important
다음 문자열은 문서 이름 접두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서 이름 접두사로 사용하기 위해
AWS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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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amazon
• amzn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zA-Z0-9_\-.]{3,12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quires
문서에 필요한 SSM 문서의 목록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AWS AppConfig에서만 사용됩니다. 사
용자가 SSM 문서에서 AWS AppConfig 구성을 생성할 때 사용자는 유효성 검사를 위해 필요한
문서도 지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효성 검사를 위해 ApplicationConfiguration 문서에
ApplicationConfigurationSchema 문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AppConfig 사용 설명
서에서 AWS AppConfig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DocumentRequires (p. 6168)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AWS CloudFormation 문서에 적용할 리소스 태그입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식별하고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Type
대상 유형을 지정하여 문서가 실행될 수 있는 리소스의 종류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EC2 인스턴스에
서 문서를 실행하려면 /AWS::EC2::Instance 값을 지정합니다. '/' 값을 지정하면 문서를 모든 유형의
리소스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떤 리소스에서도 문서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리소스 유형 목록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에서 AWS 리소스 및 속성 유형 참조를 참
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0
Pattern: ^\/[\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ersionName
문서를 사용하여 생성 중인 아티팩트의 버전을 지정하는 선택적 필드입니다. 예: "릴리스 12, 업데이트
6" 이 값은 문서의 모든 버전에서 고유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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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a-zA-Z0-9_\-.]{1,12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Systems Manager 문서 이름을 반
환합니다(예: MyNewSSMDocument).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EC2 Linux 인스턴스에서 명령을 실행하는 문서 생성
다음 SSM 문서는 대상 Amazon EC2 Linux 인스턴스에서 지정한 명령을 실행합니다. Run Command를 사용
하여 문서를 실행할 때 명령 파라미터 값을 지정합니다.

YAML
document:
Type: AWS::SSM::Document
Properties:
Content:
schemaVersion: '2.2'
description: 'Run a script on Linux instances.'
parameters:
commands:
type: String
description: "(Required) The commands to run or the path to an existing script
on the instance."
default: 'echo Hello World'
mainSteps:
- action: aws:runShellScript
name: runCommands
inputs:
timeoutSeconds: '60'
runCommand:
- "{{ commands }}"
DocumentType: Command
Name: 'CFN_2.2_command_example'

JSON
"document": {
"Type": "AWS::SSM::Document",
"Properties": {
"Content": {
"schemaVersion": "2.2",
"description": "Run a script on Linux instances.",
"parameters": {
"commands": {
"type": "String",
"description": "(Required) The commands to run or the path to an existing script
on the instance.",
"default": "echo Hello World"
}
},
"mainSte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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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aws:runShellScript",
"name": "runCommands",
"inputs": {
"timeoutSeconds": "60",
"runCommand": [
"{{ commands }}"
]
}

}

}

}
]
},
"DocumentType": "Command",
"Name": "CFN_2.2_command_ex"

관리형 인스턴스를 AWS Directory Service의 디렉터리에 조인
다음 SSM 문서는 인스턴스를 AWS Directory Service의 디렉터리에 조인합니다. 세 가지 실행 시간 구성 파
라미터로 인스턴스가 조인할 디렉터리를 지정합니다. 문서를 인스턴스와 연결할 때 이러한 파라미터 값을 지
정해야 합니다.

YAML
document:
Type: AWS::SSM::Document
Properties:
Content:
schemaVersion: '1.2'
description: Join instances to an AWS Directory Service domain.
parameters:
directoryId:
type: String
description: "(Required) The ID of the AWS Directory Service directory."
directoryName:
type: String
description: "(Required) The name of the directory. For example,
test.example.com"
dnsIpAddresses:
type: StringList
default: []
description: "(Optional) The IP addresses of the DNS servers in the directory.
Required when DHCP is not configured. For more information, see https://
docs.aws.amazon.com/directoryservice/latest/admin-guide/simple_ad_dns.html"
allowedPattern: "((25[0-5]|2[0-4][0-9]|[01]?[0-9][0-9]?)\\.){3}(25[0-5]|2[0-4]
[0-9]|[01]?[0-9][0-9]?)"
runtimeConfig:
aws:domainJoin:
properties:
directoryId: "{{ directoryId}}"
directoryName: "{{ directoryName }}"
dnsIpAddresses: "{{ dnsIpAddresses }}"

JSON
"document" : {
"Type": "AWS::SSM::Document",
"Properties": {
"Content": {
"schemaVersion": "1.2",
"description": "Join instances to an AWS Directory Service domain.",
"parameters": {
"directory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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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y."

"type": "String",
"description": "(Required) The ID of the AWS Directory Service

},
"directoryName": {
"type": "String",
"description": "(Required) The name of the directory. For example,
test.example.com"
},
"dnsIpAddresses": {
"type": "StringList",
"default": [],
"description": "(Optional) The IP addresses of the DNS servers in
the directory. Required when DHCP is not configured. For more information, see https://
docs.aws.amazon.com/directoryservice/latest/admin-guide/simple_ad_dns.html",
"allowedPattern": "((25[0-5]|2[0-4][0-9]|[01]?[0-9][0-9]?)\\.){3}
(25[0-5]|2[0-4][0-9]|[01]?[0-9][0-9]?)"
}
},
"runtimeConfig": {
"aws:domainJoin": {
"properties": {
"directoryId": "{{ directoryId}}",
"directoryName": "{{ directoryName }}",
"dnsIpAddresses": "{{ dnsIpAddresses }}"
}
}
}
}
}
}

SSM 문서를 인스턴스와 연결
다음 예에서는 SSM 문서를 인스턴스와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DocumentName 속성은 SSM 문서를
지정하고, AssociationParameters 속성은 실행 시간 구성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지정합니다.

YAML
myEC2: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Ref: myImageId
InstanceType: t2.micro
SsmAssociations:
- DocumentName:
Ref: document
AssociationParameters:
- Key: directoryId
Value:
- Ref: myDirectory
- Key: directoryName
Value:
- testDirectory.example.com
- Key: dnsIpAddresses
Value:
Fn::GetAtt:
- myDirectory
- DnsIpAddresses
IamInstanceProfile:
Ref: myInstanceProfile
NetworkInterfaces:
- DeviceInde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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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PublicIpAddress: 'true'
SubnetId:
Ref: mySubnet
KeyName:
Ref: myKeyName

JSON
"myEC2" : {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
"ImageId": {
"Ref": "myImageId"
},
"InstanceType": "t2.micro",
"SsmAssociations": [
{
"DocumentName": {
"Ref": "document"
},
"AssociationParameters": [
{
"Key": "directoryId",
"Value": [
{
"Ref": "myDirectory"
}
]
},
{
"Key": "directoryName",
"Value": [
"testDirectory.example.com"
]
},
{
"Key": "dnsIpAddresses",
"Value": {
"Fn::GetAtt": [
"myDirectory",
"DnsIpAddresses"
]
}
}
]
}
],
"IamInstanceProfile": {
"Ref": "myInstanceProfile"
},
"NetworkInterfaces": [
{
"DeviceIndex": "0",
"AssociatePublicIpAddress": "true",
"SubnetId": {
"Ref": "mySubnet"
}
}
],
"KeyName": {
"Ref": "myKeyNam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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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관리자 기본 설정에 대한 Systems Manager 문서 만들기
다음 예제에서는 세션 관리자 기본 설정에 대한Systems ManagerSession 유형 문서를 만듭니다. 이 예제
템플릿을 사용하기 전에 자리 표시자 값을 바꿉니다.

JSON
{

}

"Resources":{
"SessionPreferencesDocument":{
"Type":"AWS::SSM::Document",
"Properties":{
"Name":"SSM-SessionManagerRunShell",
"Content":{
"schemaVersion":"1.0",
"description":"Document to hold regional settings for Session Manager",
"sessionType":"Standard_Stream",
"inputs":{
"s3BucketName":"DOC-EXAMPLE-BUCKET",
"s3KeyPrefix":"MyBucketPrefix",
"s3EncryptionEnabled":true,
"cloudWatchLogGroupName":"MyLogGroupName",
"cloudWatchEncryptionEnabled":true,
"cloudWatchStreamingEnabled":false,
"kmsKeyId":"MyKMSKeyID",
"runAsEnabled":false,
"runAsDefaultUser":"MyDefaultRunAsUser",
"idleSessionTimeout":"20",
"shellProfile":{
"windows":"example commands",
"linux":"example commands"
}
}
},
"DocumentType":"Session"
}
}
},
"Outputs":{
"DocumentName":{
"Description":"Session Manager preferences document",
"Value":"SSM-SessionManagerRunShell"
}
}

YAML
Resources:
SessionPreferencesDocument:
Type: AWS::SSM::Document
Properties:
Name: SSM-SessionManagerRunShell
Content:
schemaVersion: '1.0'
description: Document to hold regional settings for Session Manager
sessionType: Standard_Stream
inputs:
s3BucketName: 'DOC-EXAMPLE-BUCKET'
s3KeyPrefix: 'MyBucketPrefix'
s3EncryptionEnabled: true
cloudWatchLogGroupName: 'MyLogGroupName'
cloudWatchEncryptionEnabled: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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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WatchStreamingEnabled: false
kmsKeyId: 'MyKMSKeyID'
runAsEnabled: false
runAsDefaultUser: 'MyDefaultRunAsUser'
idleSessionTimeout: '20'
shellProfile:
windows: example commands
linux: example commands
DocumentType: Session
Outputs:
DocumentName:
Description: "Session Manager preferences document"
Value: SSM-SessionManagerRunShell

JSON 콘텐츠가 포함된 Systems Manager 문서 만들기
다음 예제에서는 JSON 콘텐츠가 포함된 새 Systems Manager 명령 문서를 만듭니다.

JSON
{

"Type":"AWS::SSM::Document",
"Properties":{
"Content":"{\"schemaVersion\": \"2.2\", \"description\": \"Command Document Example
JSON\nTemplate\", \"parameters\": {
\"Message\": {
\"type\": \"String\",
\"description\":\n\"Example\",
\"default\": \"Hello World\"
} }, \"mainSteps\":
[
{ \"action\":\n\"aws:runPowerShellScript\",
\"name\": \"example\",
\"inputs
\": {
\"runCommand\":\n[ \"Write-Output {{Message}}\" ]
}
} ]}",
"DocumentType":"Command",
"DocumentFormat":"JSON"
}
}

YAML
--Type: "AWS::SSM::Document"
Properties:
Content: "{\"schemaVersion\": \"2.2\", \"description\": \"Command Document Example JSON
Template\", \"parameters\": {
\"Message\": {
\"type\": \"String\", \"description
\": \"Example\",
\"default\": \"Hello World\"
} }, \"mainSteps\": [
{ \"action
\": \"aws:runPowerShellScript\",
\"name\": \"example\",
\"inputs\": {
\"runCommand\": [ \"Write-Output {{Message}}\" ]
}
} ]}"
DocumentFormat: JSON
DocumentType: Command

Systems Manager 배포자 패키지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새 Systems Manager 배포자 패키지를 만듭니다.

JSON
{

"Resources": {
"ExamplePackageDocument": {
"Type": "AWS::SSM::Document",
"Properties": {
"Content": "{\"files\": {\"NewPackage_WINDOWS.zip\": {\"checksums\":
{\"sha256\": \"36aeb0ec2c706013cf8c68163459678f7f6daa9489cd3f91d52799331EXAMPLE\"}}},
\"publisher\": \"publisherName\", \"schemaVersion\": \"2.0\", \"packages\": {\"_any\":
{\"_any\": {\"x86_64\": {\"file\": \"NewPackage_WINDOWS.zip\"}}}}, \"versio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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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DocumentType": "Package",
"Attachments": [
{
"Key": "SourceUrl",
"Values": [
"s3://example-package-path/valid-package"
]
}
]

YAML
Resources:
ExamplePackageDocument:
Type: AWS::SSM::Document
Properties:
Content: '{\"files\": {\"NewPackage_WINDOWS.zip\": {\"checksums\":
{\"sha256\":
\"36aeb0ec2c706013cf8c68163459678f7f6daa9489cd3f91d52799331EXAMPLE\"}}},
\"publisher\": \"publisherName\", \"schemaVersion\":
\"2.0\", \"packages\": {\"_any\": {\"_any\": {\"x86_64\": {\"file\":
\"NewPackage_WINDOWS.zip\"}}}},
\"version\": \"1.0\"}'
DocumentType: Package
Attachments:
- Key: SourceUrl
Values:
- "s3://example-package-path/valid-package"

Systems Manager [일정 변경(Change Calendar)] 문서 만들기
다음 예제에서는 새 Systems Manager 일정 변경 문서를 만듭니다.

JSON
{

"Resources":{
"ExampleChangeCalendarDocument":{
"Type":"AWS::SSM::Document",
"Properties":{
"Content":"BEGIN:VCALENDAR\r\nPRODID:-//AWS//Change Calendar 1.0//EN\r
\nVERSION:2.0\r\nX-CALENDAR-TYPE:DEFAULT_OPEN\r\nX-WR-CALDESC:test\r\nBEGIN:VTODO\r
\nDTSTAMP:20200320T004207Z\r\nUID:3b5af39a-d0b3-4049-a839-d7bb8af01f92\r\nSUMMARY:Add
events to this calendar.\r\nEND:VTODO\r\nEND:VCALENDAR\r\n",
"DocumentType":"ChangeCalendar",
"DocumentFormat":"TEXT"
}
}
}
}

YAML
Resources:
ExampleChangeCalendarDocument:
Type: 'AWS::SSM::Document'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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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BEGIN:VCALENDAR\r\nPRODID:-//AWS//Change Calendar 1.0//EN\r
\nVERSION:2.0\r\nX-CALENDAR-TYPE:DEFAULT_OPEN\r\nX-WR-CALDESC:test\r\nBEGIN:VTODO\r
\nDTSTAMP:20200320T004207Z\r\nUID:3b5af39a-d0b3-4049-a839-d7bb8af01f92\r\nSUMMARY:Add
events to this calendar.\r\nEND:VTODO\r\nEND:VCALENDAR\r\n"
DocumentType: ChangeCalendar
DocumentFormat: TEXT

참고 항목
• AWS Systems Manager 문서

AWS::SSM::Document AttachmentsSource
문서 첨부 파일의 위치를 식별하는 키-값 쌍과 파일 이름을 포함하여 문서 첨부 파일에 대한 정보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Name" : String,
"Values" : [ String, ... ]

YAML
Key: String
Name: String
Values:
- String

Properties
Key
문서 첨부 파일의 위치를 식별하는 키-값 쌍의 키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ttachmentReference | S3FileUrl | SourceUrl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문서 첨부 파일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zA-Z0-9_\-.]{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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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Values
문서 첨부 파일의 위치를 식별하는 키-값 쌍의 값입니다. 값 형식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키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키 SourceUrl의 경우, 값은 S3 버킷 위치입니다. 예:
"Values": [ "s3://doc-example-bucket/my-folder" ]
• 키 S3FileUrl의 경우, 값은 S3 버킷의 파일입니다. 예:
"Values": [ "s3://doc-example-bucket/my-folder/my-file.py" ]
• 키 AttachmentReference의 경우, 값은 계정에 있는 다른 SSM 문서의 이름, 해당 문서의 버전 번호, 재
사용하려는 해당 문서 버전에 첨부된 파일로 구성됩니다. 예:
"Values": [ "MyOtherDocument/3/my-other-file.py" ]
그러나 SSM 문서가 다른 계정에서 귀하와 공유되는 경우, 문서 이름만이 아니라 전체 SSM 문서 ARN
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
"Values": [ "arn:aws:ssm:us-east-2:111122223333:document/
OtherAccountDocument/3/their-file.py" ]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SM::Document DocumentRequires
현재 문서에 필요한 SSM 문서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ersion" : String

YAML
Name: String
Version: String

Properties
Name
필요한 SSM 문서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Amazon 리소스 이름(ARN)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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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Pattern: ^[a-zA-Z0-9_\-.:/]{3,12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Version
현재 문서에 필요한 문서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LATEST|[$]DEFAULT|^[1-9][0-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SM::MaintenanceWindow
AWS::SSM::MaintenanceWindow 리소스는 AWS Systems Manager의 유지 관리 기간에 대한 정보를 나
타냅니다. Maintenance Windows를 사용하면 운영 체제(OS) 패치 적용, 드라이버 업데이트 또는 소프트웨
어 설치 등 인스턴스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의 일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Maintenance
Window에는 일정, 기간, 등록된 대상 집합, 등록된 작업 집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의 Systems Manager 유지 관리 기간과 AWS Systems
Manager API 참조의 CreateMaintenanceWindow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SM::MaintenanceWindow",
"Properties" : {
"AllowUnassociatedTargets" : Boolean,
"Cutoff" : Integer,
"Description" : String,
"Duration" : Integer,
"EndDate" : String,
"Name" : String,
"Schedule" : String,
"ScheduleOffset" : Integer,
"ScheduleTimezone" : String,
"StartDat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SSM::MaintenanceWindow
Properties:
AllowUnassociatedTargets: Boolean
Cutoff: Integer
Description: String
Duration: Integer
EndDat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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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String
Schedule: String
ScheduleOffset: Integer
ScheduleTimezone: String
StartDat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llowUnassociatedTargets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관리형 인스턴스에서 유지 관리 기간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
니다. 활성화한 경우 유지 관리 기간에 작업을 등록할 때 등록되지 않은 인스턴스(인스턴스 ID 사용)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toff
유지 관리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AWS Systems Manager에서 실행할 새 태스크 예약을 중지하는 기간
(시간)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유지 관리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uration
유지 관리 기간의 기간(시간)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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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Date
유지 관리 기간이 비활성화되도록 예약된 날짜와 시간(ISO-8601 확장 형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유지 관리 기간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128
Pattern: ^[a-zA-Z0-9_\-.]{3,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
CRON/Rate 표현식으로 표시된 유지 관리 기간의 일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Offset
예약된 cron 표현식 날짜 및 시간 이후 유지 관리 기간을 실행하기 위해 대기할 일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heduleTimezone
예약된 유지 관리 기간 실행의 시간대는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형식을 따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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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rtDate
유지 관리 기간이 활성화되도록 예약된 날짜와 시간(ISO-8601 확장 형식)입니다. StartDate를 사용하여
향후 지정한 날짜까지 유지 관리 기간의 활성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임의의 세트(키-값 페어)의 형식으로 리소스에 할당하는 선택적인 메타데이터입니다. 태그를 사용하면
용도, 소유자 또는 환경을 기준으로 하는 등 리소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지 관리 기간에 태그를 지정하여 이 기간이 실행하는 작업 유형, 대상 유형, 이 기간이 실행되는 환경
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유지 관리 기간 ID(예: mwabcde1234567890yz)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등록되지 않은 대상을 허용하지 않는 유지 관리 기간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전 04:00(미국 동부 시간)에 1시간 차단을 포함하여 2시간 동안 실행되는
Systems Manager 유지 관리 기간을 생성합니다. 또한 이 유지 관리 기간은 등록되지 않은 대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JSON
{

"Resources": {
"MaintenanceWindow": {
"Type": "AWS::SSM::MaintenanceWindow",
"Properties": {
"AllowUnassociatedTargets": false,
"Cutoff": 1,
"Description": "Maintenance Window to update SSM Agent",
"Duration": 2,
"Name": "UpdateSSMAgentMaintenanceWindow",
"Schedule": "cron(0 4 ? * SUN *)",
"ScheduleTimezone": "US/Easte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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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Resources:
MaintenanceWindow:
Type: AWS::SSM::MaintenanceWindow
Properties:
AllowUnassociatedTargets: false
Cutoff: 1
Description: Maintenance Window to update SSM Agent
Duration: 2
Name: UpdateSSMAgentMaintenanceWindow
Schedule: cron(0 4 ? * SUN *)
ScheduleTimezone: US/Eastern

참고 항목
• AWS::SSM::MaintenanceWindowTarget
• AWS::SSM::MaintenanceWindowTask
• AWS Systems Manager API 참조의 CreateMaintenanceWindow
• 참조: Systems Manager용 Cron 및 Rate 표현식

AWS::SSM::MaintenanceWindowTarget
AWS::SSM::MaintenanceWindowTarget 리소스는 AWS Systems Manager에 대한 유
지 관리 기간에 대상을 등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API 참조에서
RegisterTargetWithMaintenanceWindow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SM::MaintenanceWindowTarget",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OwnerInformation" : String,
"ResourceType" : String,
"Targets" : [ Targets (p. 6176), ... ],
"WindowId" : String
}

YAML
Type: AWS::SSM::MaintenanceWindowTarget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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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Information: String
ResourceType: String
Targets:
- Targets (p. 6176)
WindowId: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대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유지 관리 기간 대상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128
Pattern: ^[a-zA-Z0-9_\-.]{3,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wnerInformation
이 유지 관리 기간에서 이러한 대상에 대해 태스크를 실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Amazon CloudWatch
Events에 포함하기 위해 사용자가 제공하는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Type
유지 관리 기간에 등록되는 대상의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NSTANCE | RESOURCE_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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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s
유지 관리 기간에 등록할 대상입니다. 달리 말해 유지 관리 기간 실행 시 명령을 실행할 인스턴스입니다.
WindowTargetIds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대상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 (p. 6176) 대상 (p. 6176)의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indowId
대상을 등록할 유지 관리 기간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
Pattern: ^mw-[0-9a-f]{1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유지 관리 기간 대상 ID(예:
12a345b6-bbb7-4bb6-90b0-8c9577a2d2b9)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태그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하는 유지 관리 기간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태그 키가 ENV이고 태그 값이 DEV인 관리형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하는 Systems Manager
유지 관리 기간 대상을 생성합니다.

JSON
{

"Resources": {
"MaintenanceWindowTarget": {
"Type": "AWS::SSM::MaintenanceWindowTarget",
"Properties": {
"WindowId": "MaintenanceWindow",
"ResourceType": "INSTANCE",
"Targets": [
{
"Key": "tag:ENV",
"Val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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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s"

}

}

}

"DEV"

}
],
"OwnerInformation": "SSM Step Function Demo",
"Name": "SSMStepFunctionDemo",
"Description": "A target for demonstrating maintenance windows and step
},
"DependsOn": "MaintenanceWindow"

YAML
--Resources:
MaintenanceWindowTarget:
Type: AWS::SSM::MaintenanceWindowTarget
Properties:
WindowId: MaintenanceWindow
ResourceType: INSTANCE
Targets:
- Key: tag:ENV
Values:
- DEV
OwnerInformation: SSM Step Function Demo
Name: SSMStepFunctionDemo
Description: A target for demonstrating maintenance windows and step functions
DependsOn: MaintenanceWindow

참고 항목
• AWS::SSM::MaintenanceWindow
• AWS::SSM::MaintenanceWindowTask
• AWS Systems Manager API 참조의 RegisterTaskWithMaintenanceWindow

AWS::SSM::MaintenanceWindowTarget Targets
Targets 속성 유형은 AWS Systems Manager 유지 관리 기간 대상에 대상 추가를 지정합니다.
Targets는 AWS::SSM::MaintenanceWindowTarget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s" : [ String, ... ]

YAML
Key: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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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 String

Properties
Key
조건을 충족하는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명령을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지정 조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63
Pattern: ^[\p{L}\p{Z}\p{N}_.:/=\-@]*$|resource-groups:ResourceTypeFilters|
resource-groups:Nam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Key에 매핑되는 사용자 정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tag:ServerRole을 지정하는 경우
value:WebServer를 지정하여 ServerRole,WebServer의 EC2 태그가 포함된 인스턴스에서 명령
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의 유형에 따라 키 값의 최대 수는 글로벌 최대값인 50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MaintenanceWindowTask
AWS::SSM::MaintenanceWindowTask 리소스는 AWS Systems Manager의 유지 관리 기
간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API 참조에서
RegisterTaskWithMaintenanceWindow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SSM::MaintenanceWindowTask",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LoggingInfo" : LoggingInfo (p. 6190),
"MaxConcurrency" : String,
"MaxErrors" : String,
"Name" : String,

API 버전 2010-05-15
617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Systems Manager

}

}

"Priority" : Integer,
"ServiceRoleArn" : String,
"Targets" : [ Target (p. 6198), ... ],
"TaskArn" : String,
"TaskInvocationParameters" : TaskInvocationParameters (p. 6199),
"TaskParameters" : Json,
"TaskType" : String,
"WindowId" : String

YAML
Type: AWS::SSM::MaintenanceWindowTask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LoggingInfo:
LoggingInfo (p. 6190)
MaxConcurrency: String
MaxErrors: String
Name: String
Priority: Integer
ServiceRoleArn: String
Targets:
- Target (p. 6198)
TaskArn: String
TaskInvocationParameters:
TaskInvocationParameters (p. 6199)
TaskParameters: Json
TaskType: String
WindowId: String

Properties
Description
작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ingInfo
작업 레벨 로그를 작성할 Amazon S3 버킷에 대한 정보입니다.

Note
LoggingInfo가 사용 중지되었습니다. 로그가 포함될 Amazon S3 버킷을 지정하려면
TaskInvocationParameters 구조의 OutputS3BucketName 및 OutputS3KeyPrefix
옵션을 대신 사용합니다. Systems Manager에서 유지 관리 기간 태스크 유형에 대한 옵션
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MaintenanceWindowTask
TaskInvocationParameters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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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LoggingInfo (p. 619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Concurrency
이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최대 대상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7
Pattern: ^([1-9][0-9]*|[1-9][0-9]%|[1-9]%|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xErrors
이 작업의 예약이 중단되기 전에 허용되는 최대 오류 수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7
Pattern: ^([1-9][0-9]*|[0]|[1-9][0-9]%|[0-9]%|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작업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128
Pattern: ^[a-zA-Z0-9_\-.]{3,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ority
유지 관리 기간 내 작업의 우선 순위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우선 순위가 높아집니다. 우선 순위가 같은
작업은 동시에 일정이 수립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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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RoleArn
유지 관리 기간 Run Command 태스크에 대한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 알림
을 게시하는 데 사용할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서비스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
름(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s
인스턴스 또는 기간 대상 ID 대상입니다.
• Key=InstanceIds,Values=instanceid1,instanceid2 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지정합니다.
• Key=WindowTargetIds,Values=window-target-id-1,window-target-id-2를 사용하여
기간 대상 ID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rget (p. 6198)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skArn
실행 중에 작업에서 사용되는 리소스입니다.
RUN_COMMAND 및 AUTOMATION 작업 유형의 경우 TaskArn은 SSM 문서 이름 또는 Amazon 리소스 이
름(ARN)입니다.
LAMBDA 작업의 경우 TaskArn은 함수 이름 또는 ARN입니다.
STEP_FUNCTIONS 작업의 경우 TaskArn은 상태 머신 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6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skInvocationParameters
작업이 실행될 때 작업에 전달할 파라미터입니다. 작업 유형과 일치하는 필드만을 채웁니다. 다른 모든
필드는 비워 두어야 합니다.

Important
TaskInvocationParameters에 지정된 옵션이 있는 유지 관리 기간 작업을 업데이트하
는 경우 보존하려는 모든 TaskInvocationParameters 값을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다
시 지정하지 않은 값은 제거됩니다. 예를 들어 Run Command 작업을 등록할 때 Comment,
NotificationConfig 및 OutputS3BucketName에 TaskInvocationParameters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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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경우 유지 관리 기간 작업을 업데이트하여 OutputS3BucketName 값만 다르게 지정하
면 Comment 및 NotificationConfig의 값이 제거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skInvocationParameters (p. 61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skParameters
작업이 실행될 때 작업에 전달할 파라미터입니다.

Note
TaskParameters가 사용 중지되었습니다. 작업 실행 시 작업을 전달하도록 파라미터를 지
정하려면 Parameters 구조의 TaskInvocationParameters 옵션을 대신 사용하십시오.
Systems Manager에서 유지 관리 기간 작업 유형에 대한 옵션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intenanceWindowTaskInvocationParameters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skType
작업의 유형입니다. 유효한 값: RUN_COMMAND, AUTOMATION, LAMBDA, STEP_FUNCTIONS.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UTOMATION | LAMBDA | RUN_COMMAND | STEP_FUNCTION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WindowId
작업이 등록되는 유지 관리 기간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
Pattern: ^mw-[0-9a-f]{1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유지 관리 기간 작업 ID(예:
12a345b6-bbb7-4bb6-90b0-8c9577a2d2b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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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리소스 그룹 이름을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하는 Run Command 작업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리소스 그룹 이름을 대상으로 사용하여 인스턴스에 패치를 설치하는 유지 관리 기간 Run
Command 작업을 생성합니다.

JSON
{

"Resources": {
"PatchTask": {
"Type": "AWS::SSM::MaintenanceWindowTask",
"Properties": {
"Description": "Apply OS patches on instances in target",
"MaxConcurrency": 1,
"MaxErrors": 1,
"Priority": 0,
"TaskType": "RUN_COMMAND",
"WindowId": {
"Ref": "MaintenanceWindow"
},
"TaskArn": "AWS-RunPatchBaseline",
"Targets": [
{
"Key": "WindowTargetIds",
"Values": [
{
"Ref": "MaintenanceWindowTarget"
}
]
}
]
}
},
"MaintenanceWindow": {
"Type": "AWS::SSM::MaintenanceWindow",
"Properties": {
"Name": "MaintenanceWindow",
"AllowUnassociatedTargets": true,
"Cutoff": 0,
"Description": "Maintenance window for instances",
"Duration": 1,
"Schedule": "cron(20 17 ? * MON-FRI *)"
}
},
"MaintenanceWindowTarget": {
"Type": "AWS::SSM::MaintenanceWindowTarget",
"Properties": {
"ResourceType": "RESOURCE_GROUP",
"Targets": [
{
"Key": "resource-groups:Name",
"Values": [
"TestResourceGroup"
]
}
],
"WindowId": {
"Ref": "MaintenanceWindo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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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Resources:
PatchTask:
Type: AWS::SSM::MaintenanceWindowTask
Properties:
Description: Apply OS patches on instances in target
MaxConcurrency: 1
MaxErrors: 1
Priority: 0
TaskType: RUN_COMMAND
WindowId:
Ref: MaintenanceWindow
TaskArn: AWS-RunPatchBaseline
Targets:
- Key: WindowTargetIds
Values:
- Ref: MaintenanceWindowTarget
MaintenanceWindow:
Type: AWS::SSM::MaintenanceWindow
Properties:
Name: MaintenanceWindow
AllowUnassociatedTargets: true
Cutoff: 0
Description: Maintenance window for instances
Duration: 1
Schedule: cron(20 17 ? * MON-FRI *)
MaintenanceWindowTarget:
Type: AWS::SSM::MaintenanceWindowTarget
Properties:
ResourceType: RESOURCE_GROUP
Targets:
- Key: resource-groups:Name
Values:
- TestResourceGroup
WindowId:
Ref: MaintenanceWindow

유지 관리 기간 대상 ID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하는 Run Command 작업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인스턴스에 패치를 설치하지만 재부팅하지 않는 유지 관리 기간 Run Command 작업을 생
성합니다. 이 유지 관리 기간 작업은 유지 관리 기간 대상 ID를 사용하여 관리형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선택합
니다.

JSON
{

"Resources": {
"MaintenanceWindowRunCommandTask": {
"Type": "AWS::SSM::MaintenanceWindowTask",
"Properties": {
"WindowId": "MaintenanceWindow",
"Targets": [
{
"Key": "WindowTargetIds",
"Values": [
"MaintenanceWindow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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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TaskType": "RUN_COMMAND",
"TaskArn": "AWS-RunPatchBaseline",
"TaskInvocationParameters": {
"MaintenanceWindowRunCommandParameters": {
"Parameters": {
"Operation": [
"Install"
],
"RebootOption": [
"NoReboot"
]
}
},
"MaxConcurrency": 7,
"MaxErrors": 7,
"Priority": 5
},
"DependsOn": "MaintenanceWindowTarget"

YAML
--Resources:
MaintenanceWindowRunCommandTask:
Type: AWS::SSM::MaintenanceWindowTask
Properties:
WindowId: MaintenanceWindow
Targets:
- Key: WindowTargetIds
Values:
- MaintenanceWindowTarget
TaskType: RUN_COMMAND
TaskArn: AWS-RunPatchBaseline
TaskInvocationParameters:
MaintenanceWindowRunCommandParameters:
Parameters:
Operation:
- Install
RebootOption:
- NoReboot
MaxConcurrency: 7
MaxErrors: 7
Priority: 5
DependsOn: MaintenanceWindowTarget

PowerShell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Run Command 태스크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AWS-RunPowerShellScript를 사용한 명령 실행을 보여줍니다.

JSON
{

"Resources": {
"MaintenanceWindowRunCommandTask": {
"Type": "AWS::SSM::MaintenanceWindowTask",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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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Id": {
"Ref": "MaintenanceWindow"
},
"Targets": [
{
"Key": "WindowTargetIds",
"Values": [
"MaintenanceWindowTarget"
]
}
],
"TaskType": "RUN_COMMAND",
"TaskArn": "AWS-RunPowerShellScript",
"TaskInvocationParameters": {
"MaintenanceWindowRunCommandParameters": {
"Comment": "This is a comment",
"Parameters": {
"executionTimeout": [
"3600"
],
"commands": [
"Get-Service myImportantService | Restart-Service\nGetExecutionPolicy -List\nSet-ExecutionPolicy -Scope Process AllSigned\n"
]
}
}
},
"MaxConcurrency": 7,
"MaxErrors": 7,
"Priority": 5
},
"DependsOn": "MaintenanceWindowTarget"
}
}
}

YAML
--Resources:
MaintenanceWindowRunCommandTask:
Type: 'AWS::SSM::MaintenanceWindowTask'
Properties:
WindowId: !Ref MaintenanceWindow
Targets:
- Key: WindowTargetIds
Values:
- MaintenanceWindowTarget
TaskType: RUN_COMMAND
TaskArn: AWS-RunPowerShellScript
TaskInvocationParameters:
MaintenanceWindowRunCommandParameters:
Comment: This is a comment
Parameters:
executionTimeout:
- '3600'
commands:
- Get-Service myImportantService | Restart-Service
- Get-ExecutionPolicy -List
- Set-ExecutionPolicy -Scope Process AllSigned
MaxConcurrency: 7
MaxErrors: 7
Priority: 5
DependsOn: MaintenanceWindow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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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on Runbook을 실행하는 태스크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런북 AWS-PatchInstanceWithRollback을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패치하는 Systems
Manager 유지 관리 기간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JSON
{

}

"Resources": {
"MaintenanceWindowStepFunctionsTask": {
"Type": "AWS::SSM::MaintenanceWindowTask",
"Properties": {
"WindowId": "MaintenanceWindow",
"Targets": [
{
"Key": "WindowTargetIds",
"Values": [
"MaintenanceWindowTarget"
]
}
],
"TaskArn": "AWS-PatchInstanceWithRollback",
"ServiceRoleArn": "AutomationRole.Arn",
"TaskType": "AUTOMATION",
"TaskInvocationParameters": {
"MaintenanceWindowAutomationParameters": {
"DocumentVersion": "1",
"Parameters": '{ \"instanceId\": \"{{RESOURCE_ID}}\" }'
}
},
"Priority": 1,
"MaxConcurrency": 5,
"MaxErrors": 5,
"Name": "AutomationTask"
},
"DependsOn": "MaintenanceWindowTarget"
}
}

YAML
--Resources:
MaintenanceWindowStepFunctionsTask:
Type: AWS::SSM::MaintenanceWindowTask
Properties:
WindowId: MaintenanceWindow
Targets:
- Key: WindowTargetIds
Values:
- MaintenanceWindowTarget
TaskArn: AWS-PatchInstanceWithRollback
ServiceRoleArn: AutomationRole.Arn
TaskType: AUTOMATION
TaskInvocationParameters:
MaintenanceWindowAutomationParameters:
DocumentVersion: 1
Parameters: '{ \"instanceId\": \"{{RESOURCE_ID}}\" }'
Priority: 1
MaxConcurrency: 5
MaxErrors: 5
Name: Automation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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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sOn: MaintenanceWindowTarget

유지 관리 기간 대상 ID를 대상으로 하는 Step Functions 작업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지정된 Step Function을 실행하는 Systems Manager 유지 관리 기간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이 유지 관리 기간 작업은 유지 관리 기간 대상 ID를 사용하여 관리형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선택합니다.

JSON
{

}

"Resources": {
"MaintenanceWindowStepFunctionsTask": {
"Type": "AWS::SSM::MaintenanceWindowTask",
"Properties": {
"WindowId": "MaintenanceWindow",
"Targets": [
{
"Key": "WindowTargetIds",
"Values": [
"MaintenanceWindowTarget"
]
}
],
"TaskArn": "SSMStepFunctionDemo",
"ServiceRoleArn": "StepFunctionRole.Arn",
"TaskType": "STEP_FUNCTIONS",
"TaskInvocationParameters": {
"MaintenanceWindowStepFunctionsParameters": {
"Input": "{\"instanceId\":\"{{TARGET_ID}}\", \"wait_time\": 20}",
"Name": "{{INVOCATION_ID}}"
}
},
"Priority": 1,
"MaxConcurrency": 5,
"MaxErrors": 5,
"Name": "StepFunctionsTask"
},
"DependsOn": "MaintenanceWindowTarget"
}
}

YAML
--Resources:
MaintenanceWindowStepFunctionsTask:
Type: AWS::SSM::MaintenanceWindowTask
Properties:
WindowId: MaintenanceWindow
Targets:
- Key: WindowTargetIds
Values:
- MaintenanceWindowTarget
TaskArn: SSMStepFunctionDemo
ServiceRoleArn: StepFunctionRole.Arn
TaskType: STEP_FUNCTIONS
TaskInvocationParameters:
MaintenanceWindowStepFunctionsParameters:
Input: '{"instanceId":"{{TARGET_ID}}", "wait_time": 20}'
Name: "{{INVOCATION_ID}}"
Priority: 1
MaxConcurrenc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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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Errors: 5
Name: StepFunctionsTask
DependsOn: MaintenanceWindowTarget

인스턴스 ID를 대상으로 하는 Step Functions 작업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지정된 Step Function을 실행하는 Systems Manager 유지 관리 기간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이 유지 관리 기간 작업은 지정된 인스턴스 ID를 대상으로 합니다.

JSON
{

}

"Resources": {
"StepFunctionsTask": {
"Type": "AWS::SSM::MaintenanceWindowTask",
"Properties": {
"WindowId": "MaintenanceWindow",
"Targets": [
{
"Key": "InstanceIds",
"Values": [
"i-012345678912345678"
]
}
],
"TaskArn": "SSMStepFunctionDemo",
"ServiceRoleArn": "StepFunctionRole.Arn",
"TaskType": "STEP_FUNCTIONS",
"TaskInvocationParameters": {
"MaintenanceWindowStepFunctionsParameters": {
"Input": "{\"instanceId\":\"{{TARGET_ID}}\", \"wait_time\": 20}",
"Name": "{{INVOCATION_ID}}"
}
},
"Priority": 1,
"MaxConcurrency": 5,
"MaxErrors": 5,
"Name": "StepFunctionsTask"
},
"DependsOn": "MaintenanceWindowTarget"
}
}

YAML
--Resources:
StepFunctionsTask:
Type: AWS::SSM::MaintenanceWindowTask
Properties:
WindowId: MaintenanceWindow
Targets:
- Key: InstanceIds
Values:
- i-012345678912345678
TaskArn: SSMStepFunctionDemo
ServiceRoleArn: StepFunctionRole.Arn
TaskType: STEP_FUNCTIONS
TaskInvocationParameters:
MaintenanceWindowStepFunctionsParameters:
Input: '{"instanceId":"{{TARGET_ID}}", "wait_time": 20}'
Name: "{{INVOCATION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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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1
MaxConcurrency: 5
MaxErrors: 5
Name: StepFunctionsTask
DependsOn: MaintenanceWindowTarget

AWS Lambda 함수를 실행하는 태스크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AWS Lambda 함수를 실행하여 인스턴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JSON
{

"Resources": {
"MaintenanceWindowStepFunctionsTask": {
"Type": "AWS::SSM::MaintenanceWindowTask",
"Properties": {
"WindowId": "MaintenanceWindow",
"Targets": [
{
"Key": "WindowTargetIds",
"Values": [
"MaintenanceWindowTarget"
]
}
],
"TaskArn": "SSM_RestartMyInstances",
"ServiceRoleArn": "Lambda.Arn",
"TaskType": "LAMBDA",
"TaskInvocationParameters": {
"MaintenanceWindowLambdaParameters": {
"ClientContext": "ew0KICAi--truncated--0KIEXAMPLE",
"Qualifier": "$LATEST",
"Payload": "{ \"instanceId\": \"{{RESOURCE_ID}}\", \"targetType\":
\"{{TARGET_TYPE}}\" }"
}
}
},
"Priority": 1,
"MaxConcurrency": 5,
"MaxErrors": 5,
"Name": "LambdaTask"
},
"DependsOn": "MaintenanceWindowTarget"
}

}

YAML
--Resources:
MaintenanceWindowAutomationTask:
Type: AWS::SSM::MaintenanceWindowTask
Properties:
WindowId: MaintenanceWindow
Targets:
- Key: WindowTargetIds
Values:
- MaintenanceWindowTarget
TaskArn: SSM_RestartMyInstances
ServiceRoleArn: Lambda.Arn
TaskType: LAMBDA
TaskInvocation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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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WindowLambdaParameters:
ClientContext": "ew0KICAi--truncated--0KIEXAMPLE"
Qualifier: '$LATEST'
Payload: '{ \"instanceId\": \"{{RESOURCE_ID}}\", \"targetType\": \"{{TARGET_TYPE}}\" }'
Priority: 1
MaxConcurrency: 5
MaxErrors: 5
Name: LambdaTask
DependsOn: MaintenanceWindowTarget

참고 항목
• AWS::SSM::MaintenanceWindow
• AWS::SSM::MaintenanceWindowTarget
• AWS Systems Manager API 참조의 RegisterTaskWithMaintenanceWindow

AWS::SSM::MaintenanceWindowTask LoggingInfo
LoggingInfo 속성 유형은 인스턴스 수준 로그를 작성할 Amazon S3 버킷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LoggingInfo는 AWS::SSM::MaintenanceWindowTask 리소스의 속성입니다.

Note
LoggingInfo가 사용 중지되었습니다. 로그가 포함될 Amazon S3 버킷을 지정하려면
TaskInvocationParameters 구조의 OutputS3BucketName 및 OutputS3KeyPrefix
옵션을 대신 사용합니다. Systems Manager에서 유지 관리 기간 태스크 유형에 대한 옵션
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MaintenanceWindowTask
TaskInvocationParameters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Region" : String,
"S3Bucket" : String,
"S3Prefix" : String

YAML
Region: String
S3Bucket: String
S3Prefix: String

Properties
Region
S3 버킷이 위치한 AWS 리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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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
Maximum: 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Bucket
실행 로그가 저장되는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3Prefix
Amazon S3 버킷 하위 폴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MaintenanceWindowTask
MaintenanceWindowAutomationParameters
MaintenanceWindowAutomationParameters 속성 유형은 AWS Systems Manager 유지 관리 기간 태
스크의 AUTOMATION 태스크 유형에 대한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MaintenanceWindowAutomationParameters는 TaskInvocationParameters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Automation 런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Systems Manager 콘솔에서 런북
자체의 콘텐츠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에서 런북 콘텐츠 보
기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ocumentVersion" : String,
"Parameters" : Json

YAML
DocumentVersion: String
Parameters: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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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ocumentVersion
태스크 실행 중 사용할 Automation 런북의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LATEST|[$]DEFAULT|^[1-9][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AUTOMATION 작업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MaintenanceWindowTask MaintenanceWindowLambdaParameters
MaintenanceWindowLambdaParameters 속성 유형은 AWS Systems Manager 유지 관리 기간 태스크의
LAMBDA 태스크 유형에 대한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MaintenanceWindowLambdaParameters는 TaskInvocationParameters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ientContext" : String,
"Payload" : String,
"Qualifier" : String

YAML
ClientContext: String
Payload: String
Qualifier: String

Properties
ClientContext
호출하는 AWS Lambda 함수에 전달할 클라이언트별 정보입니다. 그런 다음 context 변수를 사용하여
AWS Lambda 함수에서 클라이언트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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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8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yload
AWS Lambda 함수에 입력으로 제공할 JSON입니다.

Important
이 속성의 Type은 “String”으로 표시되지만 페이로드 내용은 Base64로 인코딩된 이진 데이터
객체 형식이어야 합니다.
길이 제한: 4096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alifier
AWS Lambda 함수 버전 또는 별칭 이름입니다. 함수 버전을 지정하는 경우 이 작업은 정규화된 함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사용하여 특정 Lambda 함수를 호출합니다. 별칭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이 작업은 별칭 ARN을 사용하여 별칭이 가리키는 Lambda 함수 버전을 호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MaintenanceWindowTask
MaintenanceWindowRunCommandParameters
MaintenanceWindowRunCommandParameters 속성 유형은 AWS Systems Manager 유지 관리 기간 태
스크의 RUN_COMMAND 태스크 유형에 대한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즉, 이러한 파라미터는 SendCommand
API 호출의 파라미터와 동일합니다. SendCommand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API 참조에서 SendCommand를 참조하세요.
SSM 명령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Systems Manager 콘솔에서 문서
자체의 콘텐츠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에서 SSM 명령 문서
콘텐츠 보기를 참조하세요.
MaintenanceWindowRunCommandParameters는 TaskInvocationParameters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omment" : String,
"DocumentHash" : String,
"DocumentHashType" : String,
"NotificationConfig" : NotificationConfig (p. 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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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putS3BucketName" : String,
"OutputS3KeyPrefix" : String,
"Parameters" : Json,
"ServiceRoleArn" : String,
"TimeoutSeconds" : Integer

YAML
Comment: String
DocumentHash: String
DocumentHashType: String
NotificationConfig:
NotificationConfig (p. 6196)
OutputS3BucketName: String
OutputS3KeyPrefix: String
Parameters: Json
ServiceRoleArn: String
TimeoutSeconds: Integer

Properties
Comment
실행할 명령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cumentHash
문서를 생성할 때 시스템에서 생성된 SHA-256 또는 SHA-1 해시입니다. SHA-1 해시는 사용되지 않습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cumentHashType
SHA-256 또는 SHA-1 해시 유형입니다. SHA-1 해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Sha1 | Sha2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icationConfig
인스턴스별로 명령 상태 변경에 대한 알림을 전송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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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NotificationConfig (p. 61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S3BucketName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6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utputS3KeyPrefix
S3 버킷 하위 폴더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rameters
RUN_COMMAND 작업 실행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지원되는 파라미터는 SendCommand API 호출의 파라미터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API 참조에서 SendCommand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RoleArn
유지 관리 기간 Run Command 태스크에 대한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 알림
을 게시하는 데 사용할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서비스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meoutSeconds
이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명령 실행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 명령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30
Maximum: 25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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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MaintenanceWindowTask
MaintenanceWindowStepFunctionsParameters
MaintenanceWindowStepFunctionsParameters 속성 유형은 Systems Manager 유지 관리 기간의
STEP_FUNCTIONS 태스크 실행을 위한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MaintenanceWindowStepFunctionsParameters는 TaskInvocationParameters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put" : String,
"Name" : String

YAML
Input: String
Name: String

Properties
Input
STEP_FUNCTIONS 작업에 대한 입력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40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STEP_FUNCTIONS 작업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8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MaintenanceWindowTask NotificationConfig
NotificationConfig 속성 유형은 AWS Systems Manager 유지 관리 기간 태스크에 대한 알림을 전송하
기 위한 구성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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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Config는 MaintenanceWindowRunCommandParameters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otificationArn" : String,
"NotificationEvents" : [ String, ... ],
"NotificationType" : String

YAML
NotificationArn: String
NotificationEvents:
- String
NotificationType: String

Properties
NotificationArn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 주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un
Command는 명령 상태 변경에 대한 알림을 이 주제로 푸시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icationEvents
알림을 수신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입니다. 이러한 이벤트에는 All(이벤트), InProgress, Success,
TimedOut, Cancelled, Failed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벤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AWS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에서 AWS Systems Manager에 대한 Amazon SNS 알림 구성을 참조하
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icationType
알림 유형입니다.
• Command: 명령 상태가 변경될 때 알림을 수신합니다.
• Invocation: 여러 인스턴스로 전송된 명령의 경우 명령 상태가 변경될 때 인스턴스별로 알림을 수신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mmand | Invocati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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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SM::MaintenanceWindowTask Target
Target 속성 유형은 대상(인스턴스 또는 기간 대상 ID)을 지정합니다.
Key=InstanceIds,Values=<instanceid1>,<instanceid2>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지정합니다.
AWS Systems Manager 유지 관리 기간 태스크에 Key=WindowTargetIds,Values=<window-targetid-1>,<window-target-id-2>을 사용하여 기간 대상 ID를 지정합니다.
Target은 AWS::SSM::MaintenanceWindowTask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Note
resource-groups:Name을 유지 관리 기간 대상의 키로 사용하려면 리소스 그룹
을 AWS::SSM::MaintenanceWindowTarget 유형으로 지정하고 Ref 함수를 사용
하여 AWS::SSM::MaintenanceWindowTask의 대상을 지정합니다. 예를 보려면
AWS::SSM::MaintenanceWindowTask 예제의 리소스 그룹 이름을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하는 Run Command 작업 생성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s" : [ String, ... ]

YAML
Key: String
Values:
- String

Properties
Key
기준을 충족하는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명령을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정의 기준입니다. Key는
InstanceIds 또는 WindowTargetIds일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 기간 태스크 내에서 인스턴스를 대
상으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에서 ‘register-taskwith-maintenance-window' 옵션 및 값 정보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63
Pattern: ^[\p{L}\p{Z}\p{N}_.:/=\-@]*$|resource-groups:ResourceTypeFilters|
resource-groups:Nam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Key에 매핑되는 사용자 정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InstanceIds를 지정하는 경우
i-1234567890abcdef0,i-9876543210abcdef0를 지정하여 두 개의 EC2 인스턴스에서 명령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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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 기간 태스크 내에서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AWS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에서 ‘register-task-with-maintenance-window' 옵션 및 값 정
보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Systems Manager API 참조의 RegisterTargetWithMaintenanceWindow.

AWS::SSM::MaintenanceWindowTask TaskInvocationParameters
TaskInvocationParameters 속성 유형은 AWS Systems Manager 유지 관리 기간 태스크의 태스크 실행
에 대한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TaskInvocationParameters는 AWS::SSM::MaintenanceWindowTask 속성 유형의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MaintenanceWindowAutomationParameters" : MaintenanceWindowAutomationParameters (p. 6191),
"MaintenanceWindowLambdaParameters" : MaintenanceWindowLambdaParameters (p. 6192),
"MaintenanceWindowRunCommandParameters" : MaintenanceWindowRunCommandParameters (p. 6193),
"MaintenanceWindowStepFunctionsParameters" : MaintenanceWindowStepFunctionsParameters (p. 6196)

}

YAML
MaintenanceWindowAutomationParameters:
MaintenanceWindowAutomationParameters (p. 6191)
MaintenanceWindowLambdaParameters:
MaintenanceWindowLambdaParameters (p. 6192)
MaintenanceWindowRunCommandParameters:
MaintenanceWindowRunCommandParameters (p. 6193)
MaintenanceWindowStepFunctionsParameters:
MaintenanceWindowStepFunctionsParameters (p. 6196)

Properties
MaintenanceWindowAutomationParameters
AUTOMATION 작업 유형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intenanceWindowAutomationParameters (p. 619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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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WindowLambdaParameters
LAMBDA 작업 유형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intenanceWindowLambdaParameters (p. 61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intenanceWindowRunCommandParameters
RUN_COMMAND 작업 유형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intenanceWindowRunCommandParameters (p. 61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intenanceWindowStepFunctionsParameters
STEP_FUNCTIONS 작업 유형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intenanceWindowStepFunctionsParameters (p. 619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Parameter
AWS::SSM::Parameter 리소스는 AWS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에서 SSM 파라미터를 생성합
니다.

Important
SSM 파라미터를 생성하려면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권한
ssm:PutParameter 및 ssm:AddTagsToResource가 있어야 합니다. 스택 생성에서
AWS CloudFormation은 사용자 지정 태그 이외에 aws:cloudformation:stack-name,
aws:cloudformation:logical-id 및 aws:cloudformation:stack-id의 3가지 태그를 파
라미터에 추가합니다.
스택 업데이트 시 태그를 추가, 업데이트 또는 제거하려면 ssm:AddTagsToResource 및
ssm:RemoveTagsFromResource에 대해 IAM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에서 사용자의 액세스 키 관리를 참조하세요.
파라미터의 유효한 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의 파라미터 이름의 요구
사항 및 제약 조건과 AWS Systems Manager API 참조의 PutParameter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SSM::Parameter",
"Properties" : {
"AllowedPattern" : String,
"DataType" : String,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Policies"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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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s" : Json,
"Tier" : String,
"Type" : String,
"Value" : String

YAML
Type: AWS::SSM::Parameter
Properties:
AllowedPattern: String
DataType: String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Policies: String
Tags: Json
Tier: String
Typ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AllowedPattern
파라미터 값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정규식입니다. 예를 들어, 값이 숫자로 제한된 문자열 형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AllowedPattern=^\d+$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ataType
파라미터의 데이터 형식입니다(예: text 또는 aws:ec2:image). 기본값은 text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0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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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파라미터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olicies
파라미터에 할당된 정책에 대한 정보입니다.
AWS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의 파라미터 정책 할당.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임의의 세트(키-값 페어)의 형식으로 리소스에 할당하는 선택적인 메타데이터입니다. 태그를 사용하면
용도, 소유자 또는 환경을 기준으로 하는 등 리소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ystems Manager 파라미터에 태그를 지정하여 적용할 리소스 유형, 환경 또는 파라미터가 참조하는 구
성 데이터의 유형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ier
파라미터 티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dvanced | Intelligent-Tiering | Standar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파라미터의 유형입니다.

Note
AWS CloudFormation은 SecureString 파라미터 유형의 생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허용된 값: 문자열 | StringList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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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파라미터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SSM 파라미터의 이름을 반환합
니다. 예: ssm-myparameter-ABCNPH3XCAO6.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Type
파라미터의 유형을 반환합니다. 유효한 값은 String 또는 StringList입니다.
Value
파라미터의 값을 반환합니다.

예제
String-type 파라미터 생성
다음 예제 코드 조각에서는 String 유형의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명명된 명령을 생성하고 태그 키-값
페어 "Environment":"Dev"를 추가합니다.

JSON
{

}

"Resources": {
"BasicParameter": {
"Type": "AWS::SSM::Parameter",
"Properties": {
"Name": "command",
"Type": "String",
"Value": "date",
"Description": "SSM Parameter for running date command.",
"AllowedPattern": "^[a-zA-Z]{1,10}$",
"Tags": {
"Environment": "DEV"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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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Resources:
BasicParameter:
Type: AWS::SSM::Parameter
Properties:
Name: command
Type: String
Value: date
Description: SSM Parameter for running date command.
AllowedPattern: "^[a-zA-Z]{1,10}$"
Tags:
Environment: DEV

StringList-type 파라미터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StringList 유형의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명명 명령을 생성합니다.

JSON
{

}

"Resources": {
"BasicParameter": {
"Type": "AWS::SSM::Parameter",
"Properties": {
"Name": "commands",
"Type": "StringList",
"Value": "date,ls",
"Description": "SSM Parameter of type StringList.",
"AllowedPattern": "^[a-zA-Z]{1,10}$"
}
}
}

YAML
--Resources:
BasicParameter:
Type: AWS::SSM::Parameter
Properties:
Name: commands
Type: StringList
Value: date,ls
Description: SSM Parameter of type StringList.
AllowedPattern: "^[a-zA-Z]{1,10}$"

고급 계층 파라미터 생성 및 정책 할당
다음 예제 코드 조각에서는 String 유형 및 파라미터 정책으로 Systems Manager advanced tier 파라미터
명명된 명령을 생성합니다.

JSON
{

"Resources": {
"BasicParameter": {
"Type": "AWS::SSM::Parameter",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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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command",
"Type": "String",
"Value": "date",
"Tier": "Advanced",
"Policies": "[{\"Type\":\"Expiration\",\"Version\":\"1.0\",\"Attributes
\":{\"Timestamp\":\"2020-05-13T00:00:00.000Z\"}},{\"Type\":\"ExpirationNotification
\",\"Version\":\"1.0\",\"Attributes\":{\"Before\":\"5\",\"Unit\":\"Days\"}},{\"Type\":
\"NoChangeNotification\",\"Version\":\"1.0\",\"Attributes\":{\"After\":\"60\",\"Unit\":
\"Days\"}}]",
"Description": "SSM Parameter for running date command.",
"AllowedPattern": "^[a-zA-Z]{1,10}$",
"Tags": {
"Environment": "DEV"
}
}
}
}
}

YAML
--Resources:
BasicParameter:
Type: AWS::SSM::Parameter
Properties:
Name: command
Type: String
Value: date
Tier: Advanced
Policies: '[{"Type":"Expiration","Version":"1.0","Attributes":
{"Timestamp":"2020-05-13T00:00:00.000Z"}},
{"Type":"ExpirationNotification","Version":"1.0","Attributes":
{"Before":"5","Unit":"Days"}},{"Type":"NoChangeNotification","Version":"1.0","Attributes":
{"After":"60","Unit":"Days"}}]'
Description: SSM Parameter for running date command.
AllowedPattern: "^[a-zA-Z]{1,10}$"
Tags:
Environment: DEV

참고 항목
• AWS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
• 고급 파라미터 정보
• 파라미터 정책 작업

AWS::SSM::PatchBaseline
AWS::SSM::PatchBaseline 리소스는 AWS Systems Manager 패치 기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정의합니
다. 패치 기준선은 인스턴스에 대한 설치가 승인되는 패치를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API 참조에서 CreatePatchBaseline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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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SSM::PatchBaseline",
"Properties" : {
"ApprovalRules" : RuleGroup (p. 6216),
"ApprovedPatches" : [ String, ... ],
"ApprovedPatchesComplianceLevel" : String,
"ApprovedPatchesEnableNonSecurity" : Boolean,
"Description" : String,
"GlobalFilters" : PatchFilterGroup (p. 6213),
"Name" : String,
"OperatingSystem" : String,
"PatchGroups" : [ String, ... ],
"RejectedPatches" : [ String, ... ],
"RejectedPatchesAction" : String,
"Sources" : [ PatchSource (p. 6213), ... ],
"Tags" : [ Tag, ... ]
}

YAML
Type: AWS::SSM::PatchBaseline
Properties:
ApprovalRules:
RuleGroup (p. 6216)
ApprovedPatches:
- String
ApprovedPatchesComplianceLevel: String
ApprovedPatchesEnableNonSecurity: Boolean
Description: String
GlobalFilters:
PatchFilterGroup (p. 6213)
Name: String
OperatingSystem: String
PatchGroups:
- String
RejectedPatches:
- String
RejectedPatchesAction: String
Sources:
- PatchSource (p. 6213)
Tags:
- Tag

Properties
ApprovalRules
기준선에 패치를 포함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 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uleGroup (p. 62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provedPatches
기준선에 대해 명시적으로 승인된 패치의 목록입니다.
승인된 패치 및 거부된 패치 목록의 승인된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AWS Systems Manager 사
용 설명서에서 승인 패치 및 거부 패치 목록의 패키지 이름 형식 정보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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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provedPatchesComplianceLevel
승인된 패치의 규정 준수 수준을 정의합니다. 승인된 패치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되는 경우 이 값은 규정
준수 위반의 심각도를 설명합니다. 기본 값은 UNSPECIFIE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RITICAL | HIGH | INFORMATIONAL | LOW | MEDIUM | UNSPECIFI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provedPatchesEnableNonSecurity
승인된 패치 목록에 인스턴스에 적용되어야 하는 비보안 업데이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기
본 값은 false입니다. Linux 인스턴스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패치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lobalFilters
기준선에 패치를 포함하는 데 사용되는 글로벌 필터 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atchFilterGroup (p. 62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패치 기준선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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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a-zA-Z0-9_\-.]{3,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peratingSystem
패치 기준이 적용되는 운영 체제를 정의합니다. 기본 값은 WINDOWS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MAZON_LINUX | AMAZON_LINUX_2 | CENTOS | DEBIAN | MACOS |
ORACLE_LINUX | REDHAT_ENTERPRISE_LINUX | SUSE | UBUNTU | WINDOW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atchGroups
패치 기준에 등록할 패치 그룹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p{L}\p{Z}\p{N}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jectedPatches
기준선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된 패치의 목록입니다.
승인된 패치 및 거부된 패치 목록의 승인된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AWS Systems Manager 사
용 설명서에서 승인 패치 및 거부 패치 목록의 패키지 이름 형식 정보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jectedPatchesAction
RejectedPackages 목록에 포함된 패치에 대해 수행하는 패치 관리자 작업입니다.
• ALLOW_AS_DEPENDENCY: Rejected 패치 목록의 패키지는 다른 패키지의 종속성인 경우에만 설치
됩니다. 이 경우 패치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상태가 InstalledOther로 보고됩니다. 이
는 옵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기본 작업입니다.
• BLOCK: RejectedPatches 목록의 패키지와 종속성으로 포함하는 패키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설치
되지 않습니다. 패키지가 거부된 패치 목록에 추가되기 전에 설치되었으면 패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상태가 InstalledRejected로 보고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OW_AS_DEPENDENCY | BLOCK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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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대상 운영 체제 및 소스 리포지토리를 포함하여 인스턴스 업데이트에 사용하는 패치 관련 정보입니다.
Linux 인스턴스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atchSource (p. 6213) 목록
Maximum: 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리소스에 할당하는 선택적 메타데이터입니다. 태그를 사용하면 용도, 소유자 또는 환경을 기준으로 하는
등 리소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치 기준에 태그를 지정하여 패치가 지정
하는 패치의 심각도 수준과 해당 패치가 적용되는 운영 체제 제품군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패치 기준선 ID(예: pbabcde1234567890yz)입니다.

Note
AWS에서 제공하는 기본 패치 기준 ID는 ARN입니다(예: arn:aws:ssm:uswest-2:123456789012:patchbaseline/abcde1234567890yz).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패치 기준선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Microsoft가 릴리스한 후 7일이 경과한 Windows Server 2019 인스턴스에 대한 패치를 승인
하는 Systems Manager 패치 기준을 생성합니다. 또한 이 패치 기준은 Microsoft가 릴리스한 후 7일이 경과한
Active Directory에 대한 패치를 승인합니다.
{

"Resources": {
"myPatchBaseline": {
"Type": "AWS::SSM::PatchBaseline",
"Properties": {
"Name": "myPatchBaseline",
"Description": "Baseline containing all updates approved for Windows
instances",
"OperatingSystem": "WINDOWS",
"PatchGroups": [
"myPatch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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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2.0"

"ApprovalRules": {
"PatchRules": [
{
"PatchFilterGroup": {
"PatchFilters": [
{
"Values": [
"Critical",
"Important",
"Moderate"
],
"Key": "MSRC_SEVERITY"
},
{
"Values": [
"SecurityUpdates",
"CriticalUpdates"
],
"Key": "CLASSIFICATION"
},
{
"Values": [
"WindowsServer2019"
],
"Key": "PRODUCT"
}
]
},
"ApproveAfterDays": 7,
"ComplianceLevel": "CRITICAL"
},
{
"PatchFilterGroup": {
"PatchFilters": [
{
"Values": [
"Critical",
"Important",
"Moderate"
],
"Key": "MSRC_SEVERITY"
},
{
"Values": [
"*"
],
"Key": "CLASSIFICATION"
},
{
"Values": [
"APPLICATION"
],
"Key": "PATCH_SET"
},
{
"Values": [
"Active Directory Rights Management Services

},
{

],
"Key": "PRODUCT"
"Values": [
"Active Directory"
],
"Key": "PRODUCT_FAMILY"

API 버전 2010-05-15
621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Systems Manager

]

}

}

}

}

}

]

}

}

},
"ApproveAfterDays": 7,
"ComplianceLevel": "CRITICAL"

YAML
--Resources:
myPatchBaseline:
Type: AWS::SSM::PatchBaseline
Properties:
Name: myPatchBaseline
Description: Baseline containing all updates approved for Windows instances
OperatingSystem: WINDOWS
PatchGroups:
- myPatchGroup
ApprovalRules:
PatchRules:
- PatchFilterGroup:
PatchFilters:
- Values:
- Critical
- Important
- Moderate
Key: MSRC_SEVERITY
- Values:
- SecurityUpdates
- CriticalUpdates
Key: CLASSIFICATION
- Values:
- WindowsServer2019
Key: PRODUCT
ApproveAfterDays: 7
ComplianceLevel: CRITICAL
- PatchFilterGroup:
PatchFilters:
- Values:
- Critical
- Important
- Moderate
Key: MSRC_SEVERITY
- Values:
- "*"
Key: CLASSIFICATION
- Values:
- APPLICATION
Key: PATCH_SET
- Values:
- Active Directory Rights Management Services Client 2.0
Key: PRODUCT
- Values:
- Active Directory
Key: PRODUCT_FAMILY
ApproveAfterDays: 7
ComplianceLevel: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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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WS Systems Manager API 참조의 CreatePatchBaseline.

AWS::SSM::PatchBaseline PatchFilter
PatchFilter 속성 유형은 AWS Systems Manager 패치 기준에 대한 패치 필터를 정의합니다.
PatchFilters 속성 유형의 PatchFilterGroup 속성에는 PatchFilter 속성 유형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DescribePatchProperties 명령을 실행하여 패치 속성의 유효한 값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AWS Systems Manager API 참조에서 DescribePatchProperties를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Values" : [ String, ... ]

YAML
Key: String
Values:
- String

Properties
Key
필터에 대한 키입니다.
유효한 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API 참조에서 PatchFilter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DVISORY_ID | ARCH | BUGZILLA_ID | CLASSIFICATION | CVE_ID |
EPOCH | MSRC_SEVERITY | NAME | PATCH_ID | PATCH_SET | PRIORITY | PRODUCT
| PRODUCT_FAMILY | RELEASE | REPOSITORY | SECTION | SECURITY | SEVERITY |
VERSI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s
필터 키의 값입니다.
운영 체제 유형에 따른 각 키의 유효한 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API 참조에서
PatchFilter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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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PatchBaseline PatchFilterGroup
PatchFilterGroup 속성 유형은 일반적으로 AWS Systems Manager 패치 기준에 대한 승인 규칙에 사용
되는 Systems Manager 패치 기준에 대한 패치 필터 세트를 지정합니다.
PatchFilterGroup은 AWS::SSM::PatchBaseline 리소스의 GlobalFilters 속성 유형이고 Rule 속성 유
형의 PatchFilterGroup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tchFilters" : [ PatchFilter (p. 6212), ... ]

YAML
PatchFilters:
- PatchFilter (p. 6212)

Properties
PatchFilters
그룹을 구성하는 패치 필터 세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atchFilter (p. 6212) 목록
Maximum: 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PatchBaseline PatchSource
PatchSource는 AWS::SSM::PatchBaseline 리소스의 Sources 리소스에 대한 속성 유형입니다.
AWS CloudFormation AWS::SSM::PatchSource 리소스는 대상 운영 체제 및 소스 리포지토리를 포함하
여 대상 인스턴스 업데이트에 사용하는 패치 관련 정보 제공에 사용됩니다. Linux 인스턴스에만 적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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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guration" : String,
"Name" : String,
"Products" : [ String, ... ]

YAML
Configuration: String
Name: String
Products:
- String

Properties
Configuration
yum repo 구성의 값입니다. 예:
[main]
name=MyCustomRepository
baseurl=https://my-custom-repository
enabled=1

Note
yum 리포지토리 구성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nf.conf(5)를 참조하
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패치 소스를 식별하도록 지정된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a-zA-Z0-9_\-.]{3,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ducts
패치 리포지토리가 적용되는 특정 운영 체제 버전입니다(예: ‘Ubuntu16.04’, ‘AmazonLinux2016.09’,
‘RedhatEnterpriseLinux7.2’ 또는 ‘Suse12.7’). 지원되는 제품 값 목록은 AWS Systems Manager API 참
조에서 PatchFilter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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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PatchBaseline PatchStringDate
ApproveUntilDate 날짜로, YYYY-MM-DD 형식의 문자열입니다. 예: 2020-12-31.

AWS::SSM::PatchBaseline Rule
Rule 속성 유형은 Systems Manager 패치 기준에 대한 승인 규칙을 지정합니다.
PatchRules 속성 유형의 RuleGroup 속성에는 Rule 속성 유형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pproveAfterDays" : Integer,
"ApproveUntilDate" : PatchStringDate (p. 6215),
"ComplianceLevel" : String,
"EnableNonSecurity" : Boolean,
"PatchFilterGroup" : PatchFilterGroup (p. 6213)

YAML
ApproveAfterDays: Integer
ApproveUntilDate:
PatchStringDate (p. 6215)
ComplianceLevel: String
EnableNonSecurity: Boolean
PatchFilterGroup:
PatchFilterGroup (p. 6213)

Properties
ApproveAfterDays
규칙과 일치하는 각 패치의 릴리스 날짜 이후 패치 기준에서 패치를 승인됨으로 표시할 기간(일)입니다.
예를 들어, 값을 7로 지정하면 패치가 릴리스된 후 7일이 지나면 패치가 승인됩니다.
ApproveAfterDays의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외: Debian Server 또는 Ubuntu Server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정수
최소: 0
Maximum: 36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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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eUntilDate
릴리스된 패치의 자동 승인을 위한 마감 날짜입니다. 이 날짜 이전에 릴리스된 패치는 자동으로 설치됩
니다. Debian Server 또는 Ubuntu Server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YYYY-MM-DD 형식으로 날짜를 입력합니다. 예: 2021-12-31.
Required: 아니요
Type: PatchStringDate (p. 6215)
최소: 1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mplianceLevel
패치 기준에 있는 모든 승인된 패치의 규정 준수 심각도 레벨입니다. 유효한 규정 준수 심각도 수준에는
UNSPECIFIED, CRITICAL, HIGH, MEDIUM, LOW 및 INFORMATIONAL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RITICAL | HIGH | INFORMATIONAL | LOW | MEDIUM | UNSPECIFIED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ableNonSecurity
승인 규칙 필터로 인해 식별된 인스턴스의 경우 패치 기준이 지정된 리포지토리에서 사용 가능한 비 보
안 업데이트에 적용되도록 합니다. 기본 값은 false입니다. Linux 인스턴스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atchFilterGroup
규칙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는 패치 필터 그룹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atchFilterGroup (p. 621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WS Systems Manager API 참조의 PatchRule.

AWS::SSM::PatchBaseline RuleGroup
RuleGroup 속성 유형은 AWS Systems Manager 패치 기준에 대한 승인 규칙을 정의하는 규칙 세트를 지정
합니다.
RuleGroup는 AWS::SSM::PatchBaseline 리소스의 ApprovalRules 속성에 대한 속성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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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tchRules" : [ Rule (p. 6215), ... ]

YAML
PatchRules:
- Rule (p. 6215)

Properties
PatchRules
규칙 그룹을 구성하는 규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ule (p. 6215) 목록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SSM::ResourceDataSync
AWS::SSM::ResourceDataSync 리소스는 AWS Systems Manager의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를 생성, 업데
이트 또는 삭제합니다.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를 사용하면 단일 위치에서 여러 소스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
다. Systems Manager는 SyncToDestination 및 SyncFromSource의 2가지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 유형
을 제공합니다.
SyncToDestination 유형을 사용하여 여러 AWS Regions의 인벤토리 데이터를 단일 Amazon S3 버킷으
로 동기화하도록 Systems Manager 인벤토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yncFromSource 유형을 사용하여 여러 AWS Regions의 운영 작업 항목(OpsItems)과 운영 데이터
(OpsData)를 동기화하도록 Systems Manager Explorer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여러 AWS 계정 및
리전에서 또는 AWS Organizations를 사용하여 EntireOrganization에서 OpsItems 및 OpsData를 동기
화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는 즉시 반환되는 비동기식 작업입니다. 첫 동기화가 완료된 후 시스템은 데이터를 지
속적으로 동기화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Amazon S3에서 암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전한 데이터 스토리지를 보장하려면
Amazon S3에서 암호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한적인 버킷 정책을 만들어 Amazon S3 버킷에
대한 액세스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에서 인벤토리 수집 구성 및 여러 계정 및 리전의 데이터
를 표시하도록 Systems Manager Explorer 설정을 참조하세요.
중요: 다음 구문 섹션에는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에 지원되는 모든 필드가 표시됩니다. 아래 예제 섹션에서는
각 동기화 유형에 대한 구성을 지정하는 권장 방법을 보여줍니다.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를 만들 때 예제 섹션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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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SSM::ResourceDataSync",
"Properties" : {
"BucketName" : String,
"BucketPrefix" : String,
"BucketRegion" : String,
"KMSKeyArn" : String,
"S3Destination" : S3Destination (p. 6225),
"SyncFormat" : String,
"SyncName" : String,
"SyncSource" : SyncSource (p. 6226),
"SyncType" : String
}

YAML
Type: AWS::SSM::ResourceDataSync
Properties:
BucketName: String
BucketPrefix: String
BucketRegion: String
KMSKeyArn: String
S3Destination:
S3Destination (p. 6225)
SyncFormat: String
SyncName: String
SyncSource:
SyncSource (p. 6226)
SyncType: String

Properties
BucketName
집계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ucketPrefix
버킷의 Amazon S3 접두사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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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ucketRegion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의 대상이 되는 S3 버킷이 있는 AWS 리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MSKeyArn
Amazon S3에서 대상 주소에 대한 암호화 키의 ARN입니다. KMS 키를 사용하여 Amazon S3의 인벤토
리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키는 대상 주소 Amazon S3 버킷과 동일한 리전에 존재하는 키를 지
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ar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3Destination
대상 S3 버킷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3Destination (p. 622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yncFormat
지원되는 동기화 형식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형식: JsonSerDe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JsonSerD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yncName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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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yncSource
데이터가 동기화된 소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yncSource (p. 622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yncType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 유형입니다. SyncType이 SyncToDestination인 경우,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
는 데이터를 S3 버킷과 동기화합니다. SyncType이 SyncFromSource인 경우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는
AWS Organizations 또는 여러 AWS 리전의 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의 이름을
반환합니다(예: TestResourceDataSync).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SyncName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예제
SyncToDestination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미국 동부(오하이오) 리전(us-east-2)의 Systems Manager 인벤토리 메타데이터를 단일
Amazon S3 버킷과 동기화합니다.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수집될 때마다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가 중앙 데이
터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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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Description": "Create a resource data sync for Systems Manager",
"Resources": {
"BasicResourceDataSync": {
"Type": "AWS::SSM::ResourceDataSync",
"Properties": {
"SyncName": "test-sync",
"SyncType": "SyncToDestination",
"S3Destination": {
"BucketName": "test-bucket",
"BucketRegion": "us-east-2",
"SyncFormat": "JsonSerDe",
"BucketPrefix": "cfn",
"KMSKeyArn": "kmsKeyARN"
}
}
}
}

YAML
--Description: Create a resource data sync for Systems Manager
Resources:
BasicResourceDataSync:
Type: AWS::SSM::ResourceDataSync
Properties:
SyncName: test-sync
SyncType: SyncToDestination
S3Destination:
BucketName: test-bucket
BucketRegion: us-east-2
SyncFormat: JsonSerDe
BucketPrefix: cfn
KMSKeyArn: kmsKeyARN

SingleAccountMultipleRegions 유형으로 SyncFromSource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단일 AWS account 계정에서 여러 AWS Regions의 Systems Manager Explorer OpsData
및 OpsItems를 동기화합니다.

JSON
{

"Description": "Create a resource data sync for Systems Manager Explorer",
"Resources": {
"BasicResourceDataSync": {
"Type": "AWS::SSM::ResourceDataSync",
"Properties": {
"SyncName": "test-sync",
"SyncType": "SyncFromSource",
"SyncSource": {
"SourceType": "SingleAccountMultiRegions",
"SourceRegions": [
"us-east-1",
"us-west-1",
"us-west-2"
],
"IncludeFutureRegion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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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YAML
--Description: Create a resource data sync for Systems Manager Explorer
Resources:
BasicResourceDataSync:
Type: AWS::SSM::ResourceDataSync
Properties:
SyncName: test-sync
SyncType: SyncFromSource
SyncSource:
SourceType: SingleAccountMultiRegions
SourceRegions:
- us-east-1
- us-west-1
- us-west-2
IncludeFutureRegions: false

EntireOrganization 유형으로 SyncFromSource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us-west-1 리전에 있는 AWS Organizations의 전체 조직에서 Systems Manager Explorer
OpsData와 OpsItems를 동기화합니다.

JSON
{

}

"Description": "Create a resource data sync for Systems Manager Explorer",
"Resources": {
"BasicResourceDataSync": {
"Type": "AWS::SSM::ResourceDataSync",
"Properties": {
"SyncName": "test-sync",
"SyncType": "SyncFromSource",
"SyncSource": {
"SourceType": "AwsOrganizations",
"AwsOrganizationsSource": {
"OrganizationSourceType": "EntireOrganization"
},
"SourceRegions": [
"us-west-1"
],
"IncludeFutureRegions": false
}
}
}
}

YAML
--Description: Create a resource data sync for Systems Manager Explorer
Resources:
BasicResourceDataSync:
Type: AWS::SSM::ResourceDataSync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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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Name: test-sync
SyncType: SyncFromSource
SyncSource:
SourceType: AwsOrganizations
AwsOrganizationsSource:
OrganizationSourceType: EntireOrganization
SourceRegions:
- us-west-1
IncludeFutureRegions: false

OrganizationalUnits 유형으로 SyncFromSource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us-west-1 리전에 있는 AWS Organizations의 조직 단위 12345에서 Systems Manager
Explorer OpsData와 OpsItems를 동기화합니다.

JSON
{

}

"Description": "Create a resource data sync for Systems Manager Explorer",
"Resources": {
"BasicResourceDataSync": {
"Type": "AWS::SSM::ResourceDataSync",
"Properties": {
"SyncName": "test-sync",
"SyncType": "SyncFromSource",
"SyncSource": {
"SourceType": "AwsOrganizations",
"AwsOrganizationsSource": {
"OrganizationSourceType": "OrganizationalUnits",
"OrganizationalUnits": [
"ou-12345"
]
},
"SourceRegions": [
"us-west-1"
],
"IncludeFutureRegions": false
}
}
}
}

YAML
--Description: Create a resource data sync for Systems Manager Explorer
Resources:
BasicResourceDataSync:
Type: AWS::SSM::ResourceDataSync
Properties:
SyncName: test-sync
SyncType: SyncFromSource
SyncSource:
SourceType: AwsOrganizations
AwsOrganizationsSource:
OrganizationSourceType: OrganizationalUnits
OrganizationalUnits:
- ou-12345
SourceRegions:
- us-west-1
IncludeFutureRegion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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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AWS Systems Manager란 무엇입니까?
• AWS Systems Manager 인벤토리
• 인벤토리 수집 구성

AWS::SSM::ResourceDataSync AwsOrganizationsSource
AwsOrganizationsSource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 소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유형의 동기화 소스는
AWS Organizations의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AWS 조직이 없는 경우 여러 AWS 리전의 데이
터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rganizationalUnits" : [ String, ... ],
"OrganizationSourceType" : String

YAML
OrganizationalUnits:
- String
OrganizationSourceType: String

Properties
OrganizationalUnits
동기화에 포함된 AWS Organizations 조직 단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ganizationSourceType
AWS 조직이 있는 경우 OrganizationalUnits 또는 EntireOrganization입니다.
OrganizationalUnits의 경우 데이터는 조직 단위 집합에서 집계됩니다. EntireOrganization의
경우 데이터는 전체 AWS 조직에서 집계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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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SM::ResourceDataSync S3Destination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의 대상 S3 버킷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BucketName" : String,
"BucketPrefix" : String,
"BucketRegion" : String,
"KMSKeyArn" : String,
"SyncFormat" : String

YAML
BucketName: String
BucketPrefix: String
BucketRegion: String
KMSKeyArn: String
SyncFormat: String

Properties
BucketName
집계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ucketPrefix
버킷의 Amazon S3 접두사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Update requires: Replacement
BucketRegion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의 대상이 되는 S3 버킷이 있는 AWS 리전입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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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MSKeyArn
Amazon S3에서 대상 주소에 대한 암호화 키의 ARN입니다. 대상 S3 버킷과 동일한 리전에 속해야 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12
Pattern: arn:.*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yncFormat
지원되는 동기화 형식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형식: JsonSerD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JsonSerDe
Update requires: Replacement

AWS::SSM::ResourceDataSync SyncSource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에 포함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wsOrganizationsSource" : AwsOrganizationsSource (p. 6224),
"IncludeFutureRegions" : Boolean,
"SourceRegions" : [ String, ... ],
"SourceType" : String

YAML
AwsOrganizationsSource:
AwsOrganizationsSource (p. 6224)
IncludeFutureRegions: Boolean
SourceRegions:
- String
Source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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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wsOrganizationsSource
AwsOrganizationsSource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 소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유형의 동기화 소스는
AWS Organizations의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wsOrganizationsSource (p. 62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FutureRegions
해당 리전이 온라인 상태가 될 때 새 AWS 리전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동기화하고 집계할지 여부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Regions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에 포함된 SyncSource AWS 리전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ourceType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에 대한 데이터 원본의 유형입니다. SourceType은 AwsOrganizations(AWS
Organizations에 조직이 있는 경우) 또는 SingleAccountMultiRegions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mazon Timestream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Timestream::Database (p. 6227)
• AWS::Timestream::Table (p. 6229)

AWS::Timestream::Database
새 Timestream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AWS KMS 키를 지정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사용자 계정
에 있는 Timestream 관리형 AWS KMS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관리형 AWS KMS
키를 참조하세요. 서비스 할당량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드 샘플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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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Timestream::Database",
"Properties" : {
"DatabaseName" : String,
"KmsKeyId"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Timestream::Database
Properties:
DatabaseName: String
KmsKeyId: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atabaseName
Timestream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3바이트입니다. 최대 길이는 256바이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KmsKeyId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AWS KMS 키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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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
DATABASE_NAME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입니다.
Arn
데이터베이스의 arn입니다.

AWS::Timestream::Table
CreateTable 작업은 사용자 계정의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새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AWS 계정에서 테이블 이
름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경우 각 리전 내에서 최소한 고유해야 합니다. 테이블이 별도의 데이터베
이스에 있는 경우 동일한 리전에서 동일한 테이블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하는 동안 테이블
이름, 데이터베이스 이름 및 보존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서비스 할당량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드
샘플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Timestream::Table",
"Properties" : {
"DatabaseName" : String,
"RetentionProperties" : Json,
"TableNam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Timestream::Table
Properties:
DatabaseName: String
RetentionProperties: Json
TableNam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atabaseName
이 테이블이 포함된 Timestream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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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3바이트입니다. 최대 길이는 256바이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tentionProperties
메모리 저장소 및 마그네틱 저장소에 대한 보존 기간입니다. 이 객체에는 다음 속성이 있습니다.
• MemoryStoreRetentionPeriodInHours: 메모리 저장소에 대한 보존 기간(시간)입니다.
• MagneticStoreRetentionPeriodInDays: 마그네틱 저장소의 보존 기간(일)입니다.
두 속성 모두 string 유형입니다. RetentionProperties가 지정된 경우 두 속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다음 예를 참조하세요.
JSON
{

}

"Type" : AWS::Timestream::Table",
"Properties" : {
"DatabaseName" : "TestDatabase",
"TableName" : "TestTable",
"RetentionProperties" : {
"MemoryStoreRetentionPeriodInHours": "24",
"MagneticStoreRetentionPeriodInDays": "7"
}
}

YAML
Type: AWS::Timestream::Table
DependsOn: TestDatabase
Properties:
TableName: "TestTable"
DatabaseName: "TestDatabase"
RetentionProperties:
MemoryStoreRetentionPeriodInHours: "24"
MagneticStoreRetentionPeriodInDays: "7"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bleName
Timestream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3바이트입니다. 최대 길이는 256바이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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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테이블에 추가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는 DATABASE_NAME|TABLE_NAME
형식의 테이블 이름 TABLE_NAME을 반환합니다. DATABASE_NAME은 테이블이 포함된 Timestream 데이터
베이스의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입니다.
Arn
테이블의 arn입니다.
Name
테이블의 이름.

AWS Transfer Family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Transfer::Server (p. 6231)
• AWS::Transfer::User (p. 6243)

AWS::Transfer::Server
AWS::Transfer::Server 리소스는 AWS의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자동 확장 가상 서버를 인
스턴스화합니다. 서버를 업데이트하거나 사용자와 작업할 때 새로 생성된 서버에 할당되는 서비스 생성
ServerId 속성을 사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Transfer::Server",
"Properties" : {
"Certificat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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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main" : String,
"EndpointDetails" : EndpointDetails (p. 6237),
"EndpointType" : String,
"IdentityProviderDetails" : IdentityProviderDetails (p. 6239),
"IdentityProviderType" : String,
"LoggingRole" : String,
"ProtocolDetails" : ProtocolDetails (p. 6241),
"Protocols" : [ Protocol (p. 6240), ... ],
"SecurityPolicyName" : String,
"Tags" : [ Tag, ... ],
"WorkflowDetails" : WorkflowDetails (p. 6242)

YAML
Type: AWS::Transfer::Server
Properties:
Certificate: String
Domain: String
EndpointDetails:
EndpointDetails (p. 6237)
EndpointType: String
IdentityProviderDetails:
IdentityProviderDetails (p. 6239)
IdentityProviderType: String
LoggingRole: String
ProtocolDetails:
ProtocolDetails (p. 6241)
Protocols:
- Protocol (p. 6240)
SecurityPolicyName: String
Tags:
- Tag
WorkflowDetails:
WorkflowDetails (p. 6242)

Properties
Certificate
AWS Certificate Manager(ACM) 인증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Protocols가 FTPS로 설
정된 경우에 필요합니다.
새 공인 인증서를 요청하려면 AWS Certificate Manager 사용 설명서에서 공인 인증서 요청을 참조하세
요.
기존 인증서를 ACM으로 가져오려면 AWS Certificate Manager 사용 설명서의 ACM으로 인증서 가져오
기를 참조하세요.
프라이빗 IP 주소를 통해 FTPS를 사용하도록 공인 인증서를 요청하려면 AWS Certificate Manager 사용
설명서에서 공인 인증서 생성 및 관리를 참조하세요.
다음 암호화 알고리즘 및 키 크기를 사용하는 인증서가 지원됩니다.
• 2048비트 RSA(RSA_2048)
• 4096비트 RSA(RSA_4096)
• 타원 프라임 곡선 256비트(EC_prime256v1)
• 타원 프라임 곡선 384 비트(EC_secp384r1)
• 타원 프라임 곡선 521비트(EC_secp521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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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인증서는 FQDN 또는 IP 주소가 지정되고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있는 유효한 SSL/TLS X.509
버전 3 인증서여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6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omain
파일 전송에 사용되는 스토리지 시스템의 도메인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FS | S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ndpointDetails
서버에 대해 구성된 가상 사설 클라우드(VPC) 종단점 설정입니다. VPC 내에서 엔드포인트를 호스팅할
때 VPC 내의 리소스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거나 탄력적 IP를 연결하여 인터넷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액세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VPC의 기본 보안 그룹은 엔드포인트에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ndpointDetails (p. 623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ndpointType
서버를 연결할 VPC 종단점의 유형입니다. 퍼블릭 인터넷 또는 가상 사설 클라우드(VPC) 엔드포인트에
연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VPC 종단점을 사용하면 서버 및 VPC 내부 전용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Note
VPC를 EndpointType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엔드포인트 유형을 사용하면 최대 3
개의 탄력적 IPv4 주소(BYO IP 포함)를 서버 엔드포인트에 직접 연결하고 VPC 보안 그룹을 사
용하여 클라이언트의 퍼블릭 IP 주소로부터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ndpointType을
VPC_ENDPOINT로 설정하면 이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PUBLIC | VPC | VPC_ENDPOI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entityProviderDetails
IdentityProviderType이 AWS_DIRECTORY_SERVICE 또는 API_GATEWAY로 설정된 경우
에 필요합니다. API 게이트웨이 URL을 포함하여 AWS_DIRECTORY_SERVICE의 디렉터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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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고객이 제공한 인증 API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배열을 수락합니다.
IdentityProviderType이 SERVICE_MANAGED로 설정된 경우에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dentityProviderDetails (p. 623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dentityProviderType
서버에 대한 인증 모드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SERVICE_MANAGED입니다. 이 기본값을 사용하면 AWS
Transfer Family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 자격 증명을 저장하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 또는 AWS(AD Connector 사용)에서 AWS Managed Active Directory 또는 Microsoft
Active Directory의 Active Directory 그룹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려면 AWS_DIRECTORY_SERVICE를 사
용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IdentityProviderDetails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디렉터리 ID를 제
공해야 합니다.
API_GATEWAY 값을 사용하여 선택하는 자격 증명 공급자와 통합합니다. API_GATEWAY를 설정하려면
IdentityProviderDetails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인증을 요구하도록 API Gateway 엔드포인트 URL
을 제공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PI_GATEWAY | AWS_DIRECTORY_SERVICE | SERVICE_MANAGED
Update requires: Replacement
LoggingRole
서버에서 Amazon S3 또는 Amazon EFS 이벤트에 대해 Amazon CloudWatch 로깅을 사용하는 데 필요
한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합니다. 설정
하면 CloudWatch 로그에서 사용자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ro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otocolDetails
서버에 구성된 프로토콜 설정입니다.

Note
UpdateServer API에서만 유효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otocolDetails (p. 624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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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s
파일 전송 프로토콜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엔드포인트에 연결할 수 있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지정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프로토콜 (p. 6240)의 목록
Maximum: 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urityPolicyName
서버에 연결된 보안 정책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0
Pattern: TransferSecurityPolic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서버의 그룹화 및 검색에 사용될 수 있는 키-값 페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orkflowDetails
할당할 워크플로의 워크플로 ID와 워크플로 실행에 사용되는 실행 역할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WorkflowDetails (p. 624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서버 ARN입니다(예:
arn:aws:transfer:us-east-1:123456789012:server/s-01234567890abcdef).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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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서버와 연결된 Amazon 리소스 이름(ARN)이며, arn:aws:transfer:region:accountid:server/server-id/ 형식입니다.
서버 ARN의 예: arn:aws:transfer:us-east-1:123456789012:server/
s-01234567890abcdef
ServerId
생성되는 서버의 서비스 할당 ID입니다.
ServerId의 예: s-01234567890abcdef

예제
VPC 호스팅 종단점 유형을 사용하여 서버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사용자 지정 자격 증명 공급자, CloudWatch 로깅 역할, 보안 정책 및 태그가 있는 VPC 호스
팅 종단점 유형을 사용하여 SSH(Secure Shell) SFTP(Secure File Transfer Protocol) 지원 서버를 생성합니
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reates SFTP Server",
"Resources": {
"MyTransferServer": {
"Type": "AWS::Transfer::Server",
"Properties": {
"EndpointDetails": {
"AddressAllocationIds": [
"AddressAllocationId-1",
"AddressAllocationId-2"
],
"SubnetIds": [
"SubnetId-1",
"SubnetId-2"
],
"VpcId": "VpcId"
},
"EndpointType": "VPC",
"LoggingRole": "Logging-Role-ARN",
"Protocols": [
"SFTP"
],
"SecurityPolicyName": "Security-Policy-Name",
"IdentityProviderDetails": {
"InvocationRole": "Invocation-Role-ARN",
"Url": "API_GATEWAY-Invocation-URL"
},
"IdentityProviderType": "API_GATEWAY",
"Tags": [
{
"Key": "KeyName",
"Value": "Value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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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reates SFTP Server
Resources:
MyTransferServer:
Type : AWS::Transfer::Server
Properties :
EndpointDetails:
AddressAllocationIds:
- AddressAllocationId-1
- AddressAllocationId-2
SubnetIds:
- SubnetId-1
- SubnetId-2
VpcId: VpcId
EndpointType: VPC
LoggingRole: Logging-Role-ARN
Protocols:
- SFTP
SecurityPolicyName: Security-Policy-Name
IdentityProviderDetails:
InvocationRole: Invocation-Role-ARN
Url: API_GATEWAY-Invocation-URL
IdentityProviderType: API_GATEWAY
Tags:
- Key: KeyName
Value: ValueName

참고 항목
AWS Transfer Family 사용 설명서의 CreateServer.

AWS::Transfer::Server EndpointDetails
서버에 대해 구성된 가상 사설 클라우드(VPC) 종단점 설정입니다. VPC 내에서 엔드포인트를 호스팅할 때
VPC 내의 리소스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거나 탄력적 IP를 연결하여 인터넷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액세스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VPC의 기본 보안 그룹은 엔드포인트에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Note
VPC를 EndpointType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엔드포인트 유형을 사용하면 최대 3
개의 탄력적 IPv4 주소(BYO IP 포함)를 서버 엔드포인트에 직접 연결하고 VPC 보안 그룹을 사
용하여 클라이언트의 퍼블릭 IP 주소로부터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ndpointType을
VPC_ENDPOINT로 설정하면 이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ddressAllocationIds" : [ String, ... ],
"SecurityGroupIds" : [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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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netIds" : [ String, ... ],
"VpcEndpointId" : String,
"VpcId" : String

YAML
AddressAllocationIds:
- String
SecurityGroupIds:
- String
SubnetIds:
- String
VpcEndpointId: String
VpcId: String

Properties
AddressAllocationIds
서버의 엔드포인트에 탄력적 IP 주소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주소 할당 ID 목록입니다. 이것은
UpdateServer API에서만 유효합니다.

Note
이 속성은 EndpointType이 VPC로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SecurityGroupIds
서버의 엔드포인트에 연결할 수 있는 보안 그룹 ID 목록입니다.

Note
이 속성은 EndpointType이 VPC로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보안 그룹 수: 5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ubnetIds
VPC에서 서버 엔드포인트를 호스팅하는 데 필요한 서브넷 ID 목록입니다.

Note
이 속성은 EndpointType이 VPC로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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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EndpointId
VPC 엔드포인트 서비스의 ID입니다.

Note
이 속성은 EndpointType이 VPC_ENDPOINT로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2
Maximum: 22
Pattern: ^vpce-[0-9a-f]{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pcId
서버의 엔드포인트가 호스팅될 가상 사설 클라우드의 VPC ID입니다.

Note
이 속성은 EndpointType이 VPC로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AWS Transfer Family 사용 설명서의 EndpointDetails.

AWS::Transfer::Server IdentityProviderDetails
IdentityProviderType이 AWS_DIRECTORY_SERVICE 또는 API_GATEWAY로 설정된 경우 필요합니
다. API 게이트웨이 URL을 포함하여 AWS_DIRECTORY_SERVICE의 디렉터리를 사용하거나 고객이 제공
한 인증 API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배열을 수락합니다. IdentityProviderType이
SERVICE_MANAGED로 설정된 경우에 필요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irectoryId" : String,
"InvocationRole" : String,
"Url" : String

YAML
DirectoryI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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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cationRole: String
Url: String

Properties
DirectoryId
공유를 중지하려는 AWS Directory Service 디렉터리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2
Maximum: 12
Pattern: ^d-[0-9a-f]{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vocationRole
사용자 계정을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InvocationRole의 유형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ro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l
사용자를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서비스 엔드포인트의 위치를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AWS Transfer Family 사용 설명서의 IdentityProviderDetails.

AWS::Transfer::Server Protocol
파일 전송 프로토콜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엔드포인트에 연결할 수 있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 SFTP (Secure Shell(SSH) File Transfer Protocol):: SSH를 통한 파일 전송
• FTPS (File Transfer Protocol Secure): TLS 암호화를 사용한 파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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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P (File Transfer Protocol): 암호화되지 않은 파일 전송

Note
FTPS를 선택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FTPS를 통해 서버에 연결할 때 서버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AWS Certificate Manager(ACM)에 저장된 인증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Protocol에 FTP 또는 FTPS가 포함된 경우 EndpointType은 VPC이고
IdentityProviderType은 API_GATEWAY여야 합니다.
Protocol에 FTP가 포함된 경우 AddressAllocationIds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Protocol이 SFTP로만 설정된 경우 EndpointType은 PUBLIC으로 설정하고
IdentityProviderType은 SERVICE_MANAGED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AWS::Transfer::Server ProtocolDetails
서버에 구성된 프로토콜 설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assiveIp" : String

YAML
PassiveIp: String

Properties
PassiveIp
FTP 및 FTPS 프로토콜의 수동 모드를 나타냅니다. 방화벽, 라우터 또는 로드 밸런서의 외부 IP 주소와
같은 단일 점선 쿼드 IPv4 주소를 입력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Transfer::Server WorkflowDetail
할당할 워크플로의 워크플로 ID와 워크플로 실행에 사용되는 실행 역할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ecutionRole" : String,
"Workflow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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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ExecutionRole: String
WorkflowId: String

Properties
ExecutionRole
모든 워크플로 단계가 필수 리소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Transfer가 가정할 수 있는 S3, EFS 및
Lambda 작업에 필요한 권한을 포함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ro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WorkflowId
워크플로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9
Maximum: 19
Pattern: ^w-([a-z0-9]{1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Transfer::Server WorkflowDetails
WorkflowDetail 데이터 유형에 대한 컨테이너입니다. 워크플로가 실행을 시작하도록 트리거하는 작업에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OnUpload" : [ WorkflowDetail (p. 6241), ... ]

YAML
OnUpload:
- WorkflowDetail (p. 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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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OnUpload
워크플로를 시작하는 트리거로, 파일이 업로드된 후 워크플로가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Required: 예
Type: WorkflowDetail (p. 6241)의 목록
Maximum: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Transfer::User
AWS::Transfer::User 리소스는 사용자를 생성하고 이를 기존 서버와 연결합니다.
IdentityProviderType이 SERVICE_MANAGED로 설정된 서버와만 사용자를 생성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
다. CreateUser에 대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이름 지정, 홈 디렉터리 설정, 사용자의 퍼블릭 키 저
장 및 사용자의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 할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션 정
책을 선택적으로 추가하고 사용자 그룹화 및 검색에 사용될 수 있는 태그가 포함된 메타데이터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Transfer::User",
"Properties" : {
"HomeDirectory" : String,
"HomeDirectoryMappings" : [ HomeDirectoryMapEntry (p. 6248), ... ],
"HomeDirectoryType" : String,
"Policy" : String,
"PosixProfile" : PosixProfile (p. 6249),
"Role" : String,
"ServerId" : String,
"SshPublicKeys" : [ SshPublicKey (p. 6250), ... ],
"Tags" : [ Tag, ... ],
"UserName" : String
}

YAML
Type: AWS::Transfer::User
Properties:
HomeDirectory: String
HomeDirectoryMappings:
- HomeDirectoryMapEntry (p. 6248)
HomeDirectoryType: String
Policy: String
PosixProfile:
PosixProfile (p. 6249)
Role: String
ServerId: String
SshPublicKeys:
- SshPublicKey (p. 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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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Tag
UserName: String

Properties
HomeDirectory
사용자가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서버에 로그인하는 경우 랜딩 디렉터리(폴더)입니다.
HomeDirectory의 예: /bucket_name/home/mydirectory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meDirectoryMappings
사용자에게 표시할 Amazon S3 경로 및 키와 이러한 경로 및 키를 표시할 방법을 지정하는 논리적 디렉
터리 매핑입니다. “Entry" 및 "Target" 페어를 지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Entry는 경로가 표시되는 방
식을 보여주고 Target은 실제 Amazon S3 경로입니다. 대상만 지정하는 경우, 그대로 표시됩니다. 또한
IAM 역할이 Target의 경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예제입니다.
'[ { "Entry": "/", "Target": "/bucket3/customized-reports/" } ]'
대부분의 경우 세션 정책 대신 이 값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지정된 홈 디렉터리(‘chroot’)로 잠글 수 있습
니다. 이렇게 하려면 Entry를 '/'로, Target을 HomeDirectory 파라미터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te
논리적 디렉터리 항목의 대상이 Amazon S3에 없으면 해당 항목은 무시됩니다. 차선책으로,
Amazon S3 API를 사용하여 디렉터리의 자리 표시자로 0바이트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CLI를 사용하는 경우, put-object 작업을 사용할 수 있도록 s3 대신 s3api 호출을 사용합니
다. 예를 들어, AWS s3api put-object --bucket bucketname --key path/to/
folder/를 사용합니다. 이 항목이 폴더로 간주되도록 키 이름의 끝이 /로 끝나는지 확인합니
다.
Required: 아니요
Type: HomeDirectoryMapEntry (p. 6248)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meDirectoryType
사용자가 서버에 로그인하는 경우 홈 디렉터리가 될 랜딩 디렉터리(폴더) 유형입니다. PATH(으)로 설정
하면 사용자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 클라이언트에서와 같이 절대 Amazon S3 버킷 또는 EFS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LOGICAL(으)로 설정하면 HomeDirectoryMappings에서 Amazon S3 또는 EFS 경로를
사용자에게 표시할 방법에 대한 매핑을 제공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LOGICAL |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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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licy
여러 사용자에 대해 동일한 IAM 역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에 대한 세션 정책입니다. 이 정책
은 Amazon S3 버킷의 부분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이 정책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Transfer:UserName}, ${Transfer:HomeDirectory} 및 ${Transfer:HomeBucket}입니다.

Note
세션 정책의 경우 AWS Transfer Family는 정책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대신에 JSON
blob으로 정책을 저장합니다. 정책을 JSON Blob으로 저장하고 Policy 인수로 전달합니다.
세션 정책의 예는 세션 정책 예제를 참조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AWS Security Token Service API 참조에서 AssumeRole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20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sixProfile
Amazon Elastic File System(Amazon E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를 제어하는 사용자
ID(Uid), 그룹 ID(Gid) 및 보조 그룹 ID(SecondaryGids)를 포함한 전체 POSIX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
다. 파일 시스템의 파일 및 디렉터리에 설정된 POSIX 권한에 따라 Amazon EFS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
을 송수신할 때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액세스 수준이 결정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osixProfile (p. 624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le
Amazon S3 버킷 또는 E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제어하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합니다. 이 역할에 연결된 정책은 Amazon S3 버킷 또는 E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파
일 송수신 시 사용자에게 제공할 액세스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또한 IAM 역할에는 사용자의 전송 요청
을 처리할 때 서버가 해당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뢰 관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arn:.*ro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erId
서버 인스턴스에 대해 시스템에서 할당한 고유 식별자입니다. 이 항목은 사용자를 추가한 특정 서버입니
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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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9
Pattern: ^s-([0-9a-f]{17})$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shPublicKeys
설명된 사용자를 위해 저장된 SSH(Secure Shell) 키의 퍼블릭 키 부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shPublicKey (p. 6250) 목록
Maximum: 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사용자의 그룹화 및 검색에 사용될 수 있는 키-값 페어입니다. 태그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연결
되는 메타데이터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Maximum: 5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
사용자를 식별하고 ServerId와(과) 연결되는 고유한 문자열입니다. 이 사용자 이름은 3~100자여야 합
니다. a-z, A-Z, 0-9, _(밑줄), -(하이픈), .(마침표) 및 @ 기호를 유효한 문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자 이름은 하이픈, 마침표 및 @ 기호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3
Maximum: 100
Pattern: ^[\w][\w@.-]{2,99}$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사용자 이름(예: transfer_user)
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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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rn
사용자와 연결된 Amazon 리소스 이름이며, arn:aws:transfer:region:accountid:user/server-id/username 형식입니다.
사용자 ARN의 예: arn:aws:transfer:us-east-1:123456789012:user/user1
ServerId
사용자가 연결된 서버의 ID입니다.
ServerId의 예: s-01234567890abcdef
UserName
서버와 연결된 사용자 계정을 식별하는 고유한 문자열입니다.
UserName의 예: transfer-user-1

예제
사용자를 서버와 연결
다음 예제에서는 사용자를 서버와 연결합니다.

JSON
"User": {
"Type": "AWS::Transfer::User",
"Properties": {
"HomeDirectoryMappings": [
{
"Entry": "/",
"Target": "/my-bucket/"
}
],
"HomeDirectoryType": "LOGICAL",
"Policy": {
"Fn::Sub": "{
\"Version\": \"2012-10-17T00:00:00.000Z\",
\"Statement\": {
\"Sid\": \"AllowFullAccessToBucket\",
\"Action\": \"s3:*\",
\"Effect\": \"Allow\",
\"Resource\": [
\"arn:${AWS::Partition}:s3:::my-bucket\",
\"arn:${AWS::Partition}:s3:::my-bucket/*\"
]
}
}"
},
"Role": {
"Fn::Sub": "arn:aws:iam::${AWS::AccountId}:role/Admin"
},
"ServerId": {
"Fn::GetAtt": "Server.ServerId"
},
"SshPublicKeys": [
"ssh-rsa
AAAAB3NzaC1yc2EAAAABJQAAAQEAn5ZA7REHaFT40KsZzYnuS7vzdP8n46akEpXLpzrOkbRPEqoOXlDk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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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rnANUGfjVVnTqhdrI7S90B4lyBIdWdinhVUK+W0we8j6nCMhtnjigXs6dtxvESUEzrWLWlQpPNJXDSnZEEWoQ/
q7W4xXynD6GM3pko36ipA5Xv6hQWC7faYOb2FWLzN1NsngaowO1R6FRau+/oIu"
],
"Tags": [
{
"Key": "KeyName",
"Value": "ValueName"
}
],
"UserName": "my-user"
}
}

YAML
User:
Type: AWS::Transfer::User
Properties:
HomeDirectoryMappings:
- Entry: /
Target: /my-bucket/
HomeDirectoryType: LOGICAL
Policy:
Fn::Sub: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Sid": "AllowFullAccessToBucket",
"Action": "s3:*",
"Effect": "Allow",
"Resource": [
"arn:aws:s3:::my-bucket",
"arn:aws:s3:::my-bucket/*"
]
}
}
Role:
Fn::Sub: arn:aws:iam::${AWS::AccountId}:role/Admin
ServerId:
Fn::GetAtt: Server.ServerId
SshPublicKeys:
- ssh-rsa
AAAAB3NzaC1yc2EAAAABJQAAAQEAn5ZA7REHaFT40KsZzYnuS7vzdP8n46akEpXLpzrOkbRPEqoOXlDk8f
+2SrnANUGfjVVnTqhdrI7S90B4lyBIdWdinhVUK+W0we8j6nCMhtnjigXs6dtxvESUEzrWLWlQpPNJXDSnZEEWoQ/
q7W4xXynD6GM3pko36ipA5Xv6hQWC7faYOb2FWLzN1NsngaowO1R6FRau+/oIu
Tags:
- Key: KeyName
Value: ValueName
UserName: my-user

참고 항목
AWS Transfer Family 사용 설명서의 CreateUser.

AWS::Transfer::User HomeDirectoryMapEntry
HomeDirectoryMappings에 대한 항목과 대상을 포함하는 객체를 나타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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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Entry" : String,
"Target" : String

YAML
Entry: String
Target: String

Properties
Entry
HomeDirectoryMappings에 대한 항목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
HomeDirectorymapEntry에서 사용되는 맵 대상을 나타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Maximum: 1024
Pattern: ^/.*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AWS Transfer Family 사용 설명서의 HomeDirectoryMapEntry.

AWS::Transfer::User PosixProfile
Amazon E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를 제어하는 사용자 ID(Uid), 그룹 ID(Gid) 및 보조 그룹
ID(SecondaryGids)를 포함한 전체 POSIX 자격 증명입니다. 파일 시스템의 파일 및 디렉터리에 설정된
POSIX 권한에 따라 Amazon EFS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을 송수신할 때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액세스 수준이
결정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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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d" : Double,
"SecondaryGids" : [ Double, ... ],
"Uid" : Double

YAML
Gid: Double
SecondaryGids:
- Double
Uid: Double

Properties
Gid
이 사용자의 모든 EFS 작업에 사용되는 POSIX 그룹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condaryGids
이 사용자의 모든 EFS 작업에 사용되는 보조 POSIX 그룹 ID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목록
Maximum: 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id
이 사용자의 모든 EFS 작업에 사용하는 POSIX 사용자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Transfer::User SshPublicKey
특정 파일 전송 프로토콜 지원 서버(ServerId로 식별됨)의 사용자 계정과 연결된 퍼블릭 SSH(Secure
Shell) 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반환된 정보에는 키를 가져온 날짜, 퍼블릭 키 내용 및 퍼블릭 키 ID가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과 연결된 둘 이상의 SSH 퍼블릭 키를 특정 서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항목
AWS Transfer Family 사용 설명서의 SshPublicKey.

AWS WAF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WAF::ByteMatchSet (p. 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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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WAF::IPSet (p. 6259)
• AWS::WAF::Rule (p. 6263)
• AWS::WAF::SizeConstraintSet (p. 6267)
• AWS::WAF::SqlInjectionMatchSet (p. 6274)
• AWS::WAF::WebACL (p. 6280)
• AWS::WAF::XssMatchSet (p. 6287)

AWS::WAF::ByteMatchSet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AWS::WAF::ByteMatchSet 리소스는 검사할 웹 요청의 부분을 식별하는 AWS WAF ByteMatchSet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WAF::ByteMatchSet",
"Properties" : {
"ByteMatchTuples" : [ ByteMatchTuple (p. 6254), ... ],
"Name" : String
}

YAML
Type: AWS::WAF::ByteMatchSet
Properties:
ByteMatchTuples:
- ByteMatchTuple (p. 6254)
Name: String

Properties
ByteMatchTuples
AWS WAF가 웹 요청에서 검색할 바이트(일반적으로 ASCII 문자와 일치하는 문자열), AWS WAF가 검
색할 요청의 위치 및 기타 설정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yteMatchTuple (p. 625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ByteMatchSet의 이름입니다. ByteMatchSet를 생성한 후에는 Name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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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물리적 ID(예: 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HTTP 참조자
다음 예에서는 일치시킬 HTTP 참조자 세트를 정의합니다.

JSON
"BadReferers": {
"Type": "AWS::WAF::ByteMatchSet",
"Properties": {
"Name": "ByteMatch for matching bad HTTP referers",
"ByteMatchTuples": [
{
"FieldToMatch" : {
"Type": "HEADER",
"Data": "referer"
},
"TargetString" : "badrefer1",
"TextTransformation" : "NONE",
"PositionalConstraint" : "CONTAINS"
},
{
"FieldToMatch" : {
"Type": "HEADER",
"Data": "referer"
},
"TargetString" : "badrefer2",
"TextTransformation" : "NONE",
"PositionalConstraint" : "CONTAINS"
}
]
}
}

YAML
BadReferers:
Type: "AWS::WAF::ByteMatch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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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Name: "ByteMatch for matching bad HTTP referers"
ByteMatchTuples:
FieldToMatch:
Type: "HEADER"
Data: "referer"
TargetString: "badrefer1"
TextTransformation: "NONE"
PositionalConstraint: "CONTAINS"
FieldToMatch:
Type: "HEADER"
Data: "referer"
TargetString: "badrefer2"
TextTransformation: "NONE"
PositionalConstraint: "CONTAINS"

ByteMatchSet를 웹 ACL 규칙과 연결
다음 예에서는 BadReferers 바이트 일치 세트를 웹 ACL(액세스 제어 목록) 규칙과 연결합니다.

JSON
"BadReferersRule" : {
"Type": "AWS::WAF::Rule",
"Properties": {
"Name": "BadReferersRule",
"MetricName" : "BadReferersRule",
"Predicates": [
{
"DataId" : { "Ref" : "BadReferers" },
"Negated" : false,
"Type" : "ByteMatch"
}
]
}
}

YAML
BadReferersRule:
Type: "AWS::WAF::Rule"
Properties:
Name: "BadReferersRule"
MetricName: "BadReferersRule"
Predicates:
DataId:
Ref: "BadReferers"
Negated: false
Type: "ByteMatch"

웹 ACL 생성
다음은 BadReferersRule 규칙을 웹 ACL과 연결하는 예제입니다. 웹 ACL은 BadReferersRule 규칙과
일치하는 참조자를 포함하는 요청을 제외한 모든 요청을 허용합니다.

JSON
"MyWebA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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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WAF::WebACL",
"Properties": {
"Name": "WebACL to block IP addresses",
"DefaultAction": {
"Type": "ALLOW"
},
"MetricName" : "MyWebACL",
"Rules": [
{
"Action" : {
"Type" : "BLOCK"
},
"Priority" : 1,
"RuleId" : { "Ref" : "BadReferersRule" }
}
]
}

YAML
MyWebACL:
Type: "AWS::WAF::WebACL"
Properties:
Name: "WebACL to block IP addresses"
DefaultAction:
Type: "ALLOW"
MetricName: "MyWebACL"
Rules:
Action:
Type: "BLOCK"
Priority: 1
RuleId:
Ref: "BadReferersRule"

AWS::WAF::ByteMatchSet ByteMatchTuple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AWS WAF가 웹 요청에서 검색할 바이트(일반적으로 ASCII 문자와 일치하는 문자열), AWS WAF가 검색할
요청의 위치 및 기타 설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eldToMatch" : FieldToMatch (p. 6258),
"PositionalConstraint" : String,
"TargetString" : String,
"TargetStringBase64" : String,
"TextTransformati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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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FieldToMatch:
FieldToMatch (p. 6258)
PositionalConstraint: String
TargetString:
String
TargetStringBase64:
String
TextTransformation: String

Properties
FieldToMatch
지정된 헤더 또는 쿼리 문자열과 같이 검사하려는 웹 요청 부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eldToMatch (p. 625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sitionalConstraint
검색하려는 웹 요청의 부분 내에서(예: 쿼리 문자열이 있는 경우 쿼리 문자열에서) AWS WAF가 검색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TAINS
웹 요청에서 지정한 부분에는 TargetString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CONTAINS_WORD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에 TargetString의 값이 포함되어야 하며 TargetString에는 영숫자 문자 또
는 밑줄(A-Z, a-z, 0-9 또는 _)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TargetString]는 하나의 단어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값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TargetString]가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의 값(예: 헤더의 값)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TargetString]가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의 시작 부분에 있고 그 뒤에 영숫자 또는 밑줄(_)을 제외한
다른 문자가 있습니다(예: BadBot;).
• [TargetString]가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의 끝에 있고 그 앞에 영숫자 또는 밑줄(_)을 제외한 다른
문자가 있습니다(예: ;BadBot).
• [TargetString]가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의 중간에 있고 그 앞과 뒤에 영숫자 또는 밑줄(_)을 제외한
다른 문자가 있습니다(예: -BadBot;).
EXACTLY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의 값이 TargetString의 값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STARTS_WITH
TargetString의 값이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의 시작 부분에 있어야 합니다.
ENDS_WITH
TargetString의 값이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의 끝부분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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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CONTAINS | CONTAINS_WORD | ENDS_WITH | EXACTLY | STARTS_WITH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String
AWS WAF에서 검색할 값입니다. AWS WAF는 FieldToMatch에 지정된 엡 요청의 일부로 지정된 문
자열을 검색합니다. 값의 최대 길이는 50바이트입니다.
이 속성 또는 TargetStringBase64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유효한 값은 FieldToMatch에 지정한 값에 따라 다릅니다.
• HEADER: AWS WAF에서 지정한 헤더 요청에서 FieldToMatch가 검색할 값입니다(예: UserAgent 또는 Referer 헤더의 값).
• METHOD: HTTP 메서드로, 요청에 지정된 작업 유형을 나타냅니다. Amazon CloudFront에서는 다음
메서드를 지원합니다. DELETE, GET, HEAD, OPTIONS, PATCH, POST, PUT
• QUERY_STRING: ? 문자 다음에 오는 URL 부분인 쿼리 문자열에서 AWS WAF가 검색할 값입니다.
• URI: 리소스를 식별하는 URL 부분에서 AWS WAF가 검색할 값입니다(예: /images/dailyad.jpg).
• BODY: HTTP 요청 본문으로 웹 서버에 전송할 추가 데이터(예: 양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요청의
부분입니다. 요청 헤더 바로 다음에 오는 요청 본문입니다. 요청 본문의 처음 8192바이트만 검사를 위
해 AWS WAF에 전달됩니다. 본문의 길이를 기준으로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려면 크기 제약 조건
집합을 생성하십시오.
• SINGLE_QUERY_ARG: 검사할 쿼리 문자열의 파라미터입니다(예: UserName 또는 SalesRegion).
SINGLE_QUERY_ARG의 최대 길이는 30자입니다.
• ALL_QUERY_ARGS: SINGLE_QUERY_ARG와 비슷하지만, 하나의 파라미터를 검사하는 대신 AWS
WAF는 쿼리 문자열 내의 모든 파라미터에서 TargetString에 지정된 값 또는 정규식 패턴을 검사
합니다.
TargetString에 알파벳 문자 A-Z 및 a-z가 포함될 경우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StringBase64
AWS WAF에서 검색하는 base64 인코딩 값입니다. AWS CloudFormation은 이 값을 인코딩 없이 AWS
WAF로 전송합니다.
이 속성 또는 TargetString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AWS WAF에서는 사용자가 FieldToMatch 속성에서 정의한 웹 요청의 특정 부분에서 이 값을 검색합
니다.
유효한 값은 FieldToMatch 속성의 Type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METHOD 유형의 경우
DELETE, GET, HEAD, OPTIONS, PATCH, POST 및 PUT과 같은 HTTP 메서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xtTransformation
텍스트 변환을 지정하면 공격자가 AWS WAF를 우회하기 위해 웹 요청에서 사용하는 일부 비정
상적인 서식이 제거됩니다. 변환을 지정하면 AWS WAF는 일치 항목이 있는지 검사하기 전에
FieldToMatch에서 변환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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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유형의 TextTransformation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CMD_LINE
공격자가 운영 체제 명령줄 명령을 삽입하고 비정상적인 서식을 사용하여 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장
하고 있는지 우려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여 다음 변환을 수행합니다.
• 다음 문자를 삭제: \ " ' ^
• 다음 문자 앞에 있는 공백 삭제: / (
• 다음 문자를 공백으로 바꿈: , ;
• 여러 개의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바꿈
• 대문자(A-Z)를 소문자(a-z)로 변환
COMPRESS_WHITE_SPACE
다음 문자를 공백 문자(10진수 32)로 바꾸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 \f, 양식 피드, 10진수 12
• \t, 탭, 10진수 9
• \n, 줄 바꿈, 10진수 10
• \r, 캐리지 리턴, 10진수 13
• \v, 세로 탭, 10진수 11
• 줄 바꿈하지 않는 공백, 10진수 160
COMPRESS_WHITE_SPACE 또한 여러 개의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바꿉니다.
HTML_ENTITY_DECODE
HTML 인코딩 문자를 인코딩되지 않은 문자로 바꾸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HTML_ENTITY_DECODE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ampersand)quot;를 "로 바꿈
• (ampersand)nbsp;를 줄 바꿈하지 않는 공백(십진수 160)으로 바꿉니다.
• (ampersand)lt;를 "미만" 기호로 바꿉니다.
• (ampersand)gt;를 >로 바꿈
• 16진수 형식으로 표현된 문자 (ampersand)#xhhhh;를 해당 문자로 바꿈
• 10진수 형식으로 표현된 문자 (ampersand)#nnnn;을 해당 문자로 바꿈
LOWERCASE
대문자(A-Z)를 소문자(a-z)로 변환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URL_DECODE
URL 인코딩 값을 디코딩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NONE
텍스트 변환을 수행하지 않으려면 NONE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MD_LINE | COMPRESS_WHITE_SPACE | HTML_ENTITY_DECODE | LOWERCASE |
NONE | URL_DECOD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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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WAF::ByteMatchSet FieldToMatch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TargetString을 찾을 웹 요청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 : String,
"Type" : String

YAML
Data: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Data
Type의 값이 HEADER인 경우 AWS WAF가 검색할 헤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User-Agent 또는
Referer). 헤더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Type의 값이 SINGLE_QUERY_ARG인 경우 AWS WAF가 검색할 파라미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UserName 또는 SalesRegion). 파라미터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Type의 값이 다른 값일 경우 Data를 생략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AWS WAF가 지정된 문자열을 검색할 웹 요청의 부분을 선택합니다. 검색할 수 있는 요청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HEADER: 지정된 요청 헤더입니다(예: User-Agent 또는 Referer 헤더의 값). 유형을 HEADER로 선
택할 경우 Data에 헤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METHOD: HTTP 메서드는 요청이 오리진에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작업 유형을 나타냅니다. Amazon
CloudFront에서는 다음 메서드를 지원합니다. DELETE, GET, HEAD, OPTIONS, PATCH, POST, PUT
• QUERY_STRING: URL에서 ? 다음에 오는 부분인 쿼리 문자열입니다(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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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I: 리소스를 식별하는 웹 요청의 부분입니다(예: /images/daily-ad.jpg).
• BODY: HTTP 요청 본문으로 웹 서버에 전송할 추가 데이터(예: 양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요청의
부분입니다. 요청 헤더 바로 다음에 오는 요청 본문입니다. 요청 본문의 처음 8192바이트만 검사를 위
해 AWS WAF에 전달됩니다. 본문의 길이를 기준으로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려면 크기 제약 조건
집합을 생성하십시오.
• SINGLE_QUERY_ARG: 검사할 쿼리 문자열의 파라미터입니다(예: UserName 또는 SalesRegion).
SINGLE_QUERY_ARG의 최대 길이는 30자입니다.
• ALL_QUERY_ARGS: SINGLE_QUERY_ARG와 비슷하지만, 하나의 파라미터를 검사하는 대신 AWS
WAF는 쿼리의 모든 파라미터에서 TargetString에 지정된 값 또는 정규식 패턴을 검사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_QUERY_ARGS | BODY | HEADER | METHOD | QUERY_STRING |
SINGLE_QUERY_ARG | URI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IPSet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CIDR) 표기법으로 지정된 하나 이상의 IP 주소 또는 IP 주소 블록을 포함합
니다. AWS WAF는 IPv4 주소 범위(/8 및 /16~/32의 모든 범위)를 지원합니다. AWS WAF는 IPv6 주소 범위
(/24, /32, /48, /56, /64 및 /128)를 지원합니다.
개별 IP 주소를 지정하려면 네 부분으로 구성된 IP 주소를 지정하고 뒤에 /32를 붙입니다(예: 192.0.2.0/32).
IP 주소 범위를 차단하려면 /8 또는 /16~/32(IPv4의 경우)의 범위 또는 /24, /32, /48, /56, /64, /128(IPv6의 경
우)을 지정하면 됩니다. CIDR 표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래스 없는 도메인 간 라우팅에 대한 Wikipedia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WAF::IPSet",
"Properties" : {
"IPSetDescriptors" : [ IPSetDescriptor (p. 6262), ... ],
"Name" : String
}

YAML
Type: AWS::WAF::IPSet
Properties:
IPSetDescriptors:
- IPSetDescriptor (p. 6262)
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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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IPSetDescriptors
웹 요청이 시작되는 IP 주소 형식(IPV4 또는 IPV6) 및 IP 주소 범위(CIDR 표기법)입니다. WebACL이
Amazon CloudFront 배포에 연결되어 있고 최종 사용자가 HTTP 프록시 또는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CloudFront 액세스 로그의 c-ip 필드의 값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PSetDescriptor (p. 626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IPSet의 이름입니다. IPSet를 생성한 후에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물리적 ID(예: 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IP 주소 정의
다음 예에서는 웹 ACL(액세스 제어 목록) 규칙에 대한 IP 주소 집합을 정의합니다.

JSON
"MyIPSetDenylist": {
"Type": "AWS::WAF::IPSet",
"Properties": {
"Name": "IPSet for deny listed IP addresses",
"IPSetDescriptors": [
{
"Type" : "IPV4",
"Value" : "192.0.2.44/32"
},
{
"Type" : "IPV4",
"Value" : "192.0.7.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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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ML
MyIPSetDenylist:
Type: "AWS::WAF::IPSet"
Properties:
Name: "IPSet for deny listed IP addresses"
IPSetDescriptors:
Type: "IPV4"
Value: "192.0.2.44/32"
Type: "IPV4"
Value: "192.0.7.0/24"

IPSet를 웹 ACL 규칙과 연결
다음은 MyIPSetDenylist IPSet을 웹 ACL 규칙과 연결하는 예제입니다.

JSON
"MyIPSetRule" : {
"Type": "AWS::WAF::Rule",
"Properties": {
"Name": "MyIPSetRule",
"MetricName" : "MyIPSetRule",
"Predicates": [
{
"DataId" : { "Ref" : "MyIPSetDenylist" },
"Negated" : false,
"Type" : "IPMatch"
}
]
}
}

YAML
MyIPSetRule:
Type: "AWS::WAF::Rule"
Properties:
Name: "MyIPSetRule"
MetricName: "MyIPSetRule"
Predicates:
DataId:
Ref: "MyIPSetDenylist"
Negated: false
Type: "IPMatch"

웹 ACL 생성
다음은 MyIPSetRule 규칙을 웹 ACL과 연결하는 예제입니다. 웹 ACL은 MyIPSetRule에 정의된 주소를
제외한 모든 IP 주소에서 시작되는 요청을 허용합니다.

JSON
"MyWebA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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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WAF::WebACL",
"Properties": {
"Name": "WebACL to block IP addresses",
"DefaultAction": {
"Type": "ALLOW"
},
"MetricName" : "MyWebACL",
"Rules": [
{
"Action" : {
"Type" : "BLOCK"
},
"Priority" : 1,
"RuleId" : { "Ref" : "MyIPSetRule" }
}
]
}

YAML
MyWebACL:
Type: "AWS::WAF::WebACL"
Properties:
Name: "WebACL to block IP addresses"
DefaultAction:
Type: "ALLOW"
MetricName: "MyWebACL"
Rules:
Action:
Type: "BLOCK"
Priority: 1
RuleId:
Ref: "MyIPSetRule"

AWS::WAF::IPSet IPSetDescriptor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 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웹 요청이 시작되는 IP 주소 유형(IPV4 또는 IPV6)과 IP 주소 범위(CIDR 형식)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String,
"Value" : String

YAML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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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String

Properties
Type
IPV4 또는 IPV6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PV4 | IPV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CIDR 표기법을 사용하여 IPv4 주소를 지정합니다. 예:
• IP 주소 192.0.2.44에서 발생하는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카운트하도록 AWS WAF를 구성하
려면 192.0.2.44/32를 지정합니다.
• IP 주소 192.0.2.0~192.0.2.255에서 발생하는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카운트하도록 AWS
WAF를 구성하려면 192.0.2.0/24를 지정합니다.
CIDR 표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래스 없는 도메인 간 라우팅에 대한 Wikipedia 항목을 참조하십시
오.
CIDR 표기법을 사용하여 IPv6 주소를 지정합니다. 예:
• IP 주소 1111:0000:0000:0000:0000:0000:0000:0111에서 발생하는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카
운트하도록 AWS WAF를 구성하려면 1111:0000:0000:0000:0000:0000:0000:0111/128을
지정합니다.
• IP 주소 1111: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11:0000:0000:0000:ffff:ffff:ffff:ffff
에서 발생하는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카운트하도록 AWS WAF를 구성하려면
1111: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0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Rule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허용, 차단 또는 카운트하려는 웹 요청을 식별하는 ByteMatchSet, IPSet 및/또는
SqlInjectionMatchSet 객체의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조건자를 포함하는 Rule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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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WAF가 IP 주소 192.0.2.44에서 발생하는 웹 요청을 검색하게 할 IPSet입니다.
• AWS WAF가 User-Agent 헤더의 값이 BadBot인 웹 요청을 검색하게 할 ByteMatchSet입니다.
이 Rule의 설정에 부합시키려면 요청이 192.0.2.44에서 발생해야 하고, 값이 BadBot인 User-Agent를
포함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WAF::Rule",
"Properties" : {
"MetricName" : String,
"Name" : String,
"Predicates" : [ Predicate (p. 6266), ... ]
}

YAML
Type: AWS::WAF::Rule
Properties:
MetricName: String
Name: String
Predicates:
- Predicate (p. 6266)

Properties
MetricName
이 Rule의 지표 이름입니다. 이름은 최대 길이 128자 및 최소 길이 1자가 가능하며 영숫자(A-Z, a-z,
0-9)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Al’ 및 ‘Default_Action’을 포함하여 AWS WAF에 예약된 공백 또는 지표 이름
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Rule를 생성한 후에는 MetricName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Rule에 대한 기억하기 쉬운 이름 또는 설명입니다. Rule을 생성한 후에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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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edicates
Predicates 객체에는 각 ByteMatchSet의 Predicate 요소 하나, IPSet, 또는 Rule에 포함시키려
는 SqlInjectionMatchSet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edicate (p. 626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물리적 ID(예: 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IPSet를 웹 ACL 규칙과 연결
다음 예에서는 MyIPSetDenylist IPSet 객체를 웹 ACL 규칙과 연결합니다.

JSON
"MyIPSetRule" : {
"Type": "AWS::WAF::Rule",
"Properties": {
"Name": "MyIPSetRule",
"MetricName" : "MyIPSetRule",
"Predicates": [
{
"DataId" : { "Ref" : "MyIPSetDenylist" },
"Negated" : false,
"Type" : "IPMatch"
}
]
}
}

YAML
MyIPSetRule:
Type: "AWS::WAF::Rule"
Properties:
Name: "MyIPSetRule"
MetricName: "MyIPSetRule"
Predicates:
DataId:
Ref: "MyIPSetDeny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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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ed: false
Type: "IPMatch"

AWS::WAF::Rule Predicate
Rule에 추가하려는 ByteMatchSet, IPSet, SqlInjectionMatchSet, XssMatchSet,
RegexMatchSet, GeoMatchSet 및 SizeConstraintSet 객체를 지정하고, 각 객체에 대해 설정을 무시
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예: IP 주소 192.0.2.44에서 생성되지 않은 요청).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Id" : String,
"Negated" : Boolean,
"Type" : String

YAML
DataId: String
Negated: Boolean
Type: String

Properties
DataId
Rule의 조건자에 대한 고유 식별자입니다(예: ByteMatchSetId 또는 IPSetId). ID는 해당 Create
또는 List 명령을 통해 반환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gated
AWS WAF에서 ByteMatchSet, IPSet, SqlInjectionMatchSet, XssMatchSet,
RegexMatchSet, GeoMatchSet 또는 SizeConstraintSet에 지정된 설정에 따라 요청을 허용하
거나 차단하거나 카운트하도록 하려면 Negated를 False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IPSet에 IP 주소
192.0.2.44가 포함된 경우 AWS WAF는 해당 IP 주소에 따라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합니다.
AWS WAF에서 ByteMatchSet, IPSet, SqlInjectionMatchSet, XssMatchSet,
RegexMatchSet, GeoMatchSet 또는 SizeConstraintSet 설정의 부정을 기반으로 요청을 허용하
거나 차단하도록 하려면 Negated를 True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IPSet에 IP 주소 192.0.2.44가
포함된 경우 AWS WAF는 192.0.2.44를 제외한 모든 IP 주소를 기반으로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
거나 카운트합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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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Rule에 있는 조건자의 유형입니다(예: ByteMatch 또는 IPSet).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yteMatch | GeoMatch | IPMatch | RegexMatch | SizeConstraint |
SqlInjectionMatch | XssMatch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SizeConstraintSet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 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SizeConstraint 객체를 포함하는 복합 형식으로, AWS WAF에서 크기를 검사할 웹 요청의 부분을 지정합
니다. SizeConstraintSet에 SizeConstraint 객체가 둘 이상 포함된 경우, 하나의 제약과 일치하면 요
청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WAF::SizeConstraintSet",
"Properties" : {
"Name" : String,
"SizeConstraints" : [ SizeConstraint (p. 6271), ... ]
}

YAML
Type: AWS::WAF::SizeConstraintSet
Properties:
Name: String
SizeConstraints:
- SizeConstraint (p. 6271)

Properties
Name
SizeConstraintSet의 이름입니다(있는 경우).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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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izeConstraints
크기 제약 및 확인할 웹 요청 부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SizeConstraint (p. 627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물리적 ID(예: 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크기 제약 정의
다음 예에서는 HTTP 요청 본문이 4096바이트인지 확인합니다.

JSON
"MySizeConstraint": {
"Type": "AWS::WAF::SizeConstraintSet",
"Properties": {
"Name": "SizeConstraints",
"SizeConstraints": [
{
"ComparisonOperator": "EQ",
"FieldToMatch": {
"Type": "BODY"
},
"Size": "4096",
"TextTransformation": "NONE"
}
]
}
}

YAML
MySizeConstraint:
Type: "AWS::WAF::SizeConstraintSet"
Properties:
Name: "Size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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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Constraints:
ComparisonOperator: "EQ"
FieldToMatch:
Type: "BODY"
Size: "4096"
TextTransformation: "NONE"

SizeConstraintSet를 웹 ACL 규칙과 연결
다음 예에서는 MySizeConstraint 객체를 웹 ACL 규칙과 연결합니다.

JSON
"SizeConstraintRule" : {
"Type": "AWS::WAF::Rule",
"Properties": {
"Name": "SizeConstraintRule",
"MetricName" : "SizeConstraintRule",
"Predicates": [
{
"DataId" : { "Ref" : "MySizeConstraint" },
"Negated" : false,
"Type" : "SizeConstraint"
}
]
}
}

YAML
SizeConstraintRule:
Type: "AWS::WAF::Rule"
Properties:
Name: "SizeConstraintRule"
MetricName: "SizeConstraintRule"
Predicates:
DataId:
Ref: "MySizeConstraint"
Negated: false
Type: "SizeConstraint"

웹 ACL 생성
다음은 SizeConstraintRule 규칙을 웹 ACL과 연결하는 예제입니다. 이 웹 ACL은 본문 크기가 4096바
이트인 요청을 제외한 모든 요청을 차단합니다.

JSON
"MyWebACL": {
"Type": "AWS::WAF::WebACL",
"Properties": {
"Name": "Web ACL to allow requests with a specific size",
"DefaultAction": {
"Type": "BLOCK"
},
"MetricName" : "SizeConstraintWebACL",
"Rules": [
{
"Ac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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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ype" : "ALLOW"
},
"Priority" : 1,
"RuleId" : { "Ref" : "SizeConstraintRule" }

YAML
MyWebACL:
Type: "AWS::WAF::WebACL"
Properties:
Name: "Web ACL to allow requests with a specific size"
DefaultAction:
Type: "BLOCK"
MetricName: "SizeConstraintWebACL"
Rules:
Action:
Type: "ALLOW"
Priority: 1
RuleId:
Ref: "SizeConstraintRule"

AWS::WAF::SizeConstraintSet FieldToMatch
지정된 헤더 또는 쿼리 문자열과 같이 검사하려는 웹 요청 부분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 : String,
"Type" : String

YAML
Data: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Data
Type의 값이 HEADER인 경우 AWS WAF가 검색할 헤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User-Agent 또는
Referer). 헤더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Type의 값이 SINGLE_QUERY_ARG인 경우 AWS WAF가 검색할 파라미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UserName 또는 SalesRegion). 파라미터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Type의 값이 다른 값일 경우 Data를 생략하십시오.
Required: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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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AWS WAF가 지정된 문자열을 검색할 웹 요청의 부분을 선택합니다. 검색할 수 있는 요청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HEADER: 지정된 요청 헤더입니다(예: User-Agent 또는 Referer 헤더의 값). 유형을 HEADER로 선
택할 경우 Data에 헤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METHOD: HTTP 메서드는 요청이 오리진에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작업 유형을 나타냅니다. Amazon
CloudFront에서는 다음 메서드를 지원합니다. DELETE, GET, HEAD, OPTIONS, PATCH, POST, PUT
• QUERY_STRING: URL에서 ? 다음에 오는 부분인 쿼리 문자열입니다(있을 경우).
• URI: 리소스를 식별하는 웹 요청의 부분입니다(예: /images/daily-ad.jpg).
• BODY: HTTP 요청 본문으로 웹 서버에 전송할 추가 데이터(예: 양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요청의
부분입니다. 요청 헤더 바로 다음에 오는 요청 본문입니다. 요청 본문의 처음 8192바이트만 검사를 위
해 AWS WAF에 전달됩니다. 본문의 길이를 기준으로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려면 크기 제약 조건
집합을 생성하십시오.
• SINGLE_QUERY_ARG: 검사할 쿼리 문자열의 파라미터입니다(예: UserName 또는 SalesRegion).
SINGLE_QUERY_ARG의 최대 길이는 30자입니다.
• ALL_QUERY_ARGS: SINGLE_QUERY_ARG와 비슷하지만, 하나의 파라미터를 검사하는 대신 AWS
WAF는 쿼리의 모든 파라미터에서 TargetString에 지정된 값 또는 정규식 패턴을 검사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_QUERY_ARGS | BODY | HEADER | METHOD | QUERY_STRING |
SINGLE_QUERY_ARG | URI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SizeConstraintSet SizeConstraint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웹 요청의 부분 크기에 대한 제약을 지정합니다. AWS WAF은(는) Size, ComparisonOperator 및
FieldToMatch를 사용하여 'Size ComparisonOperator size in bytes of FieldToMatch' 형태의 표현식
을 작성합니다. 이 표현식이 true이면 SizeConstraint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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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isonOperator" : String,
"FieldToMatch" : FieldToMatch (p. 6270),
"Size" : Integer,
"TextTransformation" : String

YAML
ComparisonOperator: String
FieldToMatch:
FieldToMatch (p. 6270)
Size: Integer
TextTransformation: String

Properties
ComparisonOperator
AWS WAF에서 수행하려는 비교의 유형입니다. AWS WAF은(는) 이 속성과 제공된 Size 및
FieldToMatch를 사용하여 'Size ComparisonOperator size in bytes of FieldToMatch' 형태의 표
현식을 작성합니다. 이 표현식이 true이면 SizeConstraint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Q: Size가 FieldToMatch의 크기와 같을 경우 사용됩니다.
NE: Size가 FieldToMatch의 크기와 같지 않을 경우 사용됩니다.
LE: Size가 FieldToMatch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사용됩니다.
LT: Size가 FieldToMatch의 크기보다 작을 경우 사용됩니다.
GE: Size가 FieldToMatch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사용됩니다.
GT: Size가 FieldToMatch의 크기보다 클 경우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Q | GE | GT | LE | LT | N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ToMatch
지정된 헤더 또는 쿼리 문자열과 같이 검사하려는 웹 요청 부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eldToMatch (p. 627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ze
AWS WAF에서 지정된 FieldToMatch의 크기와 비교할 때 사용할 바이트 크기입니다.
AWS WAF은(는) 이 속성과 ComparisonOperator 및 FieldToMatch를 사용하여 'Size
ComparisonOperator size in bytes of FieldToMatch' 형태의 표현식을 작성합니다. 이 표현식이
true이면 SizeConstraint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크기의 유효한 값은 0 - 21474836480바이트(0 - 20GB)입니다.
Type의 값에 URI를 지정하는 경우 지정한 URI 경로의 /는 문자 1개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URI /
logo.jpg는 9자 길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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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xtTransformation
텍스트 변환을 지정하면 공격자가 AWS WAF를 우회하기 위해 웹 요청에서 사용하는 일부 비정
상적인 서식이 제거됩니다. 변환을 지정하면 AWS WAF는 일치 항목이 있는지 검사하기 전에
FieldToMatch에서 변환을 수행합니다.
단일 유형의 TextTransformation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Type의 값으로 BODY를 선택할 경우 Amazon CloudFront는 검사를 위해 처음 8192바이트만 전달하기
때문에 TextTransformation에서 NONE을 선택해야 합니다.
NONE
텍스트 변환을 수행하지 않으려면 NONE을 지정합니다.
CMD_LINE
공격자가 운영 체제 명령줄 명령을 삽입하고 비정상적인 서식을 사용하여 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장
하고 있는지 우려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여 다음 변환을 수행합니다.
• 다음 문자를 삭제: \ " ' ^
• 다음 문자 앞에 있는 공백 삭제: / (
• 다음 문자를 공백으로 바꿈: , ;
• 여러 개의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바꿈
• 대문자(A-Z)를 소문자(a-z)로 변환
COMPRESS_WHITE_SPACE
다음 문자를 공백 문자(10진수 32)로 바꾸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 \f, 양식 피드, 10진수 12
• \t, 탭, 10진수 9
• \n, 줄 바꿈, 10진수 10
• \r, 캐리지 리턴, 10진수 13
• \v, 세로 탭, 10진수 11
• 줄 바꿈하지 않는 공백, 10진수 160
COMPRESS_WHITE_SPACE 또한 여러 개의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바꿉니다.
HTML_ENTITY_DECODE
HTML 인코딩 문자를 인코딩되지 않은 문자로 바꾸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HTML_ENTITY_DECODE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ampersand)quot;를 "로 바꿈
• (ampersand)nbsp;를 줄 바꿈하지 않는 공백(십진수 160)으로 바꿉니다.
• (ampersand)lt;를 "미만" 기호로 바꿉니다.
• (ampersand)gt;를 >로 바꿈
• 16진수 형식으로 표현된 문자 (ampersand)#xhhhh;를 해당 문자로 바꿈
• 10진수 형식으로 표현된 문자 (ampersand)#nnnn;을 해당 문자로 바꿈
LOWER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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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자(A-Z)를 소문자(a-z)로 변환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URL_DECODE
URL 인코딩 값을 디코딩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MD_LINE | COMPRESS_WHITE_SPACE | HTML_ENTITY_DECODE | LOWERCASE |
NONE | URL_DECOD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SqlInjectionMatchSet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 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SqlInjectionMatchTuple 객체를 포함하는 복합 형식으로, AWS WAF에서 악성 SQL 코드 조
각을 검사할 웹 요청의 부분과, AWS WAF에서 헤더를 검사할 경우 헤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SqlInjectionMatchSet에 SqlInjectionMatchTuple 객체가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요청의 지
정된 부분 중 하나에 SQL 코드 조각을 포함하면 요청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WAF::SqlInjectionMatchSet",
"Properties" : {
"Name" : String,
"SqlInjectionMatchTuples" : [ SqlInjectionMatchTuple (p. 6278), ... ]
}

YAML
Type: AWS::WAF::SqlInjectionMatchSet
Properties:
Name: String
SqlInjectionMatchTuples:
- SqlInjectionMatchTuple (p. 6278)

Properties
Name
SqlInjectionMatchSet의 이름입니다(있는 경우).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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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qlInjectionMatchTuples
악성 SQL 코드 조각이 있는지 검사할 웹 요청의 부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qlInjectionMatchTuple (p. 627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물리적 ID(예: 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SQL 명령어 주입 찾기
다음 예에서는 HTTP 요청의 쿼리 문자열에서 SQL 코드의 코드 조각을 찾습니다.

JSON
"SqlInjDetection": {
"Type": "AWS::WAF::SqlInjectionMatchSet",
"Properties": {
"Name": "Find SQL injections in the query string",
"SqlInjectionMatchTuples": [
{
"FieldToMatch" : {
"Type": "QUERY_STRING"
},
"TextTransformation" : "URL_DECODE"
}
]
}
}

YAML
SqlInjDetection:
Type: "AWS::WAF::SqlInjectionMatchSet"
Properties:
Name: "Find SQL injections in the query string"
SqlInjectionMatchTup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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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ToMatch:
Type: "QUERY_STRING"
TextTransformation: "URL_DECODE"

SQL 명령어 주입 일치 세트를 웹 ACL 규칙과 연결
다음 예에서는 SqlInjDetection 일치 세트를 웹 ACL(액세스 제어 목록) 규칙과 연결합니다.

JSON
"SqlInjRule" : {
"Type": "AWS::WAF::Rule",
"Properties": {
"Name": "SqlInjRule",
"MetricName" : "SqlInjRule",
"Predicates": [
{
"DataId" : { "Ref" : "SqlInjDetection" },
"Negated" : false,
"Type" : "SqlInjectionMatch"
}
]
}
}

YAML
SqlInjRule:
Type: "AWS::WAF::Rule"
Properties:
Name: "SqlInjRule"
MetricName: "SqlInjRule"
Predicates:
DataId:
Ref: "SqlInjDetection"
Negated: false
Type: "SqlInjectionMatch"

웹 ACL 생성
다음은 SqlInjRule 규칙을 웹 ACL과 연결하는 예제입니다. 웹 ACL는 요청의 쿼리 문자열에 SQL 코드가
포함된 요청을 제외한 모든 요청을 허용합니다.

JSON
"MyWebACL": {
"Type": "AWS::WAF::WebACL",
"Properties": {
"Name": "Web ACL to block SQL injection in the query string",
"DefaultAction": {
"Type": "ALLOW"
},
"MetricName" : "SqlInjWebACL",
"Rules": [
{
"Action" : {
"Type" : "BLOCK"
},
"Priority" : 1,
"RuleId" : { "Ref" : "SqlInjR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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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YAML
MyWebACL:
Type: "AWS::WAF::WebACL"
Properties:
Name: "Web ACL to block SQL injection in the query string"
DefaultAction:
Type: "ALLOW"
MetricName: "SqlInjWebACL"
Rules:
Action:
Type: "BLOCK"
Priority: 1
RuleId:
Ref: "SqlInjRule"

AWS::WAF::SqlInjectionMatchSet FieldToMatch
지정된 헤더 또는 쿼리 문자열과 같이 검사하려는 웹 요청 부분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 : String,
"Type" : String

YAML
Data: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Data
Type의 값이 HEADER인 경우 AWS WAF가 검색할 헤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User-Agent 또는
Referer). 헤더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Type의 값이 SINGLE_QUERY_ARG인 경우 AWS WAF가 검색할 파라미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UserName 또는 SalesRegion). 파라미터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Type의 값이 다른 값일 경우 Data를 생략하십시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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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AWS WAF가 지정된 문자열을 검색할 웹 요청의 부분을 선택합니다. 검색할 수 있는 요청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HEADER: 지정된 요청 헤더입니다(예: User-Agent 또는 Referer 헤더의 값). 유형을 HEADER로 선
택할 경우 Data에 헤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METHOD: HTTP 메서드는 요청이 오리진에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작업 유형을 나타냅니다. Amazon
CloudFront에서는 다음 메서드를 지원합니다. DELETE, GET, HEAD, OPTIONS, PATCH, POST, PUT
• QUERY_STRING: URL에서 ? 다음에 오는 부분인 쿼리 문자열입니다(있을 경우).
• URI: 리소스를 식별하는 웹 요청의 부분입니다(예: /images/daily-ad.jpg).
• BODY: HTTP 요청 본문으로 웹 서버에 전송할 추가 데이터(예: 양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요청의
부분입니다. 요청 헤더 바로 다음에 오는 요청 본문입니다. 요청 본문의 처음 8192바이트만 검사를 위
해 AWS WAF에 전달됩니다. 본문의 길이를 기준으로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려면 크기 제약 조건
집합을 생성하십시오.
• SINGLE_QUERY_ARG: 검사할 쿼리 문자열의 파라미터입니다(예: UserName 또는 SalesRegion).
SINGLE_QUERY_ARG의 최대 길이는 30자입니다.
• ALL_QUERY_ARGS: SINGLE_QUERY_ARG와 비슷하지만, 하나의 파라미터를 검사하는 대신 AWS
WAF는 쿼리의 모든 파라미터에서 TargetString에 지정된 값 또는 정규식 패턴을 검사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_QUERY_ARGS | BODY | HEADER | METHOD | QUERY_STRING |
SINGLE_QUERY_ARG | URI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SqlInjectionMatchSet SqlInjectionMatchTuple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AWS WAF이(가) 악성 SQL 코드의 코드 조각을 검사하게 할 웹 요청의 부분을 지정합니다. AWS WAF이(가)
헤더를 검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헤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eldToMatch" : FieldToMatch (p. 6277),
"TextTransformati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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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FieldToMatch:
FieldToMatch (p. 6277)
TextTransformation: String

Properties
FieldToMatch
지정된 헤더 또는 쿼리 문자열과 같이 검사하려는 웹 요청 부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eldToMatch (p. 627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xtTransformation
텍스트 변환을 지정하면 공격자가 AWS WAF를 우회하기 위해 웹 요청에서 사용하는 일부 비정
상적인 서식이 제거됩니다. 변환을 지정하면 AWS WAF는 일치 항목이 있는지 검사하기 전에
FieldToMatch에서 변환을 수행합니다.
단일 유형의 TextTransformation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CMD_LINE
공격자가 운영 체제 명령줄 명령을 삽입하고 비정상적인 서식을 사용하여 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장
하고 있는지 우려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여 다음 변환을 수행합니다.
• 다음 문자를 삭제: \ " ' ^
• 다음 문자 앞에 있는 공백 삭제: / (
• 다음 문자를 공백으로 바꿈: , ;
• 여러 개의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바꿈
• 대문자(A-Z)를 소문자(a-z)로 변환
COMPRESS_WHITE_SPACE
다음 문자를 공백 문자(10진수 32)로 바꾸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 \f, 양식 피드, 10진수 12
• \t, 탭, 10진수 9
• \n, 줄 바꿈, 10진수 10
• \r, 캐리지 리턴, 10진수 13
• \v, 세로 탭, 10진수 11
• 줄 바꿈하지 않는 공백, 10진수 160
COMPRESS_WHITE_SPACE 또한 여러 개의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바꿉니다.
HTML_ENTITY_DECODE
HTML 인코딩 문자를 인코딩되지 않은 문자로 바꾸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HTML_ENTITY_DECODE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ampersand)quot;를 "로 바꿈
• (ampersand)nbsp;를 줄 바꿈하지 않는 공백(십진수 160)으로 바꿉니다.
• (ampersand)lt;를 "미만" 기호로 바꿉니다.
• (ampersand)gt;를 >로 바꿈
API 버전 2010-05-15
627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WAF

• 16진수 형식으로 표현된 문자 (ampersand)#xhhhh;를 해당 문자로 바꿈
• 10진수 형식으로 표현된 문자 (ampersand)#nnnn;을 해당 문자로 바꿈
LOWERCASE
대문자(A-Z)를 소문자(a-z)로 변환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URL_DECODE
URL 인코딩 값을 디코딩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NONE
텍스트 변환을 수행하지 않으려면 NONE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MD_LINE | COMPRESS_WHITE_SPACE | HTML_ENTITY_DECODE | LOWERCASE |
NONE | URL_DECOD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WebACL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허용, 차단 또는 카운트하려는 요청을 식별하는 Rules를 포함합니다. WebACL에서 기본 작업(ALLOW 또는
BLOCK)과 WebACL에 추가하는 각 Rule의 작업도 지정합니다(예: 지정된 IP 주소의 요청 차단 또는 지정된
참조자의 요청 차단). 또한 WebACL을 Amazon CloudFront 배포와 연결하여 AWS WAF가 필터링할 요청을
식별합니다. WebACL에 Rule을 둘 이상 추가하는 경우,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카운트하려면 사양
중 하나와 일치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WAF::WebACL",
"Properties" : {
"DefaultAction" : WafAction (p. 6286),
"MetricName" : String,
"Name" : String,
"Rules" : [ ActivatedRule (p. 6284), ... ]
}

YAML
Type: AWS::WAF::Web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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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efaultAction:
WafAction (p. 6286)
MetricName: String
Name: String
Rules:
- ActivatedRule (p. 6284)

Properties
DefaultAction
WebACL에 포함된 Rules 중 어느 것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행할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WafAction
객체로 지정됩니다.
Required: 예
Type: WafAction (p. 628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Name
이 WebACL의 지표 이름입니다. 이름은 최대 길이 128자 및 최소 길이 1자가 가능하며 영숫자(A-Z, a-z,
0-9)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Al’ 및 ‘Default_Action’을 포함하여 AWS WAF에 예약된 공백 또는 지표 이름
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WebACL를 생성한 후에는 MetricName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WebACL에 대한 기억하기 쉬운 이름 또는 설명입니다. WebACL을 생성한 후에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ules
WebACL의 각 Rule의 작업, Rule의 우선 순위, Rule의 ID를 포함하는 어레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ctivatedRule (p. 628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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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예: 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웹 ACL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웹 요청을 허용하는 웹 ACL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요청이 특정 규칙과 일
치하는 경우 AWS WAF에서 요청을 차단합니다. AWS WAF에서는 가장 낮은 값으로 시작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각 규칙을 평가합니다.

JSON
"MyWebACL": {
"Type": "AWS::WAF::WebACL",
"Properties": {
"Name": "WebACL to with three rules",
"DefaultAction": {
"Type": "ALLOW"
},
"MetricName" : "MyWebACL",
"Rules": [
{
"Action" : {
"Type" : "BLOCK"
},
"Priority" : 1,
"RuleId" : { "Ref" : "MyRule" }
},
{
"Action" : {
"Type" : "BLOCK"
},
"Priority" : 2,
"RuleId" : { "Ref" : "BadReferersRule" }
},
{
"Action" : {
"Type" : "BLOCK"
},
"Priority" : 3,
"RuleId" : { "Ref" : "SqlInjRule" }
}
]
}
}

YAML
MyWebACL:
Type: "AWS::WAF::Web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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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Name: "WebACL to with three rules"
DefaultAction:
Type: "ALLOW"
MetricName: "MyWebACL"
Rules:
Action:
Type: "BLOCK"
Priority: 1
RuleId:
Ref: "MyRule"
Action:
Type: "BLOCK"
Priority: 2
RuleId:
Ref: "BadReferersRule"
Action:
Type: "BLOCK"
Priority: 3
RuleId:
Ref: "SqlInjRule"

Amazon CloudFront 배포와 웹 ACL 연결
다음 예제에서는 MyWebACL 웹 ACL을 Amazon CloudFront 배포와 연결합니다. 웹 ACL은 Amazon
CloudFront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요청을 제한합니다.

JSON
"myDistribution": {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
"DistributionConfig": {
"WebACLId": { "Ref" : "MyWebACL" },
"Origins": [
{
"DomainName": "test.example.com",
"Id": "myCustomOrigin",
"CustomOriginConfig": {
"HTTPPort": "80",
"HTTPSPort": "443",
"OriginProtocolPolicy": "http-only"
}
}
],
"Enabled": "true",
"Comment": "TestDistribution",
"DefaultRootObject": "index.html",
"DefaultCacheBehavior": {
"TargetOriginId": "myCustomOrigin",
"SmoothStreaming" : "false",
"ForwardedValues": {
"QueryString": "false",
"Cookies" : { "Forward" : "all" }
},
"ViewerProtocolPolicy": "allow-all"
},
"CustomErrorResponses" : [
{
"ErrorCode" : "404",
"ResponsePagePath" : "/error-pages/4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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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Code" : "200",
"ErrorCachingMinTTL" : "30"

}

}

}

}
],
"PriceClass" : "PriceClass_200",
"Restrictions" : {
"GeoRestriction" : {
"RestrictionType" : "whitelist",
"Locations" : [ "AQ", "CV" ]
}
},
"ViewerCertificate" : {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 "true" }

YAML
my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WebACLId:
Ref: "MyWebACL"
Origins:
DomainName: "test.example.com"
Id: "myCustomOrigin"
CustomOriginConfig:
HTTPPort: "80"
HTTPSPort: "443"
OriginProtocolPolicy: "http-only"
Enabled: "true"
Comment: "TestDistribution"
DefaultRootObject: "index.html"
DefaultCacheBehavior:
TargetOriginId: "myCustomOrigin"
SmoothStreaming: "false"
ForwardedValues:
QueryString: "false"
Cookies:
Forward: "all"
ViewerProtocolPolicy: "allow-all"
CustomErrorResponses:
ErrorCode: "404"
ResponsePagePath: "/error-pages/404.html"
ResponseCode: "200"
ErrorCachingMinTTL: "30"
PriceClass: "PriceClass_200"
Restrictions:
GeoRestriction:
RestrictionType: "whitelist"
Locations:
- "AQ"
- "CV"
ViewerCertificate: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true"

AWS::WAF::WebACL ActivatedRule
UpdateWebACL 요청의 ActivatedRule 객체는 삽입하거나 삭제하려는 Rule, WebACL에 있는 Rule의 우
선 순위, 웹 요청이 AWS WAF과 일치할 때 Rule가 수행할 작업(ALLOW, BLOCK 또는 COUNT)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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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을 삽입할지 또는 삭제할지를 지정하려면 WebACLUpdate 데이터 형식에 Action 파라미터를 사용합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 : WafAction (p. 6286),
"Priority" : Integer,
"RuleId" : String

YAML
Action:
WafAction (p. 6286)
Priority: Integer
RuleId: String

Properties
Action
웹 요청이 Rule의 조건과 일치할 경우 Amazon CloudFront 또는 AWS WAF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정합
니다. Action에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ALLOW: CloudFront가 요청된 객체로 응답합니다.
• BLOCK: CloudFront가 HTTP 403(금지) 상태 코드로 응답합니다.
• COUNT: AWS WAF는 규칙의 조건과 일치하는 요청의 카운터를 증가시킨 다음 웹 ACL의 나머지 규칙
을 기반으로 웹 요청을 계속 검사합니다.
ActivatedRule|OverrideAction은 RuleGroup을 WebACL로 업데이트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ActivatedRule|Action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업데이트 요청에는
ActivatedRule|OverrideAction 대신 ActivatedRule|Action이 사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WafAction (p. 628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ority
WebACL의 Rules가 평가되는 순서를 지정합니다. Priority 값이 작은 규칙은 큰 값을 가진 Rules보
다 먼저 평가됩니다. 이 값은 고유한 정수여야 합니다. WebACL에 Rules를 여러 개 추가할 경우 우선순
위 값이 연속 값일 필요는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Id
Rule의 RuleId입니다. RuleId를 사용하여 Rule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Rule을 업데이트하고,
Rule을 WebACL에 삽입하거나 WebACL에서 삭제하고, AWS WAF에서 Rule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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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Id는 CreateRule 및 ListRules에 의해 반환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WebACL WafAction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 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WebACL의 규칙과 연결된 작업의 경우 웹 요청이 규칙의 모든 조건과 일치할 때 AWS WAF가 수행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WebACL의 기본 작업의 경우, 웹 요청이 WebACL의 규칙의 모든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때 AWS
WAF가 수행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String

YAML
Type: String

Properties
Type
AWS WAF가 Rule의 설정과 일치하는 요청에 응답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유효한 설정은 다음과 같습
니다.
• ALLOW: AWS WAF가 요청을 허용함
• BLOCK: AWS WAF가 요청을 차단함
• COUNT: AWS WAF는 규칙의 모든 조건과 일치하는 요청의 카운터를 증가시킵니다. 그런 다음 AWS
WAF는 웹 ACL의 나머지 규칙을 기반으로 웹 요청을 계속 검사합니다. WebACL에 대한 기본 작업에
COUNT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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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ALLOW | BLOCK | COUN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XssMatchSet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 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XssMatchTuple 객체를 포함하는 복합 형식으로, AWS WAF에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검사
할 웹 요청의 부분과, AWS WAF에서 헤더를 검사할 경우 헤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XssMatchSet에
XssMatchTuple 객체가 둘 이상 포함된 경우, 요청의 지정된 부분 중 하나에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있으면 요청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WAF::XssMatchSet",
"Properties" : {
"Name" : String,
"XssMatchTuples" : [ XssMatchTuple (p. 6291), ... ]
}

YAML
Type: AWS::WAF::XssMatchSet
Properties:
Name: String
XssMatchTuples:
- XssMatchTuple (p. 6291)

Properties
Name
XssMatchSet의 이름입니다(있는 경우).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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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sMatchTuples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있는지 검사할 웹 요청 부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XssMatchTuple (p. 6291)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물리적 ID(예: 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있는지 검사할 요청 부분 정의
다음 예에서는 HTTP 요청의 URI 또는 쿼리 문자열에서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을 찾습니다.

JSON
"DetectXSS": {
"Type": "AWS::WAF::XssMatchSet",
"Properties": {
"Name": "XssMatchSet",
"XssMatchTuples": [
{
"FieldToMatch": {
"Type": "URI"
},
"TextTransformation": "NONE"
},
{
"FieldToMatch": {
"Type": "QUERY_STRING"
},
"TextTransformation": "NONE"
}
]
}
}

YAML
DetectXSS:
Type: "AWS::WAF::XssMatchSet"
Properties:
Name: "XssMatchSet"
XssMatchTuples:
FieldToMatch:
Type: "URI"
TextTransformation: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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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ToMatch:
Type: "QUERY_STRING"
TextTransformation: "NONE"

XssMatchSet를 웹 ACL 규칙과 연결
다음 예에서는 DetectXSS 일치 세트를 웹 ACL(액세스 제어 목록) 규칙과 연결합니다.

JSON
"XSSRule" : {
"Type": "AWS::WAF::Rule",
"Properties": {
"Name": "XSSRule",
"MetricName" : "XSSRule",
"Predicates": [
{
"DataId" : { "Ref" : "DetectXSS" },
"Negated" : false,
"Type" : "XssMatch"
}
]
}
}

YAML
XSSRule:
Type: "AWS::WAF::Rule"
Properties:
Name: "XSSRule"
MetricName: "XSSRule"
Predicates:
DataId:
Ref: "DetectXSS"
Negated: false
Type: "XssMatch"

웹 ACL 생성
다음은 XSSRule 규칙을 웹 ACL과 연결하는 예제입니다. 웹 ACL은 HTTP 요청의 URI 또는 쿼리 문자열에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이 포함된 요청을 제외한 모든 요청을 허용합니다.

JSON
"MyWebACL": {
"Type": "AWS::WAF::WebACL",
"Properties": {
"Name": "Web ACL to block cross-site scripting",
"DefaultAction": {
"Type": "ALLOW"
},
"MetricName" : "DetectXSSWebACL",
"Rules": [
{
"Action" : {
"Type" : "BLOCK"
},
"Priority" : 1,
"RuleId" : { "Ref" : "XSSR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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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YAML
MyWebACL:
Type: "AWS::WAF::WebACL"
Properties:
Name: "Web ACL to block cross-site scripting"
DefaultAction:
Type: "ALLOW"
MetricName: "DetectXSSWebACL"
Rules:
Action:
Type: "BLOCK"
Priority: 1
RuleId:
Ref: "XSSRule"

AWS::WAF::XssMatchSet FieldToMatch
지정된 헤더 또는 쿼리 문자열과 같이 검사하려는 웹 요청 부분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 : String,
"Type" : String

YAML
Data: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Data
Type의 값이 HEADER인 경우 AWS WAF가 검색할 헤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User-Agent 또는
Referer). 헤더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Type의 값이 SINGLE_QUERY_ARG인 경우 AWS WAF가 검색할 파라미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UserName 또는 SalesRegion). 파라미터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Type의 값이 다른 값일 경우 Data를 생략하십시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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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AWS WAF가 지정된 문자열을 검색할 웹 요청의 부분을 선택합니다. 검색할 수 있는 요청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HEADER: 지정된 요청 헤더입니다(예: User-Agent 또는 Referer 헤더의 값). 유형을 HEADER로 선
택할 경우 Data에 헤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METHOD: HTTP 메서드는 요청이 오리진에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작업 유형을 나타냅니다. Amazon
CloudFront에서는 다음 메서드를 지원합니다. DELETE, GET, HEAD, OPTIONS, PATCH, POST, PUT
• QUERY_STRING: URL에서 ? 다음에 오는 부분인 쿼리 문자열입니다(있을 경우).
• URI: 리소스를 식별하는 웹 요청의 부분입니다(예: /images/daily-ad.jpg).
• BODY: HTTP 요청 본문으로 웹 서버에 전송할 추가 데이터(예: 양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요청의
부분입니다. 요청 헤더 바로 다음에 오는 요청 본문입니다. 요청 본문의 처음 8192바이트만 검사를 위
해 AWS WAF에 전달됩니다. 본문의 길이를 기준으로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려면 크기 제약 조건
집합을 생성하십시오.
• SINGLE_QUERY_ARG: 검사할 쿼리 문자열의 파라미터입니다(예: UserName 또는 SalesRegion).
SINGLE_QUERY_ARG의 최대 길이는 30자입니다.
• ALL_QUERY_ARGS: SINGLE_QUERY_ARG와 비슷하지만, 하나의 파라미터를 검사하는 대신 AWS
WAF는 쿼리의 모든 파라미터에서 TargetString에 지정된 값 또는 정규식 패턴을 검사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_QUERY_ARGS | BODY | HEADER | METHOD | QUERY_STRING |
SINGLE_QUERY_ARG | URI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XssMatchSet XssMatchTuple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AWS WAF이(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검사하게 할 웹 요청의 부분을 지정합니다. AWS WAF이
(가) 헤더를 검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헤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eldToMatch" : FieldToMatch (p. 6290),
"TextTransformati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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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FieldToMatch:
FieldToMatch (p. 6290)
TextTransformation: String

Properties
FieldToMatch
지정된 헤더 또는 쿼리 문자열과 같이 검사하려는 웹 요청 부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eldToMatch (p. 629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xtTransformation
텍스트 변환을 지정하면 공격자가 AWS WAF를 우회하기 위해 웹 요청에서 사용하는 일부 비정
상적인 서식이 제거됩니다. 변환을 지정하면 AWS WAF는 일치 항목이 있는지 검사하기 전에
FieldToMatch에서 변환을 수행합니다.
단일 유형의 TextTransformation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CMD_LINE
공격자가 운영 체제 명령줄 명령을 삽입하고 비정상적인 서식을 사용하여 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장
하고 있는지 우려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여 다음 변환을 수행합니다.
• 다음 문자를 삭제: \ " ' ^
• 다음 문자 앞에 있는 공백 삭제: / (
• 다음 문자를 공백으로 바꿈: , ;
• 여러 개의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바꿈
• 대문자(A-Z)를 소문자(a-z)로 변환
COMPRESS_WHITE_SPACE
다음 문자를 공백 문자(10진수 32)로 바꾸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 \f, 양식 피드, 10진수 12
• \t, 탭, 10진수 9
• \n, 줄 바꿈, 10진수 10
• \r, 캐리지 리턴, 10진수 13
• \v, 세로 탭, 10진수 11
• 줄 바꿈하지 않는 공백, 10진수 160
COMPRESS_WHITE_SPACE 또한 여러 개의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바꿉니다.
HTML_ENTITY_DECODE
HTML 인코딩 문자를 인코딩되지 않은 문자로 바꾸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HTML_ENTITY_DECODE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ampersand)quot;를 "로 바꿈
• (ampersand)nbsp;를 줄 바꿈하지 않는 공백(십진수 160)으로 바꿉니다.
• (ampersand)lt;를 "미만" 기호로 바꿉니다.
• (ampersand)gt;를 >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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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진수 형식으로 표현된 문자 (ampersand)#xhhhh;를 해당 문자로 바꿈
• 10진수 형식으로 표현된 문자 (ampersand)#nnnn;을 해당 문자로 바꿈
LOWERCASE
대문자(A-Z)를 소문자(a-z)로 변환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URL_DECODE
URL 인코딩 값을 디코딩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NONE
텍스트 변환을 수행하지 않으려면 NONE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MD_LINE | COMPRESS_WHITE_SPACE | HTML_ENTITY_DECODE | LOWERCASE |
NONE | URL_DECOD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WAF Regional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WAFRegional::ByteMatchSet (p. 6293)
• AWS::WAFRegional::GeoMatchSet (p. 6302)
• AWS::WAFRegional::IPSet (p. 6306)
• AWS::WAFRegional::RateBasedRule (p. 6310)
• AWS::WAFRegional::RegexPatternSet (p. 6315)
• AWS::WAFRegional::Rule (p. 6318)
• AWS::WAFRegional::SizeConstraintSet (p. 6321)
• AWS::WAFRegional::SqlInjectionMatchSet (p. 6328)
• AWS::WAFRegional::WebACL (p. 6334)
• AWS::WAFRegional::WebACLAssociation (p. 6339)
• AWS::WAFRegional::XssMatchSet (p. 6341)

AWS::WAFRegional::ByteMatchSet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AWS::WAFRegional::ByteMatchSet 리소스는 검사할 웹 요청의 부분을 식별하는 AWS WAF
ByteMatchSet를 생성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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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WAFRegional::ByteMatchSet",
"Properties" : {
"ByteMatchTuples" : [ ByteMatchTuple (p. 6297), ... ],
"Name" : String
}

YAML
Type: AWS::WAFRegional::ByteMatchSet
Properties:
ByteMatchTuples:
- ByteMatchTuple (p. 6297)
Name: String

Properties
ByteMatchTuples
AWS WAF가 웹 요청에서 검색할 바이트(일반적으로 ASCII 문자와 일치하는 문자열), AWS WAF가 검
색할 요청의 위치 및 기타 설정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yteMatchTuple (p. 629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ByteMatchSet에 대한 기억하기 쉬운 이름 또는 설명 ByteMatchSet를 생성한 후에는 Name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물리적 ID(예: 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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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참조자
다음 예에서는 일치시킬 HTTP 참조자 세트를 정의합니다.

JSON
"BadReferers": {
"Type": "AWS::WAFRegional::ByteMatchSet",
"Properties": {
"Name": "ByteMatch for matching bad HTTP referers",
"ByteMatchTuples": [
{
"FieldToMatch" : {
"Type": "HEADER",
"Data": "referer"
},
"TargetString" : "badrefer1",
"TextTransformation" : "NONE",
"PositionalConstraint" : "CONTAINS"
},
{
"FieldToMatch" : {
"Type": "HEADER",
"Data": "referer"
},
"TargetString" : "badrefer2",
"TextTransformation" : "NONE",
"PositionalConstraint" : "CONTAINS"
}
]
}
}

YAML
BadReferers:
Type: "AWS::WAFRegional::ByteMatchSet"
Properties:
Name: "ByteMatch for matching bad HTTP referers"
ByteMatchTuples:
FieldToMatch:
Type: "HEADER"
Data: "referer"
TargetString: "badrefer1"
TextTransformation: "NONE"
PositionalConstraint: "CONTAINS"
FieldToMatch:
Type: "HEADER"
Data: "referer"
TargetString: "badrefer2"
TextTransformation: "NONE"
PositionalConstraint: "CONTAINS"

ByteMatchSet를 웹 ACL 규칙과 연결
다음 예에서는 BadReferers 바이트 일치 세트를 웹 ACL(액세스 제어 목록) 규칙과 연결합니다.

JSON
"BadReferersRu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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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
"Name": "BadReferersRule",
"MetricName" : "BadReferersRule",
"Predicates": [
{
"DataId" : { "Ref" : "BadReferers" },
"Negated" : false,
"Type" : "ByteMatch"
}
]
}

YAML
BadReferersRule:
Type: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Name: "BadReferersRule"
MetricName: "BadReferersRule"
Predicates:
DataId:
Ref: "BadReferers"
Negated: false
Type: "ByteMatch"

웹 ACL 생성
다음은 BadReferersRule 규칙을 웹 ACL과 연결하는 예제입니다. 웹 ACL은 BadReferersRule 규칙과
일치하는 참조자를 포함하는 요청을 제외한 모든 요청을 허용합니다.

JSON
"MyWebACL": {
"Type": "AWS::WAFRegional::WebACL",
"Properties": {
"Name": "WebACL to block blacklisted IP addresses",
"DefaultAction": {
"Type": "ALLOW"
},
"MetricName" : "MyWebACL",
"Rules": [
{
"Action" : {
"Type" : "BLOCK"
},
"Priority" : 1,
"RuleId" : { "Ref" : "BadReferersRule" }
}
]
}
}

YAML
MyWebACL:
Type: "AWS::WAFRegional::WebACL"
Properties:
Name: "WebACL to block blacklisted IP add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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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Action:
Type: "ALLOW"
MetricName: "MyWebACL"
Rules:
Action:
Type: "BLOCK"
Priority: 1
RuleId:
Ref: "BadReferersRule"

AWS::WAFRegional::ByteMatchSet ByteMatchTuple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AWS WAF가 웹 요청에서 검색할 바이트(일반적으로 ASCII 문자와 일치하는 문자열), AWS WAF가 검색할
요청의 위치 및 기타 설정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eldToMatch" : FieldToMatch (p. 6300),
"PositionalConstraint" : String,
"TargetString" : String,
"TargetStringBase64" : String,
"TextTransformation" : String

YAML
FieldToMatch:
FieldToMatch (p. 6300)
PositionalConstraint: String
TargetString:
String
TargetStringBase64:
String
TextTransformation: String

Properties
FieldToMatch
특정 헤더 또는 쿼리 문자열과 같이 AWS WAF을(를) 통해 검사하려는 웹 요청 부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eldToMatch (p. 63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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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alConstraint
검색하려는 웹 요청의 부분 내에서(예: 쿼리 문자열이 있는 경우 쿼리 문자열에서) AWS WAF가 검색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TAINS
웹 요청에서 지정한 부분에는 TargetString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CONTAINS_WORD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에 TargetString의 값이 포함되어야 하며 TargetString에는 영숫자 문자 또
는 밑줄(A-Z, a-z, 0-9 또는 _)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TargetString]는 하나의 단어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값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TargetString]가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의 값(예: 헤더의 값)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TargetString]가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의 시작 부분에 있고 그 뒤에 영숫자 또는 밑줄(_)을 제외한
다른 문자가 있습니다(예: BadBot;).
• [TargetString]가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의 끝에 있고 그 앞에 영숫자 또는 밑줄(_)을 제외한 다른
문자가 있습니다(예: ;BadBot).
• [TargetString]가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의 중간에 있고 그 앞과 뒤에 영숫자 또는 밑줄(_)을 제외한
다른 문자가 있습니다(예: -BadBot;).
EXACTLY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의 값이 TargetString의 값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STARTS_WITH
TargetString의 값이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의 시작 부분에 있어야 합니다.
ENDS_WITH
TargetString의 값이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의 끝부분에 있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NTAINS | CONTAINS_WORD | ENDS_WITH | EXACTLY | STARTS_WITH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String
AWS WAF에서 검색할 값입니다. AWS WAF는 FieldToMatch에 지정된 엡 요청의 일부로 지정된 문
자열을 검색합니다. 값의 최대 길이는 50바이트입니다.
이 속성 또는 TargetStringBase64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유효한 값은 FieldToMatch에 지정한 값에 따라 다릅니다.
• HEADER: AWS WAF에서 지정한 헤더 요청에서 FieldToMatch가 검색할 값입니다(예: UserAgent 또는 Referer 헤더의 값).
• METHOD: 요청에 지정된 작업 유형을 나타내는 HTTP 메서드.
• QUERY_STRING: ? 문자 다음에 오는 URL 부분인 쿼리 문자열에서 AWS WAF가 검색할 값입니다.
• URI: 리소스를 식별하는 URL 부분에서 AWS WAF가 검색할 값입니다(예: /images/dailyad.jpg).
• BODY: HTTP 요청 본문으로 웹 서버에 전송할 추가 데이터(예: 양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요청의
부분입니다. 요청 헤더 바로 다음에 오는 요청 본문입니다. 요청 본문의 처음 8192바이트만 검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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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AWS WAF에 전달됩니다. 본문의 길이를 기준으로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려면 크기 제약 조건
집합을 생성하십시오.
• SINGLE_QUERY_ARG: 검사할 쿼리 문자열의 파라미터입니다(예: UserName 또는 SalesRegion).
SINGLE_QUERY_ARG의 최대 길이는 30자입니다.
• ALL_QUERY_ARGS: SINGLE_QUERY_ARG와 비슷하지만, 하나의 파라미터를 검사하는 대신 AWS
WAF는 쿼리 문자열 내의 모든 파라미터에서 TargetString에 지정된 값 또는 정규식 패턴을 검사
합니다.
TargetString에 알파벳 문자 A-Z 및 a-z가 포함될 경우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rgetStringBase64
AWS WAF에서 검색하는 base64 인코딩 값입니다. AWS CloudFormation은 이 값을 인코딩 없이 AWS
WAF로 전송합니다.
이 속성 또는 TargetString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AWS WAF에서는 사용자가 FieldToMatch 속성에서 정의한 웹 요청의 특정 부분에서 이 값을 검색합
니다.
유효한 값은 FieldToMatch 속성의 Type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METHOD 유형의 경우
DELETE, GET, HEAD, OPTIONS, PATCH, POST 및 PUT과 같은 HTTP 메서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xtTransformation
텍스트 변환을 지정하면 공격자가 AWS WAF를 우회하기 위해 웹 요청에서 사용하는 일부 비정
상적인 서식이 제거됩니다. 변환을 지정하면 AWS WAF는 일치 항목이 있는지 검사하기 전에
FieldToMatch에서 변환을 수행합니다.
단일 유형의 TextTransformation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CMD_LINE
공격자가 운영 체제 명령줄 명령을 삽입하고 비정상적인 서식을 사용하여 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장
하고 있는지 우려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여 다음 변환을 수행합니다.
• 다음 문자를 삭제: \ " ' ^
• 다음 문자 앞에 있는 공백 삭제: / (
• 다음 문자를 공백으로 바꿈: , ;
• 여러 개의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바꿈
• 대문자(A-Z)를 소문자(a-z)로 변환
COMPRESS_WHITE_SPACE
다음 문자를 공백 문자(10진수 32)로 바꾸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 \f, 양식 피드, 10진수 12
• \t, 탭, 10진수 9
• \n, 줄 바꿈, 10진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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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캐리지 리턴, 10진수 13
• \v, 세로 탭, 10진수 11
• 줄 바꿈하지 않는 공백, 10진수 160
COMPRESS_WHITE_SPACE 또한 여러 개의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바꿉니다.
HTML_ENTITY_DECODE
HTML 인코딩 문자를 인코딩되지 않은 문자로 바꾸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HTML_ENTITY_DECODE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ampersand)quot;를 "로 바꿈
• (ampersand)nbsp;를 줄 바꿈하지 않는 공백(십진수 160)으로 바꿉니다.
• (ampersand)lt;를 "미만" 기호로 바꿉니다.
• (ampersand)gt;를 >로 바꿈
• 16진수 형식으로 표현된 문자 (ampersand)#xhhhh;를 해당 문자로 바꿈
• 10진수 형식으로 표현된 문자 (ampersand)#nnnn;을 해당 문자로 바꿈
LOWERCASE
대문자(A-Z)를 소문자(a-z)로 변환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URL_DECODE
URL 인코딩 값을 디코딩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NONE
텍스트 변환을 수행하지 않으려면 NONE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MD_LINE | COMPRESS_WHITE_SPACE | HTML_ENTITY_DECODE | LOWERCASE |
NONE | URL_DECOD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Regional::ByteMatchSet FieldToMatch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 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TargetString을 찾을 웹 요청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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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 String,
"Type" : String

YAML
Data: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Data
Type의 값이 HEADER인 경우 AWS WAF가 검색할 헤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User-Agent 또는
Referer). 헤더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Type의 값이 SINGLE_QUERY_ARG인 경우 AWS WAF가 검색할 파라미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UserName 또는 SalesRegion). 파라미터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Type의 값이 다른 값일 경우 Data를 생략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AWS WAF가 지정된 문자열을 검색할 웹 요청의 부분을 선택합니다. 검색할 수 있는 요청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HEADER: 지정된 요청 헤더입니다(예: User-Agent 또는 Referer 헤더의 값). 유형을 HEADER로 선
택할 경우 Data에 헤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METHOD: 요청이 오리진에 요청하는 작업 유형을 나타내는 HTTP 메서드입니다.
• QUERY_STRING: URL에서 ? 다음에 오는 부분인 쿼리 문자열입니다(있을 경우).
• URI: 리소스를 식별하는 웹 요청의 부분입니다(예: /images/daily-ad.jpg).
• BODY: HTTP 요청 본문으로 웹 서버에 전송할 추가 데이터(예: 양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요청의
부분입니다. 요청 헤더 바로 다음에 오는 요청 본문입니다. 요청 본문의 처음 8192바이트만 검사를 위
해 AWS WAF에 전달됩니다. 본문의 길이를 기준으로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려면 크기 제약 조건
집합을 생성하십시오.
• SINGLE_QUERY_ARG: 검사할 쿼리 문자열의 파라미터입니다(예: UserName 또는 SalesRegion).
SINGLE_QUERY_ARG의 최대 길이는 30자입니다.
• ALL_QUERY_ARGS: SINGLE_QUERY_ARG와 비슷하지만, 하나의 파라미터를 검사하는 대신 AWS
WAF는 쿼리의 모든 파라미터에서 TargetString에 지정된 값 또는 정규식 패턴을 검사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_QUERY_ARGS | BODY | HEADER | METHOD | QUERY_STRING |
SINGLE_QUERY_ARG | 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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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Regional::GeoMatchSet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 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AWS WAF가 검색할 하나 이상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WAFRegional::GeoMatchSet",
"Properties" : {
"GeoMatchConstraints" : [ GeoMatchConstraint (p. 6305), ... ],
"Name" : String
}

YAML
Type: AWS::WAFRegional::GeoMatchSet
Properties:
GeoMatchConstraints:
- GeoMatchConstraint (p. 6305)
Name: String

Properties
GeoMatchConstraints
AWS WAF에서 검색하려는 국가를 포함하는 GeoMatchConstraint 객체의 배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eoMatchConstraint (p. 630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AWS::WAFRegional::GeoMatchSet (p. 6302)에 대한 기억하기 쉬운 이름 또는 설명 GeoMatchSet를
생성한 후에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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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물리적 ID(예: 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지리적 제약 조건 정의
다음은 웹 ACL(액세스 제어 목록) 규칙에 대한 GeoMatchConstraints 집합을 정의하는 예제입니다.

JSON
"MyGeoConstraints": {
"Type": "AWS::WAFRegional::GeoMatchSet",
"Properties": {
"Name": "GeoMatchSet for restricted countries",
"GeoMatchConstraints": [
{
"Type" : "Country",
"Value" : "AE"
},
{
"Type" : "Country",
"Value" : "ZW"
}
]
}
}

YAML
MyGeoConstraints:
Type: "AWS::WAFRegional::GeoMatchSet"
Properties:
Name: "GeoMatchSet for restricted countries"
GeoMatchConstraints:
Type: "Country"
Value: "AE"
Type: "Country"
Value: "AE"

GeoMatchSet를 웹 ACL 규칙과 연결
다음 예에서는 MyGeoConstraints를 웹 ACL 규칙과 연결합니다.

JSON
"MyGeoMatchRu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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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
"Name": "MyGeoMatchRule",
"MetricName" : "MyGeoMatchRule",
"Predicates": [
{
"DataId" : { "Ref" : "MyGeoConstraints" },
"Negated" : false,
"Type" : "GeoMatch"
}
]
}

YAML
MyGeoMatchRule:
Type: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Name: "MyGeoMatchRule"
MetricName: "MyGeoMatchRule"
Predicates:
DataId:
Ref: "MyGeoConstraints"
Negated: false
Type: "GeoMatch"

웹 ACL 생성
다음 예에서는 MyGeoMatchRule 규칙을 웹 ACL과 연결합니다. 웹 ACL은 MyGeoMatchRule에 정의된 국
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시작되는 요청을 허용합니다.

JSON
"MyWebACL": {
"Type": "AWS::WAFRegional::WebACL",
"Properties": {
"Name": "WebACL to block restricted countries",
"DefaultAction": {
"Type": "ALLOW"
},
"MetricName" : "MyWebACL",
"Rules": [
{
"Action" : {
"Type" : "BLOCK"
},
"Priority" : 1,
"RuleId" : { "Ref" : "MyGeoMatchRule" }
}
]
}
}

YAML
MyWebACL:
Type: "AWS::WAFRegional::WebACL"
Properties:
Name: "WebACL to block restrict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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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Action:
Type: "ALLOW"
MetricName: "MyWebACL"
Rules:
Action:
Type: "BLOCK"
Priority: 1
RuleId:
Ref: "MyGeoMatchRule"

AWS::WAFRegional::GeoMatchSet GeoMatchConstraint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 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AWS WAF가 검색할 웹 요청이 시작되는 국가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String,
"Value" : String

YAML
Typ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Type
AWS WAF가 검색할 지리 영역의 유형입니다. 유일한 유효 값은 국가 Country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untry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AWS WAF에서 검색하려는 국가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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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AD | AE | AF | AG | AI | AL | AM | AO | AQ | AR | AS | AT | AU | AW
| AX | AZ | BA | BB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L | BM | BN | BO
| BQ | BR | BS | BT | BV | BW | BY | BZ | CA | CC | CD | CF | CG | CH | CI
| CK | CL | CM | CN | CO | CR | CU | CV | CW | CX | CY | CZ | DE | DJ | DK
| DM | DO | DZ | EC | EE | EG | EH | ER | ES | ET | FI | FJ | FK | FM | FO
| FR | GA | GB | GD | GE | GF | GG | GH | GI | GL | GM | GN | GP | GQ | GR
| GS | GT | GU | GW | GY | HK | HM | HN | HR | HT | HU | ID | IE | IL | IM
| IN | IO | IQ | IR | IS | IT | JE | JM | JO | JP | KE | KG | KH | KI | KM
| KN | KP | KR | KW | KY | KZ | LA | LB | LC | LI | LK | LR | LS | LT | LU
| LV | LY | MA | MC | MD | ME | MF | MG | MH | MK | ML | MM | MN | MO | MP
| MQ | MR | MS | MT | MU | MV | MW | MX | MY | MZ | NA | NC | NE | NF | NG
| NI | NL | NO | NP | NR | NU | NZ | OM | PA | PE | PF | PG | PH | PK | PL
| PM | PN | PR | PS | PT | PW | PY | QA | RE | RO | RS | RU | RW | SA | SB
| SC | SD | SE | SG | SH | SI | SJ | SK | SL | SM | SN | SO | SR | SS | ST
| SV | SX | SY | SZ | TC | TD | TF | TG | TH | TJ | TK | TL | TM | TN | TO
| TR | TT | TV | TW | TZ | UA | UG | UM | US | UY | UZ | VA | VC | VE | VG |
VI | VN | VU | WF | WS | YE | YT | ZA | ZM | Z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Regional::IPSet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 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CIDR) 표기법으로 지정된 하나 이상의 IP 주소 또는 IP 주소 블록을 포함합
니다. AWS WAF는 IPv4 주소 범위(/8 및 /16~/32의 모든 범위)를 지원합니다. AWS WAF는 IPv6 주소 범위
(/24, /32, /48, /56, /64 및 /128)를 지원합니다.
개별 IP 주소를 지정하려면 네 부분으로 구성된 IP 주소를 지정하고 뒤에 /32를 붙입니다(예: 192.0.2.0/32).
IP 주소 범위를 차단하려면 /8 또는 /16~/32(IPv4의 경우)의 범위 또는 /24, /32, /48, /56, /64, /128(IPv6의 경
우)을 지정하면 됩니다. CIDR 표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래스 없는 도메인 간 라우팅에 대한 Wikipedia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WAFRegional::IPSet",
"Properties" : {
"IPSetDescriptors" : [ IPSetDescriptor (p. 6309), ... ],
"Name" : String
}

YAML
Type: AWS::WAFRegional::IPSet
Properties:
IPSetDescrip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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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SetDescriptor (p. 6309)
Name: String

Properties
IPSetDescriptors
웹 요청이 시작되는 IP 주소 형식(IPV4 또는 IPV6) 및 IP 주소 범위(CIDR 표기법)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PSetDescriptor (p. 6309)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IPSet에 대한 기억하기 쉬운 이름 또는 설명입니다. IPSet를 생성한 후에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
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물리적 ID(예: 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IP 주소 정의
다음 예에서는 웹 ACL(액세스 제어 목록) 규칙에 대한 IP 주소 집합을 정의합니다.

JSON
"MyIPSetBlacklist": {
"Type": "AWS::WAFRegional::IPSet",
"Properties": {
"Name": "IPSet for blacklisted IP adresses",
"IPSetDescriptors": [
{
"Type" : "IPV4",
"Value" : "192.0.2.4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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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ype" : "IPV4",
"Value" : "192.0.7.0/24"

YAML
MyIPSetBlacklist:
Type: "AWS::WAFRegional::IPSet"
Properties:
Name: "IPSet for blacklisted IP adresses"
IPSetDescriptors:
Type: "IPV4"
Value: "192.0.2.44/32"
Type: "IPV4"
Value: "192.0.7.0/24"

IPSet를 웹 ACL 규칙과 연결
다음 예에서는 MyIPSetBlacklist IPSet를 웹 ACL 규칙과 연결합니다.

JSON
"MyIPSetRule" : {
"Type":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
"Name": "MyIPSetRule",
"MetricName" : "MyIPSetRule",
"Predicates": [
{
"DataId" : { "Ref" : "MyIPSetBlacklist" },
"Negated" : false,
"Type" : "IPMatch"
}
]
}
}

YAML
MyIPSetRule:
Type: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Name: "MyIPSetRule"
MetricName: "MyIPSetRule"
Predicates:
DataId:
Ref: "MyIPSetBlacklist"
Negated: false
Type: "IPMatch"

웹 ACL 생성
다음은 MyIPSetRule 규칙을 웹 ACL과 연결하는 예제입니다. 웹 ACL은 MyIPSetRule에 정의된 주소를
제외한 모든 IP 주소에서 시작되는 요청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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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MyWebACL": {
"Type": "AWS::WAFRegional::WebACL",
"Properties": {
"Name": "WebACL to block blacklisted IP addresses",
"DefaultAction": {
"Type": "ALLOW"
},
"MetricName" : "MyWebACL",
"Rules": [
{
"Action" : {
"Type" : "BLOCK"
},
"Priority" : 1,
"RuleId" : { "Ref" : "MyIPSetRule" }
}
]
}
}

YAML
MyWebACL:
Type: "AWS::WAFRegional::WebACL"
Properties:
Name: "WebACL to block blacklisted IP addresses"
DefaultAction:
Type: "ALLOW"
MetricName: "MyWebACL"
Rules:
Action:
Type: "BLOCK"
Priority: 1
RuleId:
Ref: "MyIPSetRule"

AWS::WAFRegional::IPSet IPSetDescriptor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 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웹 요청이 시작되는 IP 주소 유형(IPV4 또는 IPV6)과 IP 주소 범위(CIDR 형식)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String,
"Valu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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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yp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Type
IPV4 또는 IPV6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PV4 | IPV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CIDR 표기법을 사용하여 IPv4 주소를 지정합니다. 예:
• IP 주소 192.0.2.44에서 발생하는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카운트하도록 AWS WAF를 구성하
려면 192.0.2.44/32를 지정합니다.
• IP 주소 192.0.2.0~192.0.2.255에서 발생하는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카운트하도록 AWS
WAF를 구성하려면 192.0.2.0/24를 지정합니다.
CIDR 표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래스 없는 도메인 간 라우팅에 대한 Wikipedia 항목을 참조하십시
오.
CIDR 표기법을 사용하여 IPv6 주소를 지정합니다. 예:
• IP 주소 1111:0000:0000:0000:0000:0000:0000:0111에서 발생하는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카
운트하도록 AWS WAF를 구성하려면 1111:0000:0000:0000:0000:0000:0000:0111/128을
지정합니다.
• IP 주소 1111: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11:0000:0000:0000:ffff:ffff:ffff:ffff
에서 발생하는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카운트하도록 AWS WAF를 구성하려면
1111: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50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Regional::RateBasedRule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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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RateBasedRule은 일반 Rule과 동일하며 추가로 RateBasedRule은 5분마다 지정된 IP 주소로부터 수
신하는 요청 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격자로부터 확인한 최근 요청을 기반으로 다음 조건이 포함된
RateBasedRule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요청이 192.0.2.44에서 나옵니다.
• 요청의 User-Agent 헤더에 BadBot라는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칙에서 비율 제한을 15,000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5분간 15,000개 요청을 초과하는 요청은 웹 ACL에 정의된 대로 규칙의 작
업(차단 또는 허용)을 트리거합니다.
참고로,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 비율 기반 규칙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비율 기반 규칙을
AWS CloudFormation을(를) 통해 웹 ACL에 추가하려면 AWS WAF 콘솔, API 또는 명령줄 인터페이스(CLI)
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pdateWebACL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WAFRegional::RateBasedRule",
"Properties" : {
"MatchPredicates" : [ Predicate (p. 6313), ... ],
"MetricName" : String,
"Name" : String,
"RateKey" : String,
"RateLimit" : Integer
}

YAML
Type: AWS::WAFRegional::RateBasedRule
Properties:
MatchPredicates:
- Predicate (p. 6313)
MetricName: String
Name: String
RateKey: String
RateLimit: Integer

Properties
MatchPredicates
Predicates 객체에는 각 ByteMatchSet의 Predicate 요소 하나, IPSet, 또는 RateBasedRule에
포함시키려는 SqlInjectionMatchSet> 객체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edicate (p. 631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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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icName
RateBasedRule의 지표에 대한 이름입니다. 이름은 최대 길이 128자 및 최소 길이 1자가 가능하며 영
숫자(A-Z, a-z, 0-9)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All' 및 'Default_Action'을 포함하여 AWS WAF에 예약된 공백
또는 지표 이름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RateBasedRule을 생성한 후에는 지표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RateBasedRule에 대한 기억하기 쉬운 이름 또는 설명입니다. RateBasedRule을 생성한 후에는 이름
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ateKey
AWS WAF이(가) 요청이 단일 소스로부터 수신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드
이며, 따라서 비율 모니터링이 적용됩니다. RateKey에 대한 유일한 유효 값은 IP입니다. IP는 동일한
IP 주소에서 나오는 요청이 RateBasedRule에 지정된 RateLimit를 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표시합니
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P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ateLimit
5분 기간 동안 허용되는 요청의 최대 수입니다. 이 항목의 값은RateKey를 통해 지정된 필드의 값과 동
일합니다. 요청 수가 RateLimit를 초과하는 경우 규칙에 지정된 다른 조건자도 일치하면 AWS WAF에
서 이 규칙에 지정된 작업을 트리거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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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물리적 ID(예: 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IPSet를 비율 기반 규칙과 연결
다음 예에서는 MyIPSetBlacklist IPSet 객체를 비율 기반 규칙과 연결합니다.

JSON
"MyIPSetRateBasedRule" : {
"Type": "AWS::WAFRegional::RateBasedRule",
"Properties": {
"Name": "MyIPSetRateBasedRule",
"MetricName" : "MyIPSetRateBasedRule",
"RateKey" : "IP",
"RateLimit" : 8000
"MatchPredicates": [
{
"DataId" : { "Ref" : "MyIPSetBlacklist" },
"Negated" : false,
"Type" : "IPMatch"
}
]
}
}

YAML
MyIPSetRateBasedRule:
Type: "AWS::WAFRegional::RateBasedRule"
Properties:
Name: "MyIPSetRateBasedRule"
MetricName: "MyIPSetRateBasedRule"
RateKey : "IP"
RateLimit : 8000
MatchPredicates:
DataId:
Ref: "MyIPSetBlacklist"
Negated: false
Type: "IPMatch"

AWS::WAFRegional::RateBasedRule Predicate
Rule에 추가하려는 ByteMatchSet, IPSet, SqlInjectionMatchSet, XssMatchSet,
RegexMatchSet, GeoMatchSet 및 SizeConstraintSet 객체를 지정하고, 각 객체에 대해 설정을 무시
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예: IP 주소 192.0.2.44에서 생성되지 않은 요청).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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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DataId" : String,
"Negated" : Boolean,
"Type" : String

YAML
DataId: String
Negated: Boolean
Type: String

Properties
DataId
Rule의 조건자에 대한 고유 식별자입니다(예: ByteMatchSetId 또는 IPSetId). ID는 해당 Create
또는 List 명령을 통해 반환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gated
AWS WAF에서 ByteMatchSet, IPSet, SqlInjectionMatchSet, XssMatchSet,
RegexMatchSet, GeoMatchSet 또는 SizeConstraintSet에 지정된 설정에 따라 요청을 허용하
거나 차단하거나 카운트하도록 하려면 Negated를 False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IPSet에 IP 주소
192.0.2.44가 포함된 경우 AWS WAF는 해당 IP 주소에 따라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합니다.
AWS WAF에서 ByteMatchSet, IPSet, SqlInjectionMatchSet, XssMatchSet,
RegexMatchSet, GeoMatchSet 또는 SizeConstraintSet 설정의 부정을 기반으로 요청을 허용하
거나 차단하도록 하려면 Negated를 True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IPSet에 IP 주소 192.0.2.44가
포함된 경우 AWS WAF는 192.0.2.44를 제외한 모든 IP 주소를 기반으로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
거나 카운트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Rule에 있는 조건자의 유형입니다(예: ByteMatch 또는 IPSet).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yteMatch | GeoMatch | IPMatch | RegexMatch | SizeConstraint |
SqlInjectionMatch | Xss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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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Regional::RegexPatternSet
RegexPatternSet는 AWS WAF에서 검색할 정규 표현식(정규식) 패턴(예: B[a@]dB[o0]t)을 지정합니
다. 그런 다음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도록 AWS WAF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 정규식 패턴 세트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규식 패턴을
AWS CloudFormation을(를) 통해 RegexMatchSet에 추가하려면 AWS WAF 콘솔, API 또는 명령줄 인터페이
스(CL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pdateRegexMatchSet를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WAFRegional::RegexPatternSet",
"Properties" : {
"Name" : String,
"RegexPatternStrings" : [ String, ... ]
}

YAML
Type: AWS::WAFRegional::RegexPatternSet
Properties:
Name: String
RegexPatternStrings:
- String

Properties
Name
AWS::WAFRegional::RegexPatternSet (p. 6315)에 대한 기억하기 쉬운 이름 또는 설명입니다.
RegexPatternSet를 생성한 후에는 Name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gexPatternStrings
AWS WAF에서 검색할 정규 표현식(정규식) 패턴(예: B[a@]dB[o0]t)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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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물리적 ID(예: 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정규 표현식 패턴 정의
다음 예에서는 웹 ACL(액세스 제어 목록) 규칙에 대한 정규 표현식(regex) 패턴을 정의합니다.

JSON
"MyRegexPatternSet": {
"Type": "AWS::WAFRegional::RegexPatternSet",
"Properties": {
"Name": "Regex Pattern Set",
"RegexPatternStrings": ["badbot", "danger"]
}
}

YAML
MyRegexPatternSet:
Type: "AWS::WAFRegional::RegexPatternSet"
Properties:
Name: "Regex Pattern Set"
RegexPatternStrings:
"[B[a@]dB[o0]t"
"D[a@]ng[e3]rStr[i1]ng"

RegexPatternSet를 웹 ACL 규칙과 연결
다음 예에서는 MyRegexPatternSet를 웹 ACL 규칙과 연결합니다.

JSON
"MyRegexRule" : {
"Type":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
"Name": "MyRegexRule",
"MetricName" : "MyRegexRule",
"Predicates": [
{
"DataId" : { "Ref" : "MyRegexPatternSet" },
"Negated" : false,
"Type" : "Regex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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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YAML
MyRegexRule:
Type: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Name: "MyRegexRule"
MetricName: "MyRegexRule"
Predicates:
DataId:
Ref: "MyRegexPatternSet"
Negated: false
Type: "RegexMatch"

웹 ACL 생성
다음 예에서는 MyRegexRule 규칙을 웹 ACL과 연결합니다. 웹 ACL은 MyRegexRule에 정의된 문자열을
포함한 요청을 제외한 요청을 허용합니다.

JSON
"MyWebACL": {
"Type": "AWS::WAFRegional::WebACL",
"Properties": {
"Name": "WebACL to block certain regex strings",
"DefaultAction": {
"Type": "ALLOW"
},
"MetricName" : "MyWebACL",
"Rules": [
{
"Action" : {
"Type" : "BLOCK"
},
"Priority" : 1,
"RuleId" : { "Ref" : "MyRegexRule" }
}
]
}
}

YAML
MyWebACL:
Type: "AWS::WAFRegional::WebACL"
Properties:
Name: "WebACL to block certain regex strings"
DefaultAction:
Type: "ALLOW"
MetricName: "MyWebACL"
Rules:
Action:
Type: "BLOCK"
Priority: 1
Ru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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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MyRegexRule"

AWS::WAFRegional::Rule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허용, 차단 또는 카운트하려는 웹 요청을 식별하는 ByteMatchSet, IPSet 및/또는
SqlInjectionMatchSet 객체의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조건자를 포함하는 Rule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 AWS WAF가 IP 주소 192.0.2.44에서 발생하는 웹 요청을 검색하게 할 IPSet입니다.
• AWS WAF가 User-Agent 헤더의 값이 BadBot인 웹 요청을 검색하게 할 ByteMatchSet입니다.
이 Rule의 설정에 부합시키려면 요청이 192.0.2.44에서 발생해야 하고, 값이 BadBot인 User-Agent를
포함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 {
"MetricName" : String,
"Name" : String,
"Predicates" : [ Predicate (p. 6320), ... ]
}

YAML
Type: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MetricName: String
Name: String
Predicates:
- Predicate (p. 6320)

Properties
MetricName
이 Rule의 지표에 대한 이름입니다. 이름은 최대 길이 128자 및 최소 길이 1자가 가능하며 영숫자(A-Z,
a-z, 0-9)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All’ 및 ‘Default_Action’을 포함하여 AWS WAF에 예약된 공백 또는 지표
이름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Rule를 생성한 후에는 MetricName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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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Rule에 대한 기억하기 쉬운 이름 또는 설명입니다. Rule을 생성한 후에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Predicates
Predicates 객체에는 각 ByteMatchSet의 Predicate 요소 하나, IPSet, 또는 Rule에 포함시키려
는 SqlInjectionMatchSet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Predicate (p. 6320)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물리적 ID(예: 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IPSet를 웹 ACL 규칙과 연결
다음 예에서는 MyIPSetBlacklist IPSet 객체를 웹 ACL 규칙과 연결합니다.

JSON
"MyIPSetRule" : {
"Type":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
"Name": "MyIPSetRule",
"MetricName" : "MyIPSetRule",
"Predicates": [
{
"DataId" : { "Ref" : "MyIPSetBlack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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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egated" : false,
"Type" : "IPMatch"

YAML
MyIPSetRule:
Type: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Name: "MyIPSetRule"
MetricName: "MyIPSetRule"
Predicates:
DataId:
Ref: "MyIPSetBlacklist"
Negated: false
Type: "IPMatch"

AWS::WAFRegional::Rule Predicate
Rule에 추가하려는 ByteMatchSet, IPSet, SqlInjectionMatchSet, XssMatchSet,
RegexMatchSet, GeoMatchSet 및 SizeConstraintSet 객체를 지정하고, 각 객체에 대해 설정을 무시
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예: IP 주소 192.0.2.44에서 생성되지 않은 요청).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Id" : String,
"Negated" : Boolean,
"Type" : String

YAML
DataId: String
Negated: Boolean
Type: String

Properties
DataId
Rule의 조건자에 대한 고유 식별자입니다(예: ByteMatchSetId 또는 IPSetId). ID는 해당 Create
또는 List 명령을 통해 반환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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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egated
AWS WAF에서 ByteMatchSet, IPSet, SqlInjectionMatchSet, XssMatchSet,
RegexMatchSet, GeoMatchSet 또는 SizeConstraintSet에 지정된 설정에 따라 요청을 허용하
거나 차단하거나 카운트하도록 하려면 Negated를 False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IPSet에 IP 주소
192.0.2.44가 포함된 경우 AWS WAF는 해당 IP 주소에 따라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합니다.
AWS WAF에서 ByteMatchSet, IPSet, SqlInjectionMatchSet, XssMatchSet,
RegexMatchSet, GeoMatchSet 또는 SizeConstraintSet 설정의 부정을 기반으로 요청을 허용하
거나 차단하도록 하려면 Negated를 True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IPSet에 IP 주소 192.0.2.44가
포함된 경우 AWS WAF는 192.0.2.44를 제외한 모든 IP 주소를 기반으로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
거나 카운트합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Rule에 있는 조건자의 유형입니다(예: ByteMatch 또는 IPSet).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yteMatch | GeoMatch | IPMatch | RegexMatch | SizeConstraint |
SqlInjectionMatch | XssMatch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Regional::SizeConstraintSet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 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SizeConstraint 객체를 포함하는 복합 형식으로, AWS WAF에서 크기를 검사할 웹 요청의 부분을 지정합
니다. SizeConstraintSet에 SizeConstraint 객체가 둘 이상 포함된 경우, 하나의 제약과 일치하면 요
청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WAFRegional::SizeConstraintSet",
"Properties" : {
"Name" : String,
"SizeConstraints" : [ SizeConstraint (p. 6326), ... ]

API 버전 2010-05-15
632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WAF Regional

}

}

YAML
Type: AWS::WAFRegional::SizeConstraintSet
Properties:
Name: String
SizeConstraints:
- SizeConstraint (p. 6326)

Properties
Name
SizeConstraintSet의 이름입니다(있는 경우).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izeConstraints
크기 제약 및 확인할 웹 요청 부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izeConstraint (p. 6326)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물리적 ID(예: 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크기 제약 정의
다음 예에서는 HTTP 요청 본문이 4096바이트인지 확인합니다.

JSON
"MySizeConstraint": {
"Type": "AWS::WAFRegional::SizeConstraint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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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Name": "SizeConstraints",
"SizeConstraints": [
{
"ComparisonOperator": "EQ",
"FieldToMatch": {
"Type": "BODY"
},
"Size": "4096",
"TextTransformation": "NONE"
}
]
}

YAML
MySizeConstraint:
Type: "AWS::WAFRegional::SizeConstraintSet"
Properties:
Name: "SizeConstraints"
SizeConstraints:
ComparisonOperator: "EQ"
FieldToMatch:
Type: "BODY"
Size: "4096"
TextTransformation: "NONE"

SizeConstraintSet를 웹 ACL 규칙과 연결
다음 예에서는 MySizeConstraint 객체를 웹 ACL 규칙과 연결합니다.

JSON
"SizeConstraintRule" : {
"Type":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
"Name": "SizeConstraintRule",
"MetricName" : "SizeConstraintRule",
"Predicates": [
{
"DataId" : { "Ref" : "MySizeConstraint" },
"Negated" : false,
"Type" : "SizeConstraint"
}
]
}
}

YAML
SizeConstraintRule:
Type: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Name: "SizeConstraintRule"
MetricName: "SizeConstraintRule"
Predicates:
DataId:
Ref: "MySize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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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ed: false
Type: "SizeConstraint"

웹 ACL 생성
다음은 SizeConstraintRule 규칙을 웹 ACL과 연결하는 예제입니다. 이 웹 ACL은 본문 크기가 4096바
이트인 요청을 제외한 모든 요청을 차단합니다.

JSON
"MyWebACL": {
"Type": "AWS::WAFRegional::WebACL",
"Properties": {
"Name": "Web ACL to allow requests with a specific size",
"DefaultAction": {
"Type": "BLOCK"
},
"MetricName" : "SizeConstraintWebACL",
"Rules": [
{
"Action" : {
"Type" : "ALLOW"
},
"Priority" : 1,
"RuleId" : { "Ref" : "SizeConstraintRule" }
}
]
}
}

YAML
MyWebACL:
Type: "AWS::WAFRegional::WebACL"
Properties:
Name: "Web ACL to allow requests with a specific size"
DefaultAction:
Type: "BLOCK"
MetricName: "SizeConstraintWebACL"
Rules:
Action:
Type: "ALLOW"
Priority: 1
RuleId:
Ref: "SizeConstraintRule"

AWS::WAFRegional::SizeConstraintSet FieldToMatch
특정 헤더 또는 쿼리 문자열과 같이 AWS WAF을(를) 통해 검사하려는 웹 요청 부분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Data" : String,
"Typ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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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Data: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Data
Type의 값이 HEADER인 경우 AWS WAF가 검색할 헤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User-Agent 또는
Referer). 헤더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Type의 값이 SINGLE_QUERY_ARG인 경우 AWS WAF가 검색할 파라미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UserName 또는 SalesRegion). 파라미터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Type의 값이 다른 값일 경우 Data를 생략하십시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AWS WAF가 지정된 문자열을 검색할 웹 요청의 부분을 선택합니다. 검색할 수 있는 요청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HEADER: 지정된 요청 헤더입니다(예: User-Agent 또는 Referer 헤더의 값). 유형을 HEADER로 선
택할 경우 Data에 헤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METHOD: 요청이 오리진에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작업 유형을 나타내는 HTTP 메서드입니다.
• QUERY_STRING: URL에서 ? 다음에 오는 부분인 쿼리 문자열입니다(있을 경우).
• URI: 리소스를 식별하는 웹 요청의 부분입니다(예: /images/daily-ad.jpg).
• BODY: HTTP 요청 본문으로 웹 서버에 전송할 추가 데이터(예: 양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요청의
부분입니다. 요청 헤더 바로 다음에 오는 요청 본문입니다. 요청 본문의 처음 8192바이트만 검사를 위
해 AWS WAF에 전달됩니다. 본문의 길이를 기준으로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려면 크기 제약 조건
집합을 생성하십시오.
• SINGLE_QUERY_ARG: 검사할 쿼리 문자열의 파라미터입니다(예: UserName 또는 SalesRegion).
SINGLE_QUERY_ARG의 최대 길이는 30자입니다.
• ALL_QUERY_ARGS: SINGLE_QUERY_ARG와 비슷하지만, 하나의 파라미터를 검사하는 대신 AWS
WAF는 쿼리의 모든 파라미터에서 TargetString에 지정된 값 또는 정규식 패턴을 검사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_QUERY_ARGS | BODY | HEADER | METHOD | QUERY_STRING |
SINGLE_QUERY_ARG | URI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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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WAFRegional::SizeConstraintSet SizeConstraint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웹 요청의 부분 크기에 대한 제약을 지정합니다. AWS WAF은(는) Size, ComparisonOperator 및
FieldToMatch를 사용하여 'Size ComparisonOperator size in bytes of FieldToMatch' 형태의 표현식
을 작성합니다. 이 표현식이 true이면 SizeConstraint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parisonOperator" : String,
"FieldToMatch" : FieldToMatch (p. 6324),
"Size" : Integer,
"TextTransformation" : String

YAML
ComparisonOperator: String
FieldToMatch:
FieldToMatch (p. 6324)
Size: Integer
TextTransformation: String

Properties
ComparisonOperator
AWS WAF에서 수행하려는 비교의 유형입니다. AWS WAF은(는) 이 속성과 제공된 Size 및
FieldToMatch를 사용하여 'Size ComparisonOperator size in bytes of FieldToMatch' 형태의 표
현식을 작성합니다. 이 표현식이 true이면 SizeConstraint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Q: Size가 FieldToMatch의 크기와 같을 경우 사용됩니다.
NE: Size가 FieldToMatch의 크기와 같지 않을 경우 사용됩니다.
LE: Size가 FieldToMatch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사용됩니다.
LT: Size가 FieldToMatch의 크기보다 작을 경우 사용됩니다.
GE: Size가 FieldToMatch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사용됩니다.
GT: Size가 FieldToMatch의 크기보다 클 경우 사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Q | GE | GT | LE | LT |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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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ToMatch
특정 헤더 또는 쿼리 문자열과 같이 AWS WAF을(를) 통해 검사하려는 웹 요청 부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eldToMatch (p. 632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ze
AWS WAF에서 지정된 FieldToMatch의 크기와 비교할 때 사용할 바이트 크기입니다.
AWS WAF은(는) 이 속성과 ComparisonOperator 및 FieldToMatch를 사용하여 'Size
ComparisonOperator size in bytes of FieldToMatch' 형태의 표현식을 작성합니다. 이 표현식이
true이면 SizeConstraint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크기의 유효한 값은 0 - 21474836480바이트(0 - 20GB)입니다.
Type의 값에 URI를 지정하는 경우 지정한 URI 경로의 /는 문자 1개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URI /
logo.jpg는 9자 길이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xtTransformation
텍스트 변환을 지정하면 공격자가 AWS WAF를 우회하기 위해 웹 요청에서 사용하는 일부 비정상적인
서식이 제거됩니다. 변환을 지정하면 FieldToMatch가 웹 요청에 일치 항목이 있는지 검사하기 전에
AWS WAF가 파라미터 변환을 수행합니다.
단일 유형의 TextTransformation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Type 값에 BODY를 선택하는 경우 API 게이트웨이 API 또는 Application Load Balancer가 검사를 위해
처음 8192바이트만 전달하므로 TextTransformation에 NONE을 선택해야 합니다.
NONE
텍스트 변환을 수행하지 않으려면 NONE을 지정합니다.
CMD_LINE
공격자가 운영 체제 명령줄 명령을 삽입하고 비정상적인 서식을 사용하여 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장
하고 있는지 우려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여 다음 변환을 수행합니다.
• 다음 문자를 삭제: \ " ' ^
• 다음 문자 앞에 있는 공백 삭제: / (
• 다음 문자를 공백으로 바꿈: , ;
• 여러 개의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바꿈
• 대문자(A-Z)를 소문자(a-z)로 변환
COMPRESS_WHITE_SPACE
다음 문자를 공백 문자(10진수 32)로 바꾸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 \f, 양식 피드, 10진수 12
• \t, 탭, 10진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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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줄 바꿈, 10진수 10
• \r, 캐리지 리턴, 10진수 13
• \v, 세로 탭, 10진수 11
• 줄 바꿈하지 않는 공백, 10진수 160
COMPRESS_WHITE_SPACE 또한 여러 개의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바꿉니다.
HTML_ENTITY_DECODE
HTML 인코딩 문자를 인코딩되지 않은 문자로 바꾸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HTML_ENTITY_DECODE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ampersand)quot;를 "로 바꿈
• (ampersand)nbsp;를 줄 바꿈하지 않는 공백(십진수 160)으로 바꿉니다.
• (ampersand)lt;를 "미만" 기호로 바꿉니다.
• (ampersand)gt;를 >로 바꿈
• 16진수 형식으로 표현된 문자 (ampersand)#xhhhh;를 해당 문자로 바꿈
• 10진수 형식으로 표현된 문자 (ampersand)#nnnn;을 해당 문자로 바꿈
LOWERCASE
대문자(A-Z)를 소문자(a-z)로 변환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URL_DECODE
URL 인코딩 값을 디코딩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MD_LINE | COMPRESS_WHITE_SPACE | HTML_ENTITY_DECODE | LOWERCASE |
NONE | URL_DECOD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Regional::SqlInjectionMatchSet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 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SqlInjectionMatchTuple 객체를 포함하는 복합 형식으로, AWS WAF에서 악성 SQL 코드 조
각을 검사할 웹 요청의 부분과, AWS WAF에서 헤더를 검사할 경우 헤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SqlInjectionMatchSet에 SqlInjectionMatchTuple 객체가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요청의 지
정된 부분 중 하나에 SQL 코드 조각을 포함하면 요청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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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WAFRegional::SqlInjectionMatchSet",
"Properties" : {
"Name" : String,
"SqlInjectionMatchTuples" : [ SqlInjectionMatchTuple (p. 6333), ... ]
}

YAML
Type: AWS::WAFRegional::SqlInjectionMatchSet
Properties:
Name: String
SqlInjectionMatchTuples:
- SqlInjectionMatchTuple (p. 6333)

Properties
Name
SqlInjectionMatchSet의 이름입니다(있는 경우).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qlInjectionMatchTuples
악성 SQL 코드 조각이 있는지 검사할 웹 요청의 부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qlInjectionMatchTuple (p. 633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물리적 ID(예: 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SQL 명령어 주입 찾기
다음 예에서는 HTTP 요청의 쿼리 문자열에서 SQL 코드의 코드 조각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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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SqlInjDetection": {
"Type": "AWS::WAFRegional::SqlInjectionMatchSet",
"Properties": {
"Name": "Find SQL injections in the query string",
"SqlInjectionMatchTuples": [
{
"FieldToMatch" : {
"Type": "QUERY_STRING"
},
"TextTransformation" : "URL_DECODE"
}
]
}
}

YAML
SqlInjDetection:
Type: "AWS::WAFRegional::SqlInjectionMatchSet"
Properties:
Name: "Find SQL injections in the query string"
SqlInjectionMatchTuples:
FieldToMatch:
Type: "QUERY_STRING"
TextTransformation: "URL_DECODE"

SQL 명령어 주입 일치 세트를 웹 ACL 규칙과 연결
다음 예에서는 SqlInjDetection 일치 세트를 웹 ACL(액세스 제어 목록) 규칙과 연결합니다.

JSON
"SqlInjRule" : {
"Type":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
"Name": "SqlInjRule",
"MetricName" : "SqlInjRule",
"Predicates": [
{
"DataId" : { "Ref" : "SqlInjDetection" },
"Negated" : false,
"Type" : "SqlInjectionMatch"
}
]
}
}

YAML
SqlInjRule:
Type: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Name: "SqlInjRule"
MetricName: "SqlInjRule"
Predicates:
DataId:
Ref: "SqlInj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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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ed: false
Type: "SqlInjectionMatch"

웹 ACL 생성
다음은 SqlInjRule 규칙을 웹 ACL과 연결하는 예제입니다. 웹 ACL는 요청의 쿼리 문자열에 SQL 코드가
포함된 요청을 제외한 모든 요청을 허용합니다.

JSON
"MyWebACL": {
"Type": "AWS::WAFRegional::WebACL",
"Properties": {
"Name": "Web ACL to block SQL injection in the query string",
"DefaultAction": {
"Type": "ALLOW"
},
"MetricName" : "SqlInjWebACL",
"Rules": [
{
"Action" : {
"Type" : "BLOCK"
},
"Priority" : 1,
"RuleId" : { "Ref" : "SqlInjRule" }
}
]
}
}

YAML
MyWebACL:
Type: "AWS::WAFRegional::WebACL"
Properties:
Name: "Web ACL to block SQL injection in the query string"
DefaultAction:
Type: "ALLOW"
MetricName: "SqlInjWebACL"
Rules:
Action:
Type: "BLOCK"
Priority: 1
RuleId:
Ref: "SqlInjRule"

AWS::WAFRegional::SqlInjectionMatchSet FieldToMatch
특정 헤더 또는 쿼리 문자열과 같이 AWS WAF을(를) 통해 검사하려는 웹 요청 부분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Data" : String,
"Typ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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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Data: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Data
Type의 값이 HEADER인 경우 AWS WAF가 검색할 헤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User-Agent 또는
Referer). 헤더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Type의 값이 SINGLE_QUERY_ARG인 경우 AWS WAF가 검색할 파라미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UserName 또는 SalesRegion). 파라미터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Type의 값이 다른 값일 경우 Data를 생략하십시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AWS WAF가 지정된 문자열을 검색할 웹 요청의 부분을 선택합니다. 검색할 수 있는 요청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HEADER: 지정된 요청 헤더입니다(예: User-Agent 또는 Referer 헤더의 값). 유형을 HEADER로 선
택할 경우 Data에 헤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METHOD: 요청이 오리진에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작업 유형을 나타내는 HTTP 메서드입니다.
• QUERY_STRING: URL에서 ? 다음에 오는 부분인 쿼리 문자열입니다(있을 경우).
• URI: 리소스를 식별하는 웹 요청의 부분입니다(예: /images/daily-ad.jpg).
• BODY: HTTP 요청 본문으로 웹 서버에 전송할 추가 데이터(예: 양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요청의
부분입니다. 요청 헤더 바로 다음에 오는 요청 본문입니다. 요청 본문의 처음 8192바이트만 검사를 위
해 AWS WAF에 전달됩니다. 본문의 길이를 기준으로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려면 크기 제약 조건
집합을 생성하십시오.
• SINGLE_QUERY_ARG: 검사할 쿼리 문자열의 파라미터입니다(예: UserName 또는 SalesRegion).
SINGLE_QUERY_ARG의 최대 길이는 30자입니다.
• ALL_QUERY_ARGS: SINGLE_QUERY_ARG와 비슷하지만, 하나의 파라미터를 검사하는 대신 AWS
WAF는 쿼리의 모든 파라미터에서 TargetString에 지정된 값 또는 정규식 패턴을 검사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_QUERY_ARGS | BODY | HEADER | METHOD | QUERY_STRING |
SINGLE_QUERY_ARG | URI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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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WAFRegional::SqlInjectionMatchSet SqlInjectionMatchTuple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AWS WAF이(가) 악성 SQL 코드의 코드 조각을 검사하게 할 웹 요청의 부분을 지정합니다. AWS WAF이(가)
헤더를 검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헤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eldToMatch" : FieldToMatch (p. 6331),
"TextTransformation" : String

YAML
FieldToMatch:
FieldToMatch (p. 6331)
TextTransformation: String

Properties
FieldToMatch
특정 헤더 또는 쿼리 문자열과 같이 AWS WAF을(를) 통해 검사하려는 웹 요청 부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eldToMatch (p. 633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xtTransformation
텍스트 변환을 지정하면 공격자가 AWS WAF를 우회하기 위해 웹 요청에서 사용하는 일부 비정
상적인 서식이 제거됩니다. 변환을 지정하면 AWS WAF는 일치 항목이 있는지 검사하기 전에
FieldToMatch에서 변환을 수행합니다.
단일 유형의 TextTransformation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CMD_LINE
공격자가 운영 체제 명령줄 명령을 삽입하고 비정상적인 서식을 사용하여 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장
하고 있는지 우려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여 다음 변환을 수행합니다.
• 다음 문자를 삭제: \ " ' ^
• 다음 문자 앞에 있는 공백 삭제: / (
• 다음 문자를 공백으로 바꿈: , ;
• 여러 개의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바꿈
• 대문자(A-Z)를 소문자(a-z)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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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_WHITE_SPACE
다음 문자를 공백 문자(10진수 32)로 바꾸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 \f, 양식 피드, 10진수 12
• \t, 탭, 10진수 9
• \n, 줄 바꿈, 10진수 10
• \r, 캐리지 리턴, 10진수 13
• \v, 세로 탭, 10진수 11
• 줄 바꿈하지 않는 공백, 10진수 160
COMPRESS_WHITE_SPACE 또한 여러 개의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바꿉니다.
HTML_ENTITY_DECODE
HTML 인코딩 문자를 인코딩되지 않은 문자로 바꾸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HTML_ENTITY_DECODE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ampersand)quot;를 "로 바꿈
• (ampersand)nbsp;를 줄 바꿈하지 않는 공백(십진수 160)으로 바꿉니다.
• (ampersand)lt;를 "미만" 기호로 바꿉니다.
• (ampersand)gt;를 >로 바꿈
• 16진수 형식으로 표현된 문자 (ampersand)#xhhhh;를 해당 문자로 바꿈
• 10진수 형식으로 표현된 문자 (ampersand)#nnnn;을 해당 문자로 바꿈
LOWERCASE
대문자(A-Z)를 소문자(a-z)로 변환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URL_DECODE
URL 인코딩 값을 디코딩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NONE
텍스트 변환을 수행하지 않으려면 NONE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MD_LINE | COMPRESS_WHITE_SPACE | HTML_ENTITY_DECODE | LOWERCASE |
NONE | URL_DECOD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Regional::WebACL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허용, 차단 또는 카운트하려는 요청을 식별하는 Rules를 포함합니다. WebACL에서 기본 작업(ALLOW 또는
BLOCK)과 WebACL에 추가하는 각 Rule의 작업도 지정합니다(예: 지정된 IP 주소의 요청 차단 또는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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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자의 요청 차단). WebACL에 Rule을 둘 이상 추가하는 경우,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카운트하려
면 사양 중 하나와 일치해야 합니다.
AWS WAF에서 필터링할 요청을 식별하려면 WebACL을 API 게이트웨이 API 또는 Application Load
Balancer에 연결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WAFRegional::WebACL",
"Properties" : {
"DefaultAction" : Action (p. 6337),
"MetricName" : String,
"Name" : String,
"Rules" : [ Rule (p. 6338), ... ]
}

YAML
Type: AWS::WAFRegional::WebACL
Properties:
DefaultAction:
Action (p. 6337)
MetricName: String
Name: String
Rules:
- Rule (p. 6338)

Properties
DefaultAction
WebACL에 포함된 Rules 중 어느 것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행할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WafAction
객체로 지정됩니다.
Required: 예
Type: Action (p. 633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Name
이 WebACL의 지표에 대한 이름입니다. 이름은 최대 길이 128자 및 최소 길이 1자가 가능하며 영숫자(AZ, a-z, 0-9)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All’ 및 ‘Default_Action’을 포함하여 AWS WAF에 예약된 공백 또는
지표 이름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WebACL를 생성한 후에는 MetricName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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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Name
WebACL에 대한 기억하기 쉬운 이름 또는 설명입니다. WebACL을 생성한 후에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
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ules
WebACL의 각 Rule의 작업, Rule의 우선 순위, Rule의 ID를 포함하는 어레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ule (p. 633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예: 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웹 ACL 생성
다음 예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웹 요청을 허용하는 웹 ACL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요청이 특정 규칙과 일
치하는 경우 AWS WAF에서 요청을 차단합니다. AWS WAF에서는 가장 낮은 값으로 시작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각 규칙을 평가합니다.

JSON
"MyWebACL": {
"Type": "AWS::WAFRegional::WebACL",
"Properties": {
"Name": "WebACL to with three rules",
"DefaultAction": {
"Type": "ALLOW"
},
"MetricName" : "MyWebACL",
"Rules": [
{
"Action" : {
"Type" : "BL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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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 1,
"RuleId" : { "Ref" : "MyRule" }

},
{

"Action" :
"Type" :
},
"Priority"
"RuleId" :

{
"BLOCK"

"Action" :
"Type" :
},
"Priority"
"RuleId" :

{
"BLOCK"

},
{

}

}

]

}

: 2,
{ "Ref" : "BadReferersRule" }

: 3,
{ "Ref" : "SqlInjRule" }

YAML
MyWebACL:
Type: "AWS::WAFRegional::WebACL"
Properties:
Name: "WebACL to with three rules"
DefaultAction:
Type: "ALLOW"
MetricName: "MyWebACL"
Rules:
Action:
Type: "BLOCK"
Priority: 1
RuleId:
Ref: "MyRule"
Action:
Type: "BLOCK"
Priority: 2
RuleId:
Ref: "BadReferersRule"
Action:
Type: "BLOCK"
Priority: 3
RuleId:
Ref: "SqlInjRule"

AWS::WAFRegional::WebACL Action
웹 요청이 모든 규칙 조건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때 AWS WAF가 수행하는 작업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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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ype: String

Properties
Type
여러 작업이 하나의 규칙과 연결되는 경우 웹 요청이 규칙의 모든 조건과 일치할 때 AWS WAF에서 수행
되는 작업입니다.
웹 액세스 제어 목록(ACL)의 기본 작업의 경우 웹 요청이 규칙의 모든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때 AWS
WAF에서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유효한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LLOW: AWS WAF가 요청을 허용함
• BLOCK: AWS WAF가 요청을 차단함
• COUNT: AWS WAF는 규칙의 모든 조건과 일치하는 요청의 카운터를 증가시킵니다. 그런 다음 AWS
WAF는 웹 ACL의 나머지 규칙을 기반으로 웹 요청을 계속 검사합니다. WebACL에 대한 기본 작업에
COUNT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Regional::WebACL Rule
허용, 차단 또는 카운트하려는 웹 요청을 식별하는 ByteMatchSet, IPSet 및/또는
SqlInjectionMatchSet 객체의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조건자를 포함하는 Rule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 AWS WAF가 IP 주소 192.0.2.44에서 발생하는 웹 요청을 검색하게 할 IPSet입니다.
• AWS WAF가 User-Agent 헤더의 값이 BadBot인 웹 요청을 검색하게 할 ByteMatchSet입니다.
이 Rule의 설정에 부합시키려면 요청이 192.0.2.44에서 발생해야 하고, 값이 BadBot인 User-Agent를
포함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 : Action (p. 6337),
"Priority" : Integer,
"RuleId" : String

YAM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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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p. 6337)
Priority: Integer
RuleId: String

Properties
Action
웹 요청이 규칙의 모든 조건(예: 요청 허용, 차단 또는 카운트)과 일치하는 경우에 AWS WAF가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Required: 예
Type: Action (p. 633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ority
AWS WAF에서 웹 ACL에서 규칙을 평가하는 순서입니다. AWS WAF에서는 낮은 값을 가진 규칙을 높
은 값을 가진 규칙보다 먼저 평가합니다. 이 값은 고유한 정수여야 합니다. 웹 ACL에 여러 규칙이 있는
경우 우선 순위 번호가 연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Id
웹 ACL에 연결할 AWS WAF 리전 규칙의 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Regional::WebACLAssociation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AWS::WAFRegional::WebACLAssociation 리소스는 AWS WAF Regional 웹 액세스 제어 그룹(ACL)을 리소
스에 연결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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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Type" : "AWS::WAFRegional::WebACLAssociation",
"Properties" : {
"ResourceArn" : String,
"WebACLId" : String
}

YAML
Type: AWS::WAFRegional::WebACLAssociation
Properties:
ResourceArn: String
WebACLId: String

Properties
ResourceArn
웹 ACL을 사용하여 보호할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WebACLId
웹 ACL의 고유 식별자(ID)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예제
Application Load Balancer 리소스를 웹 ACL와 연결
다음 예에서는 Application Load Balancer 리소스를 웹 ACL과 연결합니다.

JSON
"MyWebACLAssociation": {
"Type": "AWS::WAFRegional::WebACLAssociation",
"Properties": {
"ResourceArn": { "Ref": "MyLoadBalancer" },
"WebACLId": { "Ref": "MyWebACL" }
}
}

YAML
MyWebACL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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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WAFRegional::WebACLAssociation"
Properties:
ResourceArn:
Ref: MyLoadBalancer
WebACLId:
Ref: MyWebACL

AWS::WAFRegional::XssMatchSet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 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XssMatchTuple 객체를 포함하는 복합 형식으로, AWS WAF에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검사
할 웹 요청의 부분과, AWS WAF에서 헤더를 검사할 경우 헤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XssMatchSet에
XssMatchTuple 객체가 둘 이상 포함된 경우, 요청의 지정된 부분 중 하나에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있으면 요청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WAFRegional::XssMatchSet",
"Properties" : {
"Name" : String,
"XssMatchTuples" : [ XssMatchTuple (p. 6345), ... ]
}

YAML
Type: AWS::WAFRegional::XssMatchSet
Properties:
Name: String
XssMatchTuples:
- XssMatchTuple (p. 6345)

Properties
Name
XssMatchSet의 이름입니다(있는 경우).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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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Replacement
XssMatchTuples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있는지 검사할 웹 요청 부분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XssMatchTuple (p. 6345)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물리적 ID(예: 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예제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있는지 검사할 요청 부분 정의
다음 예에서는 HTTP 요청의 URI 또는 쿼리 문자열에서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을 찾습니다.

JSON
"DetectXSS": {
"Type": "AWS::WAFRegional::XssMatchSet",
"Properties": {
"Name": "XssMatchSet",
"XssMatchTuples": [
{
"FieldToMatch": {
"Type": "URI"
},
"TextTransformation": "NONE"
},
{
"FieldToMatch": {
"Type": "QUERY_STRING"
},
"TextTransformation": "NONE"
}
]
}
}

YAML
DetectXSS:
Type: "AWS::WAFRegional::XssMatchSet"
Properties:
Name: "XssMatchSet"
XssMatchTuples:
FieldToMatch:
Type: "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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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Transformation: "NONE"
FieldToMatch:
Type: "QUERY_STRING"
TextTransformation: "NONE"

XssMatchSet를 웹 ACL 규칙과 연결
다음 예에서는 DetectXSS 일치 세트를 웹 ACL(액세스 제어 목록) 규칙과 연결합니다.

JSON
"XSSRule" : {
"Type":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
"Name": "XSSRule",
"MetricName" : "XSSRule",
"Predicates": [
{
"DataId" : { "Ref" : "DetectXSS" },
"Negated" : false,
"Type" : "XssMatch"
}
]
}
}

YAML
XSSRule:
Type: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Name: "XSSRule"
MetricName: "XSSRule"
Predicates:
DataId:
Ref: "DetectXSS"
Negated: false
Type: "XssMatch"

웹 ACL 생성
다음은 XSSRule 규칙을 웹 ACL과 연결하는 예제입니다. 웹 ACL은 HTTP 요청의 URI 또는 쿼리 문자열에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이 포함된 요청을 제외한 모든 요청을 허용합니다.

JSON
"MyWebACL": {
"Type": "AWS::WAFRegional::WebACL",
"Properties": {
"Name": "Web ACL to block cross-site scripting",
"DefaultAction": {
"Type": "ALLOW"
},
"MetricName" : "DetectXSSWebACL",
"Rules": [
{
"Action" : {
"Type" : "BL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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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Priority" : 1,
"RuleId" : { "Ref" : "XSSRule" }

YAML
MyWebACL:
Type: "AWS::WAFRegional::WebACL"
Properties:
Name: "Web ACL to block cross-site scripting"
DefaultAction:
Type: "ALLOW"
MetricName: "DetectXSSWebACL"
Rules:
Action:
Type: "BLOCK"
Priority: 1
RuleId:
Ref: "XSSRule"

AWS::WAFRegional::XssMatchSet FieldToMatch
특정 헤더 또는 쿼리 문자열과 같이 AWS WAF을(를) 통해 검사하려는 웹 요청 부분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Data" : String,
"Type" : String

YAML
Data: String
Type: String

Properties
Data
Type의 값이 HEADER인 경우 AWS WAF가 검색할 헤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User-Agent 또는
Referer). 헤더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Type의 값이 SINGLE_QUERY_ARG인 경우 AWS WAF가 검색할 파라미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UserName 또는 SalesRegion). 파라미터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Type의 값이 다른 값일 경우 Data를 생략하십시오.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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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AWS WAF가 지정된 문자열을 검색할 웹 요청의 부분을 선택합니다. 검색할 수 있는 요청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HEADER: 지정된 요청 헤더입니다(예: User-Agent 또는 Referer 헤더의 값). 유형을 HEADER로 선
택할 경우 Data에 헤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METHOD: 요청이 오리진에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작업 유형을 나타내는 HTTP 메서드입니다.
• QUERY_STRING: URL에서 ? 다음에 오는 부분인 쿼리 문자열입니다(있을 경우).
• URI: 리소스를 식별하는 웹 요청의 부분입니다(예: /images/daily-ad.jpg).
• BODY: HTTP 요청 본문으로 웹 서버에 전송할 추가 데이터(예: 양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요청의
부분입니다. 요청 헤더 바로 다음에 오는 요청 본문입니다. 요청 본문의 처음 8192바이트만 검사를 위
해 AWS WAF에 전달됩니다. 본문의 길이를 기준으로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려면 크기 제약 조건
집합을 생성하십시오.
• SINGLE_QUERY_ARG: 검사할 쿼리 문자열의 파라미터입니다(예: UserName 또는 SalesRegion).
SINGLE_QUERY_ARG의 최대 길이는 30자입니다.
• ALL_QUERY_ARGS: SINGLE_QUERY_ARG와 비슷하지만, 하나의 파라미터를 검사하는 대신 AWS
WAF는 쿼리의 모든 파라미터에서 TargetString에 지정된 값 또는 정규식 패턴을 검사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_QUERY_ARGS | BODY | HEADER | METHOD | QUERY_STRING |
SINGLE_QUERY_ARG | URI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Regional::XssMatchSet XssMatchTuple
Note
이 문서는 AWS WAF Classic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Classic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의 경우 AWS WAFV2 API를 사용하고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최신 버전의 AWS WAF에는 리전 및 글로벌 사용을 위한 단일 엔드포인트 세트가 있습니다.
AWS WAF이(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검사하게 할 웹 요청의 부분을 지정합니다. AWS WAF이
(가) 헤더를 검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헤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eldToMatch" : FieldToMatch (p. 6344),
"TextTransformation"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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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FieldToMatch:
FieldToMatch (p. 6344)
TextTransformation: String

Properties
FieldToMatch
지정된 헤더 또는 쿼리 문자열과 같이 AWS WAF을(를) 통해 검사하려는 웹 요청 부분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eldToMatch (p. 634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xtTransformation
텍스트 변환을 지정하면 공격자가 AWS WAF를 우회하기 위해 웹 요청에서 사용하는 일부 비정
상적인 서식이 제거됩니다. 변환을 지정하면 AWS WAF는 일치 항목이 있는지 검사하기 전에
FieldToMatch에서 변환을 수행합니다.
단일 유형의 TextTransformation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CMD_LINE
공격자가 운영 체제 명령줄 명령을 삽입하고 비정상적인 서식을 사용하여 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장
하고 있는지 우려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여 다음 변환을 수행합니다.
• 다음 문자를 삭제: \ " ' ^
• 다음 문자 앞에 있는 공백 삭제: / (
• 다음 문자를 공백으로 바꿈: , ;
• 여러 개의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바꿈
• 대문자(A-Z)를 소문자(a-z)로 변환
COMPRESS_WHITE_SPACE
다음 문자를 공백 문자(10진수 32)로 바꾸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 \f, 양식 피드, 10진수 12
• \t, 탭, 10진수 9
• \n, 줄 바꿈, 10진수 10
• \r, 캐리지 리턴, 10진수 13
• \v, 세로 탭, 10진수 11
• 줄 바꿈하지 않는 공백, 10진수 160
COMPRESS_WHITE_SPACE 또한 여러 개의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바꿉니다.
HTML_ENTITY_DECODE
HTML 인코딩 문자를 인코딩되지 않은 문자로 바꾸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HTML_ENTITY_DECODE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ampersand)quot;를 "로 바꿈
• (ampersand)nbsp;를 줄 바꿈하지 않는 공백(십진수 160)으로 바꿉니다.
• (ampersand)lt;를 "미만" 기호로 바꿉니다.
• (ampersand)gt;를 >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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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진수 형식으로 표현된 문자 (ampersand)#xhhhh;를 해당 문자로 바꿈
• 10진수 형식으로 표현된 문자 (ampersand)#nnnn;을 해당 문자로 바꿈
LOWERCASE
대문자(A-Z)를 소문자(a-z)로 변환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URL_DECODE
URL 인코딩 값을 디코딩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NONE
텍스트 변환을 수행하지 않으려면 NONE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MD_LINE | COMPRESS_WHITE_SPACE | HTML_ENTITY_DECODE | LOWERCASE |
NONE | URL_DECOD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 WAF V2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WAFv2::IPSet (p. 6347)
• AWS::WAFv2::LoggingConfiguration (p. 6351)
• AWS::WAFv2::RegexPatternSet (p. 6357)
• AWS::WAFv2::RuleGroup (p. 6360)
• AWS::WAFv2::WebACL (p. 6402)
• AWS::WAFv2::WebACLAssociation (p. 6457)

AWS::WAFv2::IPSet
Note
이 버전은 2019년 11월에 릴리스된 AWS WAFV2라는 이름의 AWS WAF 최신 버전입니다. 이전 릴
리스에서 AWS WAF 리소스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AWS::WAFv2::IPSet (p. 6347)를 사용하여 특정 IP 주소 또는 IP 주소 범위에서 시작된 웹 요청을 식별합니
다. 예를 들어 IP 주소 범위에서 많은 요청을 받는 경우, 이러한 IP 주소를 나열하는 IP 집합을 사용하여 해당
요청을 차단하도록 AWS WAF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규칙 그룹이나 웹 ACL에 규칙을 추가할 때 규칙 문 IPSetReferenceStatement에 Amazon 리소스 이름
(ARN)을 제공하여 IP 집합을 사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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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AWS::WAFv2::IPSet",
"Properties" : {
"Addresses" : [ String, ... ],
"Description" : String,
"IPAddressVersion" : String,
"Name" : String,
"Scop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WAFv2::IPSet
Properties:
Addresses:
- String
Description: String
IPAddressVersion: String
Name: String
Scop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Addresses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CIDR) 표기법의 하나 이상의 IP 주소 또는 IP 주소 블록을 지정하는 문
자열 배열을 포함합니다. AWS WAF는 /0을 제외한 모든 IPv4 및 IPv6 CIDR 범위를 지원합니다.
예:
• IP 주소 192.0.2.44에서 발생하는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카운트하도록 AWS WAF를 구성하
려면 192.0.2.44/32을 지정합니다.
• IP 주소 192.0.2.0~192.0.2.255에서 발생하는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카운트하도록 AWS
WAF를 구성하려면 192.0.2.0/24를 지정합니다.
• IP 주소 1111:0000:0000:0000:0000:0000:0000:0111에서 발생하는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카
운트하도록 AWS WAF를 구성하려면 1111:0000:0000:0000:0000:0000:0000:0111/128을
지정합니다.
• IP 주소 1111: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11:0000:0000:0000:ffff:ffff:ffff:ffff
에서 발생하는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카운트하도록 AWS WAF를 구성하려면
1111: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를 지정합니다.
CIDR 표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래스 없는 도메인 간 라우팅에 대한 Wikipedia 항목을 참조하십시
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식별에 도움이 되는 IP 세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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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256
Pattern: ^[\w+=:#@/\-,\.][\w+=:#@/\-,\.\s]+[\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PAddressVersion
IPV4 또는 IPV6을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IPV4 | IPV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IP 세트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이름입니다. IPSet를 생성한 후에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Scope
Amazon CloudFront 배포용인지 리전별 애플리케이션용인지를 지정합니다. 리전 애플리케이션은
Application Load Balancer(ALB), Amazon API Gateway REST API 또는 AWS AppSync GraphQL API
일 수 있습니다. 유효한 값은 CLOUDFRONT과 REGIONAL입니다.

Note
CLOUDFRONT의 경우,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us-east-1 리전에서 WAFv2 리소스를 생성
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AWS 리소스에 연결된 키-값 페어입니다. 키-값 페어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모든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그 키는 범주(예: “환경”)를 나타내며 태그 값은 해당 범주 내의 특정 값(예: “테스트”, “개
발” 또는 “프로덕션”)을 나타냅니다. 각 AWS 리소스에 최대 50개의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Note
기존 리소스의 태그를 수정하려면 AWS WAF API 또는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면 리소스를 생성하는 동안에만 AWS WAF 리소스에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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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리소스 이름, 물리적 ID 및 범위를 포함하는 리소스의 Ref입니다(name|id|scope로 형식 지정).
예: my-webacl-name|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REGIONAL.

Fn::GetAtt
Arn
IP 집합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Id
IP 집합의 ID입니다.

예제
IP 집합 생성
다음은 IP 집합 사양의 예제입니다.

JSON
"Description": "Sample IPSet",
"Resources": {
"SampleIPSet": {
"Type": "AWS::WAFv2::IPSet",
"Properties": {
"Description": "SampleIPSet",
"Name": "SampleIPSSet",
"Scope": "REGIONAL",
"IPAddressVersion": "IPV4",
"Addresses": [
"1.2.1.1/32"
]
}
}
}

YAML
Description: Sample IPSet
Resources:
SampleIPSet:
Type: 'AWS::WAFv2::IPSet'
Properties:
Description: SampleIPSet
Name: SampleIPSet
Scope: REGIONAL
IPAddressVersion: IPV4
Add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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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32

AWS::WAFv2::LoggingConfiguration
AWS WAF에서 로깅을 위해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대상과 웹 ACL 리소스 간의 연결을 정의합니다.
연결의 일부로 표준 로깅 필드의 일부를 지정하여 로그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로깅 레코드의 하위 집합만 기
록하도록 필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WAFv2::LoggingConfiguration",
"Properties" : {
"LogDestinationConfigs" : [ String, ... ],
"LoggingFilter" : Json,
"RedactedFields" : [ FieldToMatch (p. 6355), ... ],
"ResourceArn" : String
}

YAML
Type: AWS::WAFv2::LoggingConfiguration
Properties:
LogDestinationConfigs:
- String
LoggingFilter: Json
RedactedFields:
- FieldToMatch (p. 6355)
ResourceArn: String

Properties
LogDestinationConfigs
웹 ACL과 연결하려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oggingFilter
로그에 보관되는 웹 요청과 삭제되는 웹 요청을 지정하는 필터링입니다. 웹 ACL 평가 중에 일치 규칙에
의해 적용된 규칙 작업 및 웹 요청 레이블에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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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actedFields
로그에서 제외할 요청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SingleHeader 필드를 교정하면 Firehose의 HEADER 필
드는 xxx가 됩니다.

Note
교정에는 다음 필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UriPath, QueryString, SingleHeader,
Method, JsonBody
Required: 아니요
Type: FieldToMatch (p. 6355) 목록
Maximum: 1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Arn
LogDestinationConfigs와 연결할 웹 ACL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웹 ACL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을 반환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ManagedByFirewallManager
로깅 구성이 AWS WAF 정책 구성의 일부로 AWS Firewall Manager에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
다. true인 경우 Firewall Manager가 구성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제
교정된 필드를 사용하여 로깅 구성 만들기
다음은 교정된 필드가 있는 로깅 구성의 예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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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Resources:
LoggingConfiguration:
Type: AWS::WAFv2::LoggingConfiguration
Properties:
ResourceArn: arn:aws:wafv2:us-east-1:123456789000:regional/webacl/test-webaclv2/
abcd1234-123b-1234-1234-123456789abc
LogDestinationConfigs:
- arn:aws:firehose:us-east-1:123456789000:deliverystream/aws-waf-logs-firehose
RedactedFields:
- JsonBody:
InvalidFallbackBehavior: EVALUATE_AS_STRING
MatchPattern:
IncludedPaths:
- "/path/0/name"
- "/path/1/name"
MatchScope: ALL
- Method: {}
- QueryString: {}
- SingleHeader:
Name: password
- UriPath: {}

JSON
"Resources": {
"LoggingConfiguration": {
"Type": "AWS::WAFv2::LoggingConfiguration",
"Properties": {
"ResourceArn": "arn:aws:wafv2:us-east-1:123456789000:regional/webacl/test-webaclv2/
abcd1234-123b-1234-1234-123456789abc",
"LogDestinationConfigs": [
"arn:aws:firehose:us-east-1:123456789000:deliverystream/aws-waf-logs-firehose"
],
"RedactedFields": [
{
"JsonBody": {
"InvalidFallbackBehavior": "EVALUATE_AS_STRING",
"MatchPattern": {
"IncludedPaths": [
"/path/0/name",
"/path/1/name"
]
},
"MatchScope": "ALL"
}
},
{
"Method": {}
},
{
"QueryString": {}
},
{
"SingleHeader": {
"Name": "password"
}
},
{
"UriPath":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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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터를 사용하여 로깅 구성 만들기
다음은 로깅 필터를 사용한 로깅 구성의 예를 보여줍니다.

YAML
Resources:
LoggingConfiguration:
Type: AWS::WAFv2::LoggingConfiguration
Properties:
ResourceArn: arn:aws:wafv2:us-east-1:123456789000:regional/webacl/test-webaclv2/
abcd1234-123b-1234-1234-123456789abc
LogDestinationConfigs:
- arn:aws:firehose:us-east-1:123456789000:deliverystream/aws-waf-logs-firehose
RedactedFields:
- JsonBody:
InvalidFallbackBehavior: EVALUATE_AS_STRING
MatchPattern:
IncludedPaths:
- "/path/0/name"
- "/path/1/name"
MatchScope: ALL
- Method: {}
- QueryString: {}
- SingleHeader:
Name: password
- UriPath: {}
LoggingFilter:
DefaultBehavior: KEEP
Filters:
- Behavior: KEEP
Conditions:
- ActionCondition:
Action: BLOCK
- LabelNameCondition:
LabelName: fooLabel
Requirement: MEETS_ANY

JSON
"Resources": {
"LoggingConfiguration": {
"Type": "AWS::WAFv2::LoggingConfiguration",
"Properties": {
"ResourceArn": "arn:aws:wafv2:us-east-1:123456789000:regional/webacl/test-webaclv2/
abcd1234-123b-1234-1234-123456789abc",
"LogDestinationConfigs": [
"arn:aws:firehose:us-east-1:123456789000:deliverystream/aws-waf-logs-firehose"
],
"RedactedFields": [
{
"JsonBody": {
"InvalidFallbackBehavior": "EVALUATE_AS_STRING",
"MatchPattern": {
"IncludedPaths": [
"/path/0/name",
"/path/1/name"
]
},
"MatchScope":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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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ethod": {}
},
{
"QueryString": {}
},
{
"SingleHeader": {
"Name": "password"
}
},
{
"UriPath": {}
}

}

}

}

],
"LoggingFilter": {
"DefaultBehavior": "KEEP",
"Filters": [
{
"Behavior": "KEEP",
"Conditions": [
{
"ActionCondition": {
"Action": "BLOCK"
}
},
{
"LabelNameCondition": {
"LabelName": "fooLabel"
}
}
],
"Requirement": "MEETS_ANY"
}
]
}

AWS::WAFv2::LoggingConfiguration FieldToMatch
로그에서 제외할 요청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SingleHeader 필드를 교정하면 Firehose의 HEADER 필드는
xxx가 됩니다.
QueryString 필드에 대해 일치시킬 JSON 사양:
"FieldToMatch": { "QueryString": {} }
사양과 일치하는 Method 필드의 JSON 예:
"FieldToMatch": { "Method": { "Name": "DELETE" } }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JsonBody" :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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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 : Json,
"QueryString" : Json,
"SingleHeader" : Json,
"UriPath" : Json

YAML
JsonBody:
Json
Method: Json
QueryString: Json
SingleHeader: Json
UriPath: Json

Properties
JsonBody
로그에서 JSON 본문을 교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hod
로그에서 메서드를 교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String
로그에서 쿼리 문자열을 교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ngleHeader
로그에서 헤더를 교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iPath
로그에서 URI 경로를 교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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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RegexPatternSet
Note
이 버전은 2019년 11월에 릴리스된 AWS WAFV2라는 이름의 AWS WAF 최신 버전입니다. 이전 릴
리스에서 AWS WAF 리소스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AWS WAF에서 특정 정규식 패턴 세트에 대한 웹 요청 구성 요소를 검사하려면 RegexPatternSet를 사용
합니다.
규칙 그룹이나 웹 ACL에 규칙을 추가할 때 규칙 문 RegexPatternSetReferenceStatement에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제공하여 정규식 패턴 집합을 사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WAFv2::RegexPatternSet",
"Properties" :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RegularExpressionList" : [ String, ... ],
"Scope"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WAFv2::RegexPatternSet
Properties: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RegularExpressionList:
- String
Scope: String
Tags:
- Tag

Properties
Description
식별에 도움이 되는 세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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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256
Pattern: ^[\w+=:#@/\-,\.][\w+=:#@/\-,\.\s]+[\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세트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이름입니다. 정규식 패턴 집합을 생성한 후에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egularExpressionList
정규식 패턴 집합의 정규 표현식 패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ope
Amazon CloudFront 배포용인지 리전별 애플리케이션용인지를 지정합니다. 리전 애플리케이션은
Application Load Balancer(ALB), Amazon API Gateway REST API 또는 AWS AppSync GraphQL API
일 수 있습니다. 유효한 값은 CLOUDFRONT과 REGIONAL입니다.

Note
CLOUDFRONT의 경우,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us-east-1 리전에서 WAFv2 리소스를 생성
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AWS 리소스에 연결된 키-값 페어입니다. 키-값 페어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모든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그 키는 범주(예: “환경”)를 나타내며 태그 값은 해당 범주 내의 특정 값(예: “테스트”, “개
발” 또는 “프로덕션”)을 나타냅니다. 각 AWS 리소스에 최대 50개의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Note
기존 리소스의 태그를 수정하려면 AWS WAF API 또는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면 리소스를 생성하는 동안에만 AWS WAF 리소스에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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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리소스 이름, 물리적 ID 및 범위를 포함하는 리소스의 Ref입니다(name|id|scope로 형식 지정).
예: my-webacl-name|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REGIONAL.

Fn::GetAtt
Arn
정규식 패턴 집합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Id
정규식 패턴 집합의 ID입니다.

예제
정규식 패턴 집합 생성
다음은 정규식 패턴 집합 사양의 예제입니다.

JSON
"Description": "Create RegexPatternSet example",
"Resources": {
"ExampleRegexPatternSet": {
"Type": "AWS::WAFv2::RegexPatternSet",
"Properties": {
"Name": "ExampleRegexPatternSet1",
"Scope": "REGIONAL",
"Description": "This is an example RegexPatternSet",
"RegularExpressionList": [
"^foobar$",
"^example$"
]
}
}
}

YAML
Description: Create RegexPatternSet example
Resources:
ExampleRegexPatternSet:
Type: AWS::WAFv2::RegexPatternSet
Properties:
Name: ExampleRegexPatternSet
Scope: REGIONAL
Description: This is an example RegexPatternSet
RegularExpressionList:
- ^foo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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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mple$

AWS::WAFv2::RuleGroup
Note
이 버전은 2019년 11월에 릴리스된 AWS WAFV2라는 이름의 AWS WAF 최신 버전입니다. 이전 릴
리스에서 AWS WAF 리소스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AWS::WAFv2::RuleGroup (p. 6360)을 사용하여 웹 요청을 검사하고 제어하기 위한 규칙 모음을 정의합
니다. 웹 ACL에 규칙을 추가할 때 규칙 문에 RuleGroupReferenceStatement에 Amazon 리소스 이름
(ARN)을 제공하여 AWS::WAFv2::WebACL (p. 6402)에서 규칙 그룹을 사용합니다.
규칙 그룹을 생성할 때 변경 불가능한 용량 제한을 정의합니다. 규칙 그룹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용량 내에 있
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용자가 용량 요구 사항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규칙 그룹을 재사용할 수 있
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WAFv2::RuleGroup",
"Properties" : {
"Capacity" : Integer,
"CustomResponseBodies" : {Key : Value, ...},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Rules" : [ Rule (p. 6388), ... ],
"Scope" : String,
"Tags" : [ Tag, ... ],
"VisibilityConfig" : VisibilityConfig (p. 6400)
}

YAML
Type: AWS::WAFv2::RuleGroup
Properties:
Capacity: Integer
CustomResponseBodies:
Key : Value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Rules:
- Rule (p. 6388)
Scope: String
Tags:
- Tag
VisibilityConfig:
VisibilityConfig (p. 6400)

Properties
Capacity
이 규칙 그룹에 필요한 웹 ACL 용량 단위(WCU)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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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규칙 그룹을 생성할 때 이 그룹을 정의하며, 생성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규칙 그룹에서 규칙
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 AWS WAF는 이 제한을 적용합니다. CheckCapacity를 사용하여 규칙 집합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S WAF에서는 WCU를 사용하여 규칙, 규칙 그룹 및 웹 ACL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운영 리소스를
계산하고 제어합니다. AWS WAF에서는 각 규칙 유형마다 다르게 용량을 계산하여 각 규칙의 상대적 비
용을 반영합니다. 실행 비용이 적게 드는 간단한 규칙은 처리 능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복잡한 규칙에 비
해 WCU를 적게 사용합니다. 규칙 그룹 용량은 생성 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규칙 그룹을 사
용할 때 웹 ACL WCU 사용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웹 ACL에 대한 WCU 제한은 1,500입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ustomResponseBodies
사용자 지정 응답 키 및 콘텐츠 본문의 맵 차단 작업을 사용하여 규칙을 생성하는 경우 웹 요청에 사용자
지정 응답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규칙 그룹에 대해 정의한 다음 규칙 그룹에서 정의한 규칙에 사용합니다.
웹 요청 및 응답 사용자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WAF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에서 웹 요
청 및 응답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세요.
사용자 지정 요청 및 응답 설정의 수 및 크기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WAF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CustomResponseBody (p. 6370)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식별에 도움이 되는 규칙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w+=:#@/\-,\.][\w+=:#@/\-,\.\s]+[\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규칙 그룹을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규칙 그룹을 생성한 후에는 규칙 그룹의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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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허용, 차단 또는 계산하려는 웹 요청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Rule 문입니다. 각 규칙에는 AWS WAF가
일치하는 웹 요청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최상위 문 하나와 AWS WAF에서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방
법을 제어하는 파라미터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ule (p. 638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ope
Amazon CloudFront 배포용인지 리전별 애플리케이션용인지를 지정합니다. 리전 애플리케이션은
Application Load Balancer(ALB), Amazon API Gateway REST API 또는 AWS AppSync GraphQL API
일 수 있습니다. 유효한 값은 CLOUDFRONT과 REGIONAL입니다.

Note
CLOUDFRONT의 경우,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us-east-1 리전에서 WAFv2 리소스를 생성
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AWS 리소스에 연결된 키-값 페어입니다. 키-값 페어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모든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그 키는 범주(예: “환경”)를 나타내며 태그 값은 해당 범주 내의 특정 값(예: “테스트”, “개
발” 또는 “프로덕션”)을 나타냅니다. 각 AWS 리소스에 최대 50개의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Note
기존 리소스의 태그를 수정하려면 AWS WAF API 또는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면 리소스를 생성하는 동안에만 AWS WAF 리소스에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sibilityConfig
Amazon CloudWatch 지표 및 웹 요청 샘플 수집을 정의하고 사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VisibilityConfig (p. 64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리소스 이름, 물리적 ID 및 범위를 포함하는 리소스의 Ref입니다(name|id|scope로 형식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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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my-webacl-name|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REGIONAL.

Fn::GetAtt
Arn
규칙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vailableLabels
이 규칙 그룹의 규칙에서 일치하는 요청에 추가하는 레이블입니다. 이러한 레이블은 Rule의
RuleLabels에 정의됩니다.
ConsumedLabels
이 규칙 그룹의 규칙에서 일치에 사용하는 레이블입니다. 이러한 각 레이블은 규칙 문의
LabelMatchStatement 사양에 정의됩니다.
Id
규칙 그룹의 ID.
LabelNamespace
이 규칙 그룹의 레이블 네임스페이스 접두사입니다. 이 규칙 그룹의 규칙에 의해 추가된 모든 레이블에
는 이 접두사가 포함됩니다.
규칙 그룹의 레이블 네임스페이스 접두사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awswaf:<account ID>:rule
group:<rule group name>:
레이블이 포함된 규칙이 웹 요청과 일치하는 경우 AWS WAF는 해당 요청에 정규화된 레이블을 추가합
니다. 정규화된 레이블은 규칙이 정의된 규칙 그룹 또는 웹 ACL의 레이블 네임스페이스와 규칙의 레이
블로 구성됩니다(콜론으로 구분).

예제
규칙 그룹 생성
다음은 규칙 그룹 사양의 예제입니다.

JSON
"Description": "Create RuleGroups",
"Resources": {
"SampleRuleGroup": {
"Type": "AWS::WAFv2::RuleGroup",
"Properties": {
"Name": "SampleRuleGroup",
"Scope": "REGIONAL",
"Description": "SampleRuleGroup",
"VisibilityConfig": {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SampleRuleGroupMetrics"
},
"CustomResponseBodies": {
"CustomResponseBodyKey1": {
"ContentType": "TEXT_PLAIN",
"Content": "this is a plain text"
},
"CustomResponseBodyKey2": {
"ContentType": "APPLICATION_JSON",

API 버전 2010-05-15
636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WAF V2
"Content": "{\"jsonfieldname\": \"jsonfieldvalue\"}"
},
"CustomResponseBodyKey3": {
"ContentType": "TEXT_HTML",
"Content": "<html>HTML text content</html>"
}

},
"Capacity": 1000,
"Rules": [
{
"Name": "RuleOne",
"Priority": 1,
"Action": {
"Allow": {
"CustomRequestHandling": {
"InsertHeaders": [
{
"Name": "AllowActionHeader1Name",
"Value": "AllowActionHeader1Value"
},
{
"Name": "AllowActionHeader2Name",
"Value": "AllowActionHeader2Value"
}
]
}
}
},
"VisibilityConfig": {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RuleOneMetric"
},
"Statement": {
"ByteMatchStatement": {
"FieldToMatch": {
"AllQueryArguments": {}
},
"PositionalConstraint": "CONTAINS",
"SearchString": "testagent",
"TextTransformations": [
{
"Priority": 1,
"Type": "HTML_ENTITY_DECODE"
}
]
}
}
},
{
"Name": "RuleTwo",
"Priority": 2,
"Action": {
"Block": {
"CustomResponse": {
"ResponseCode": 503,
"CustomResponseBodyKey": "CustomResponseBodyKey1",
"ResponseHeaders": [
{
"Name": "BlockActionHeader1Name",
"Value": "BlockActionHeader1Value"
},
{
"Name": "BlockActionHeader2Name",
"Value": "BlockActionHeader2Value"
}

API 버전 2010-05-15
636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WAF V2

}

},
{

]

}
},
"VisibilityConfig": {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RuleTwoMetric"
},
"Statement": {
"ByteMatchStatement": {
"FieldToMatch": {
"SingleHeader": {
"Name": "haystack"
}
},
"PositionalConstraint": "CONTAINS",
"SearchString": "badbot",
"TextTransformations": [
{
"Priority": 0,
"Type": "NONE"
}
]
}
}
"Name": "RuleThree",
"Priority": 3,
"Action": {
"Count": {
"CustomRequestHandling": {
"InsertHeaders": [
{
"Name": "CountActionHeader1Name",
"Value": "CountActionHeader1Value"
},
{
"Name": "CountActionHeader2Name",
"Value": "CountActionHeader2Value"
}
]
}
}
},
"VisibilityConfig": {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RuleThreeMetric"
},
"Statement": {
"ByteMatchStatement": {
"FieldToMatch": {
"Body": {}
},
"PositionalConstraint": "CONTAINS",
"SearchString": "RegionOne",
"TextTransformations": [
{
"Priority": 0,
"Type": "HTML_ENTITY_DECOD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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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Name": "RuleFour",
"Priority": 4,
"Action": {
"Allow": {}
},
"VisibilityConfig": {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RuleFourMetric"
},
"Statement": {
"SizeConstraintStatement": {
"ComparisonOperator": "GT",
"Size": 1000,
"FieldToMatch": {
"UriPath": {}
},
"TextTransformations": [
{
"Priority": 0,
"Type": "NONE"
}
]
}
}

YAML
Description: Create RuleGroups
Resources:
SampleRuleGroup:
Type: 'AWS::WAFv2::RuleGroup'
Properties:
Name: SampleRuleGroup
Scope: REGIONAL
Description: SampleRuleGroup
VisibilityConfig: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SampleRuleGroupMetrics
CustomResponseBodies:
CustomResponseBodyKey1:
ContentType: TEXT_PLAIN
Content: this is a plain text
CustomResponseBodyKey2:
ContentType: APPLICATION_JSON
Content: '{"jsonfieldname": "jsonfieldvalue"}'
CustomResponseBodyKey3:
ContentType: TEXT_HTML
Content: <html>HTML text content</html>
Capacity: 1000
Rules:
- Name: RuleOne
Priority: 1
Action:
Allow:
CustomRequestHandling:

API 버전 2010-05-15
636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WAF V2
InsertHeaders:
- Name: AllowActionHeader1Name
Value: AllowActionHeader1Value
- Name: AllowActionHeader2Name
Value: AllowActionHeader2Value
VisibilityConfig: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RuleOneMetric
Statement:
ByteMatchStatement:
FieldToMatch:
AllQueryArguments: {}
PositionalConstraint: CONTAINS
SearchString: testagent
TextTransformations:
- Priority: 1
Type: HTML_ENTITY_DECODE
- Name: RuleTwo
Priority: 2
Action:
Block:
CustomResponse:
ResponseCode: 503
CustomResponseBodyKey: CustomResponseBodyKey1
ResponseHeaders:
- Name: BlockActionHeader1Name
Value: BlockActionHeader1Value
- Name: BlockActionHeader2Name
Value: BlockActionHeader2Value
VisibilityConfig: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RuleTwoMetric
Statement:
ByteMatchStatement:
FieldToMatch:
SingleHeader:
Name: haystack
PositionalConstraint: CONTAINS
SearchString: badbot
TextTransformations:
- Priority: 0
Type: NONE
- Name: RuleThree
Priority: 3
Action:
Count:
CustomRequestHandling:
InsertHeaders:
- Name: CountActionHeader1Name
Value: CountActionHeader1Value
- Name: CountActionHeader2Name
Value: CountActionHeader2Value
VisibilityConfig: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RuleThreeMetric
Statement:
ByteMatchStatement:
FieldToMatch:
Body: {}
PositionalConstraint: CONTAINS
SearchString: RegionOne
TextTransformations:
- Priority: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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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TML_ENTITY_DECODE
- Name: RuleFour
Priority: 4
Action:
Allow: {}
VisibilityConfig: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RuleFourMetric
Statement:
SizeConstraintStatement:
ComparisonOperator: GT
Size: 1000
FieldToMatch:
UriPath: {}
TextTransformations:
- Priority: 0
Type: NONE

AWS::WAFv2::RuleGroup AndStatement
다른 규칙 문과 AND 논리를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논리적 규칙 문입니다. AndStatement에 둘 이상의 문을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atements" : [ Statement (p. 6394), ... ]

YAML
Statements:
- Statement (p. 6394)

Properties
Statements
AND 논리와 결합할 문입니다. 중첩될 수 있는 모든 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Statement (p. 639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RuleGroup ByteMatchStatement
AWS WAF가 웹 요청에 적용할 문자열 일치 검색을 정의하는 규칙 문입니다. byte match 문은 검색할 바이
트, AWS WAF에서 검색할 요청의 위치 및 기타 설정을 제공합니다. 검색할 바이트는 일반적으로 ASCII 문자
에 해당하는 문자열입니다. AWS WAF 콘솔 및 개발자 안내서에서는 이를 문자열 일치 문이라고 부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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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FieldToMatch" : FieldToMatch (p. 6371),
"PositionalConstraint" : String,
"SearchString" : String,
"SearchStringBase64" : String,
"TextTransformations" : [ TextTransformation (p. 6398), ... ]

YAML
FieldToMatch:
FieldToMatch (p. 6371)
PositionalConstraint: String
SearchString:
String
SearchStringBase64:
String
TextTransformations:
- TextTransformation (p. 6398)

Properties
FieldToMatch
AWS WAF에서 검사할 웹 요청의 일부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eldToMatch (p. 637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sitionalConstraint
AWS WAF에서 SearchString에 대해 검색할 웹 요청 부분 내의 영역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
니다.
CONTAINS
웹 요청에서 지정한 부분에는 SearchString의 값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CONTAINS_WORD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에 SearchString의 값이 포함되어야 하며 SearchString에는 영숫자 문자 또
는 밑줄(A-Z, a-z, 0-9 또는 _)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SearchString은 하나의 단어여야 합니다.
즉,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됩니다.
• SearchString가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 끝에 있고 그 앞에 영숫자 또는 밑줄(_)을 제외한 다른 문자
가 있습니다. 헤더의 값과 ;BadBot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SearchString가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 끝에 있고 그 뒤에는 영숫자 또는 밑줄(_)을 제외한 다른 문
자(예: BadBot; 및 -BadBot;)가 있습니다.
EXACTLY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의 값이 SearchString의 값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STARTS_WITH
SearchString의 값이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 시작에 나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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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S_WITH
SearchString의 값이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 끝에 나타나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NTAINS | CONTAINS_WORD | ENDS_WITH | EXACTLY | STARTS_WITH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archString
AWS WAF에서 검색하려는 문자열 값입니다. AWS WAF는 FieldToMatch에서 검사에 지정된 웹 요청
부분만 검색합니다. 값의 최대 길이는 50바이트입니다. 알파벳 문자 A-Z 및 a-z의 경우 값은 대소문자가
구분됩니다.
이 문자열을 인코딩하지 마십시오. AWS WAF에서 검색하려는 값을 제공합니다. AWS CloudFormation
는 값을 자동으로 base64로 인코딩합니다.
Type의 값이 HEADER이고 Data의 값이 User-Agent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User-Agent
헤더에서 값 BadBot을 검색하고 싶은 경우에는 SearchString의 값에 문자열 BadBot을 제공합니다.
ByteMatchStatement에서 SearchString 또는 SearchStringBase64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archStringBase64
base64로 인코딩된 웹 요청 구성 요소에서 검색할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을 인코딩하지 않으려면 대신에
SearchString에서 인코딩되지 않은 값을 지정합니다.
ByteMatchStatement에서 SearchString 또는 SearchStringBase64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xtTransformations
텍스트 변환은 공격자가 감지를 우회하기 위해 웹 요청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비정상적인 형식 지정을
제거합니다. 규칙 문에 하나 이상의 변환을 지정하면 AWS WAF는 콘텐츠가 일치하는지 검사하기 전에
우선 순위가 가장 낮은 설정부터 시작하여 FieldToMatch로 식별된 콘텐츠에 대해 모든 변환을 수행합
니다.
Required: 예
Type: TextTransformation (p. 639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RuleGroup CustomResponseBody
웹 요청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응답에 사용할 응답 본문입니다. CustomResponse
CustomResponseBodyKey의 키에 참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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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ent" : String,
"ContentType" : String

YAML
Content: String
ContentType: String

Properties
Content
사용자 지정 응답의 페이로드입니다.
JSON 콘텐츠에서 JSON 이스케이프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ContentType 설정
에서 JSON 콘텐츠를 지정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요청 및 응답 설정의 수 및 크기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WAF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0
Pattern: [\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tentType
Content 문자열에서 정의하는 페이로드의 콘텐츠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PPLICATION_JSON | TEXT_HTML | TEXT_PLAI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RuleGroup FieldToMatch
AWS WAF에서 검사할 웹 요청의 일부입니다. 검사하려는 단일 FieldToMatch 유형을 기준으로 필요에 따
라 추가 사양과 함께 포함합니다. 필요한 각 규칙 문에 대해 FieldToMatch에서 단일 요청 구성 요소를 지
정합니다. 웹 요청의 구성 요소를 두 개 이상 검사하려면 각 구성 요소에 대해 별도의 규칙 문을 만듭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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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llQueryArguments" : Json,
"Body" : Json,
"JsonBody" : JsonBody (p. 6379),
"Method" : Json,
"QueryString" : Json,
"SingleHeader" : Json,
"SingleQueryArgument" : Json,
"UriPath" : Json

YAML
AllQueryArguments: Json
Body: Json
JsonBody:
JsonBody (p. 6379)
Method: Json
QueryString: Json
SingleHeader: Json
SingleQueryArgument: Json
UriPath: Json

Properties
AllQueryArguments
모든 쿼리 인수를 검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ody
요청 헤더 바로 뒤에 오는 요청 본문을 검사합니다. 이것은 HTTP 요청 본문으로 웹 서버에 전송할 추가
데이터(예: 양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요청의 일부입니다.
기초 호스트 서비스에서는 요청 본문의 처음 8KB(8192 바이트)만 검사를 위해 AWS WAF
에 전달합니다. 8KB를 초과하여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 ByteMatchStatement 또는
RegexPatternSetReferenceStatement와 같이 웹 요청의 본문을 검사하는 명령문을 요청 본문에
8KB 크기 제한을 적용하는 SizeConstraintStatement와 결합하여 추가 바이트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WS WAF는 본문이 8KB 제한을 초과하는 웹 요청의 전체 콘텐츠를 검사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sonBody
요청 본문을 JSON으로 검사합니다. 요청 헤더 바로 다음에 오는 요청 본문입니다. 이것은 HTTP 요청
본문으로 웹 서버에 전송할 추가 데이터(예: 양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요청의 일부입니다.
기초 호스트 서비스에서는 요청 본문의 처음 8KB(8192 바이트)만 검사를 위해 AWS WAF
에 전달합니다. 8KB를 초과하여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 ByteMatchStatement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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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xPatternSetReferenceStatement와 같이 웹 요청의 본문을 검사하는 명령문을 요청 본문에
8KB 크기 제한을 적용하는 SizeConstraintStatement와 결합하여 추가 바이트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WS WAF는 본문이 8KB 제한을 초과하는 웹 요청의 전체 콘텐츠를 검사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Body (p. 637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hod
HTTP 메서드를 검사합니다. 이 메서드는 요청이 오리진에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작업 유형을 나
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String
쿼리 문자열을 검사합니다. ? 문자(있는 경우) 뒤에 나타나는 URL의 부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ngleHeader
단일 헤더를 검사합니다. 검사할 헤더의 이름(예: User-Agent 또는 Referer)을 제공합니다. 이 설정
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ngleQueryArgument
단일 쿼리 인수를 검사합니다. 검사할 쿼리 인수의 이름(예: UserName 또는 SalesRegion)을 제공합니
다. 이름은 최대 30자가 가능하며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iPath
요청 URI 경로를 검사합니다. 리소스를 식별하는 웹 요청의 부분입니다(예: /images/dailyad.jpg).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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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QueryString에 일치하도록 필드 설정
다음은 추가 구성이 필요하지 않은 설정에 대한 사양과 일치하는 예제 필드를 보여 줍니다.

YAML
FieldToMatch:
QueryString: {}

JSON
"FieldToMatch":
{
"QueryString": {}
}

Method에 일치하도록 필드 설정
다음은 추가 구성 요구 사항이 있는 설정에 대한 규격과 일치하는 예제 필드입니다.

YAML
FieldToMatch:
Method:
Name: DELETE

JSON
"FieldToMatch":
{
"Method":
{
"Name": "DELETE"
}
}

AWS::WAFv2::RuleGroup ForwardedIPConfiguration
웹 요청 오리진에서 보고한 IP 주소를 사용하는 대신 사용자가 지정하는 HTTP 헤더의 IP 주소를 검사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XFF(X-Forwarded-For) 헤더지만 모든 헤더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지정된 헤더가 요청에 없으면 AWS WAF는 웹 요청에 규칙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구성은 GeoMatchStatement 및 RateBasedStatement에 사용됩니다.
IPSetReferenceStatement의 경우 대신 IPSetForwardedIPConfig를 사용합니다.
AWS WAF는 지정된 HTTP 헤더에 있는 첫 번째 IP 주소만 평가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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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backBehavior" : String,
"HeaderName" : String

YAML
FallbackBehavior: String
HeaderName: String

Properties
FallbackBehavior
요청의 지정된 위치에 유효한 IP 주소가 없는 경우 웹 요청에 할당할 일치 상태입니다.

Note
지정된 헤더가 요청에 없으면 AWS WAF는 웹 요청에 규칙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폴백 동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MATCH - 웹 요청을 규칙 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AWS WAF는 규칙 작업을 요청에 적용합
니다.
• NO_MATCH - 웹 요청을 규칙 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ATCH | NO_MATCH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derName
IP 주소에 사용할 HTTP 헤더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XFF(X-Forwarded-For) 헤더를 사용하려면 이를
X-Forwarded-For로 설정합니다.

Note
지정된 헤더가 요청에 없으면 AWS WAF는 웹 요청에 규칙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RuleGroup GeoMatchStatement
출처 국가를 기준으로 웹 요청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 문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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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CountryCodes" : [ String, ... ],
"ForwardedIPConfig" : ForwardedIPConfiguration (p. 6374)

YAML
CountryCodes:
- String
ForwardedIPConfig:
ForwardedIPConfiguration (p. 6374)

Properties
CountryCodes
ISO 3166 국제 표준의 alpha-2 국가 ISO 코드에서 나온 2자리 국가 코드(예: [ "US", "CN" ])의 배열
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rwardedIPConfig
웹 요청 오리진에서 보고한 IP 주소를 사용하는 대신 사용자가 지정하는 HTTP 헤더의 IP 주소를 검사하
기 위한 구성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XFF(X-Forwarded-For) 헤더지만 모든 헤더 이름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Note
지정된 헤더가 요청에 없으면 AWS WAF는 웹 요청에 규칙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orwardedIPConfiguration (p. 637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RuleGroup IPSetForwardedIPConfiguration
웹 요청 오리진에서 보고한 IP 주소를 사용하는 대신 사용자가 지정하는 HTTP 헤더의 IP 주소를 검사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XFF(X-Forwarded-For) 헤더지만 모든 헤더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지정된 헤더가 요청에 없으면 AWS WAF는 웹 요청에 규칙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구성은 IPSetReferenceStatement에만 사용됩니다. GeoMatchStatement 및
RateBasedStatement의 경우 대신 ForwardedIPConfig를 사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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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FallbackBehavior" : String,
"HeaderName" : String,
"Position" : String

YAML
FallbackBehavior: String
HeaderName: String
Position: String

Properties
FallbackBehavior
요청의 지정된 위치에 유효한 IP 주소가 없는 경우 웹 요청에 할당할 일치 상태입니다.

Note
지정된 헤더가 요청에 없으면 AWS WAF는 웹 요청에 규칙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폴백 동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MATCH - 웹 요청을 규칙 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AWS WAF는 규칙 작업을 요청에 적용합
니다.
• NO_MATCH - 웹 요청을 규칙 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ATCH | NO_MATCH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derName
IP 주소에 사용할 HTTP 헤더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XFF(X-Forwarded-For) 헤더를 사용하려면 이를
X-Forwarded-For로 설정합니다.

Note
지정된 헤더가 요청에 없으면 AWS WAF는 웹 요청에 규칙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sition
IP 주소를 검색할 헤더의 위치입니다. 헤더는 원래 클라이언트와 프록시의 IP 주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헤더 값은 첫 번째 IP 주소가 원래 클라이언트를 식별하고 나머지는 요청이 통과한 프록시
를 식별하는 위치인 10.1.1.1, 127.0.0.0, 10.10.10.10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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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정에 대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FIRST - 헤더의 IP 주소 목록에서 첫 번째 IP 주소를 검사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원래
IP입니다.
• LAST - 헤더의 IP 주소 목록에서 마지막 IP 주소를 검사합니다.
• ANY - 헤더의 모든 IP 주소가 일치하는지 검사합니다. 헤더에 10개가 넘는 IP 주소가 포함된 경우
AWS WAF는 마지막 10개를 검사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NY | FIRST | LAS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RuleGroup IPSetReferenceStatement
특정 IP 주소 또는 주소 범위에서 나오는 웹 요청을 감지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 문입니다. 이를 사용하려면
감지하려는 주소를 지정하는 AWS::WAFv2::IPSet (p. 6347)을 생성한 후, 이 문에서 해당 세트의 ARN을 사
용합니다.
각 IP 집합 규칙 문은 IP 집합을 참조합니다. 규칙에 관계없이 집합을 생성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규칙에서 단일 집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된 집합을 업데이트하면 AWS WAF에서 참조하는 모든
규칙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IPSetForwardedIPConfig" : IPSetForwardedIPConfiguration (p. 6376)

YAML
Arn: String
IPSetForwardedIPConfig:
IPSetForwardedIPConfiguration (p. 6376)

Properties
Arn
이 문에서 참조하는 AWS::WAFv2::IPSet (p. 6347)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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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PSetForwardedIPConfig
웹 요청 오리진에서 보고한 IP 주소를 사용하는 대신 사용자가 지정하는 HTTP 헤더의 IP 주소를 검사하
기 위한 구성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XFF(X-Forwarded-For) 헤더지만 모든 헤더 이름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Note
지정된 헤더가 요청에 없으면 AWS WAF는 웹 요청에 규칙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PSetForwardedIPConfiguration (p. 63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RuleGroup JsonBody
JSON으로 검사된 웹 요청의 본문입니다. 본문은 요청 헤더 바로 뒤에 옵니다. FieldToMatch 사양에 사용
됩니다.
이 객체의 사양을 사용하면 규칙의 검사 기준을 사용하여 검사할 JSON 본문 부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AWS WAF는 사용자가 지정한 일치에서 비롯되는 JSON의 부분만 검사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validFallbackBehavior" : String,
"MatchPattern" : JsonMatchPattern (p. 6381),
"MatchScope" : String

YAML
InvalidFallbackBehavior: String
MatchPattern:
JsonMatchPattern (p. 6381)
MatchScope: String

Properties
InvalidFallbackBehavior
AWS WAF가 JSON 본문을 완전히 구문 분석하지 못할 경우 수행해야 할 작업입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
이 있습니다.
• EVALUATE_AS_STRING - 본문을 일반 텍스트로 검사합니다. AWS WAF는 JSON 검사에 대해 사용자
가 정의한 텍스트 변환 및 검사 기준을 본문 텍스트 문자열에 적용합니다.
• MATCH - 웹 요청을 규칙 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AWS WAF는 규칙 작업을 요청에 적용합
니다.
• NO_MATCH - 웹 요청을 규칙 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 설정을 제공하지 않으면 AWS WAF는 첫 번째 구문 분석이 실패할 때까지만 콘텐츠를 구문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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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WAF는 전체 JSON 본문을 구문 분석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만 잘못된 문자, 중복 키, 잘림 및 루트
노드가 객체 또는 배열이 아닌 콘텐츠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 AWS WAF는 JSON을 두 개의 유효한 키, 값 페어로 구문 분석합니다.
• 쉼표 누락: {"key1":"value1""key2":"value2"}
• 콜론 누락: {"key1":"value1","key2""value2"}
• 추가 콜론: {"key1"::"value1","key2""value2"}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VALUATE_AS_STRING | MATCH | NO_MATCH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tchPattern
JSON 본문에서 찾을 패턴입니다. AWS WAF는 규칙 검사 기준에 따라 이러한 패턴 일치 결과를 검사합
니다.
Required: 예
Type: JsonMatchPattern (p. 638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tchScope
MatchPattern을 사용하여 일치할 JSON의 부분입니다. All을 지정하는 경우 AWS WAF는 키와 값을
기준으로 일치를 수행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 | KEY | VALU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JSON 본문 사양 설정
다음은 사양과 일치하는 JSON 본문 필드의 예를 보여줍니다.

YAML
FieldToMatch:
JsonBody:
MatchPattern:
IncludedPaths:
- "/dogs/0/name"
- "/cats/0/name"
MatchScope: ALL
InvalidFallbackBehavior: EVALUATE_AS_STRING

JSON
"FieldToMat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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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Body": {
"MatchPattern": {
"IncludedPaths": [
"/dogs/0/name",
"/cats/0/name"
]
},
"MatchScope": "ALL",
"InvalidFallbackBehavior": "EVALUATE_AS_STRING"
}

AWS::WAFv2::RuleGroup JsonMatchPattern
JSON 본문에서 찾을 패턴입니다. AWS WAF는 규칙 검사 기준에 따라 이러한 패턴 일치 결과를 검사합니다.
FieldToMatch 옵션 JsonBody와 함께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 : Json,
"IncludedPaths" : [ String, ... ]

YAML
All: Json
IncludedPaths:
- String

Properties
All
모든 요소를 일치시킵니다. JsonBody의 MatchScope도 참조하세요.
이 설정 또는 IncludedPaths 설정 중 하나를 지정해야 하며 둘 다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dPaths
지정된 포함 경로만 일치시킵니다. JsonBody의 MatchScope도 참조하세요.
JSON 포인터 구문을 사용하여 포함 경로를 제공합니다. 예: "IncludedPaths": ["/dogs/0/
name", "/dogs/1/name"]. 이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IETF) 설
명서 JavaScript Object Notation (JSON) Pointer를 참조하세요.
이 설정 또는 All 설정 중 하나를 지정해야 하며 둘 다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Note
모든 경로를 포함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지 마세요. 대신 All 설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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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모든 경로에 대해 JSON 일치 패턴 설정
다음은 모든 경로에 대한 JSON 일치 패턴 사양의 예를 보여줍니다.

YAML
MatchPattern:
All: {}

JSON
"MatchPattern": {
"All": {}
}

포함된 경로를 사용하여 JSON 일치 패턴 설정
다음은 경로가 포함된 JSON 일치 패턴 사양의 예를 보여 줍니다.

YAML
MatchPattern:
IncludedPaths:
- "/dogs/0/name"
- "/cats/0/name"

JSON
"MatchPattern": {
"IncludedPaths": [
"/dogs/0/name",
"/cats/0/name"
]
}

AWS::WAFv2::RuleGroup Label
단일 레이블 컨테이너입니다. Rule 안의 RuleLabels에 있는 레이블 배열의 요소로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Name"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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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Name: String

Properties
Name
레이블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RuleGroup LabelMatchStatement
웹 ACL에서 이미 실행된 규칙에 의해 웹 요청에 추가된 레이블을 기준으로 문자열 일치 검색을 정의하는 규
칙 문입니다.
레이블 일치 문은 검색할 레이블 또는 네임스페이스 문자열을 제공합니다. 레이블 문자열은 웹 요청에 추가
된 정규화된 레이블 이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규화된 레이블에는 접두사, 선택적 네임
스페이스 및 레이블 이름이 포함됩니다. 접두사는 레이블을 추가한 규칙의 규칙 그룹 또는 웹 ACL 컨텍스트
를 식별합니다. 레이블 일치 문자열에 정규화된 이름을 제공하지 않으면 AWS WAF는 레이블 일치 문과 동
일한 컨텍스트에서 추가된 레이블 검색을 수행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Scope" : String

YAML
Key: String
Scope: String

Properties
Key
일치할 문자열입니다. 여기에 제공하는 설정은 일치 문의 Scope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 Scope가 LABEL을 나타내는 경우 이 사양에는 이름을 포함해야 하며 최대 정규화된 레이블 이름을 제
공하는 것까지 원하는 수의 선행 네임스페이스 사양 및 접두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Scope가 NAMESPACE를 나타내는 경우 이 사양은 원하는 수의 인접 네임스페이스 문자열을 포함할
수 있고, 규칙 그룹 또는 레이블이 시작된 웹 ACL의 전체 네임스페이스 접두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며 레이블의 구성 요소는 콜론으로 구분해야 합니다(예: NS1:NS2: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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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ope
일치에 레이블 이름을 사용할지 네임스페이스만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RuleGroup LabelSummary
하나 이상의 AWS::WAFv2::RuleGroup (p. 6360) 규칙에 사용되는 레이블 목록입니다. 이 요약 객체는 다음
규칙 그룹 목록에 사용됩니다.
• AvailableLabels - 규칙에서 일치하는 요청에 추가하는 레이블입니다. 이러한 레이블은 Rule의
RuleLabels에 정의됩니다.
• ConsumedLabels - 규칙에서 일치에 사용할 레이블입니다. 이러한 레이블은 규칙 문의
LabelMatchStatement 사양에 정의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YAML
Name: String

Properties
Name
개별 레이블 사양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RuleGroup NotStatement
다른 규칙 문의 결과를 무효화하는 데 사용되는 논리적 규칙 문입니다. 귀하는 NotStatement 내에 하나의
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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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atement" : Statement (p. 6394)

YAML
Statement:
Statement (p. 6394)

Properties
Statement
무효화할 문입니다. 중첩될 수 있는 모든 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Statement (p. 639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RuleGroup OrStatement
다른 규칙 문과 OR 논리를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논리적 규칙 문입니다. 에 둘 이상의 문OrStatement을 제
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atements" : [ Statement (p. 6394), ... ]

YAML
Statements:
- Statement (p. 6394)

Properties
Statements
OR 논리와 결합할 문입니다. 중첩될 수 있는 모든 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Statement (p. 639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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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WAFv2::RuleGroup RateBasedStatement
비율 기반 규칙은 각각의 발신 IP 주소에 대한 요청 비율을 추적하고, 5분이라는 시간 범위에서 요청 수에 대
해 지정한 제한을 초과할 경우 규칙 작업을 트리거합니다. 과도한 요청을 전송하는 IP 주소의 요청에 임시 차
단을 적용하는 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칙 작업이 트리거되면 AWS WAF는 요청 비율이 제한값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IP 주소에서 추가 요청을 차
단합니다.
선택에 따라 비율 기반 문 내에 다른 문을 중첩하여 중첩된 문과 일치하는 요청만 계수하도록 규칙의 범위
를 좁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자로부터 확인한 최근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첩 문이 포함된 중첩
AND 규칙 문을 사용하여 속도 기반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주소 192.0.2.44를 지정하는 IP 집합이 있는 IP 일치 문입니다.
• User-Agent 헤더에서 문자열 BadBot을 검색하는 문자열 일치 문입니다.
이 비율 기반 규칙에서 비율 제한도 정의합니다. 이 예에서 속도 제한은 1,000입니다. 문의 두 조건을 모두 충
족하는 요청이 계수됩니다. 요청 개수가 5분당 1,000건을 초과하면 규칙의 작업이 트리거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요청은 속도 제한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이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NotStatement 또는 OrStatement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RateBasedStatement을 중첩할
수 없습니다. 규칙 내에서 최상위 문으로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ggregateKeyType" : String,
"ForwardedIPConfig" : ForwardedIPConfiguration (p. 6374),
"Limit" : Integer,
"ScopeDownStatement" : Statement (p. 6394)

YAML
AggregateKeyType: String
ForwardedIPConfig:
ForwardedIPConfiguration (p. 6374)
Limit: Integer
ScopeDownStatement:
Statement (p. 6394)

Properties
AggregateKeyType
요청 수를 집계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설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IP - 웹 요청 오리진의 IP 주소에 대한 요청 수를 집계합니다.
• FORWARDED_IP - HTTP 헤더의 첫 번째 IP 주소에 대한 요청 수를 집계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ForwardedIPConfig를 구성하여 사용할 헤더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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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값: FORWARDED_IP | I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rwardedIPConfig
웹 요청 오리진에서 보고한 IP 주소를 사용하는 대신 사용자가 지정하는 HTTP 헤더의 IP 주소를 검사하
기 위한 구성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XFF(X-Forwarded-For) 헤더지만 모든 헤더 이름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Note
지정된 헤더가 요청에 없으면 AWS WAF는 웹 요청에 규칙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은 AggregateKeyType이 FORWARDED_IP(으)로 설정된 경우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orwardedIPConfiguration (p. 637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mit
단일 발신 IP 주소에 대한 5분당 요청 한도입니다. 문에 ScopeDownStatement이(가) 포함된 경우, 이
제한은 문과 일치하는 요청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opeDownStatement
속도 기반 문의 범위를 일치하는 웹 요청으로 좁히는 선택적 중첩 문입니다. 이는 중첩 가능한 문이 될
수 있으며, 이 범위 축소 문 아래의 모든 수준에서 문을 중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atement (p. 639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RuleGroup RegexPatternSetReferenceStatement
정규 표현식과의 일치 항목이 있는지 웹 요청 구성 요소를 검색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 문입니다. 이를 사용하
려면 감지하려는 표현식을 지정하는 AWS::WAFv2::RegexPatternSet (p. 6357)을 생성한 다음, 이 문에서 해
당 집합의 ARN을 사용합니다. 요청 구성 요소가 집합의 패턴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웹 요청은 패턴 집합
규칙 문과 일치하게 됩니다.
각 정규식 패턴 집합 규칙 문은 정규식 패턴 집합을 참조합니다. 규칙에 관계없이 집합을 생성하고 유지 관
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규칙에서 단일 집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된 집합을 업데이트하면 AWS
WAF에서 참조하는 모든 규칙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rn" : String,

API 버전 2010-05-15
638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WAF V2

}

"FieldToMatch" : FieldToMatch (p. 6371),
"TextTransformations" : [ TextTransformation (p. 6398), ... ]

YAML
Arn: String
FieldToMatch:
FieldToMatch (p. 6371)
TextTransformations:
- TextTransformation (p. 6398)

Properties
Arn
이 문이 참조하는 정규 표현식 패턴 세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ToMatch
AWS WAF에서 검사할 웹 요청의 일부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eldToMatch (p. 637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xtTransformations
텍스트 변환은 공격자가 감지를 우회하기 위해 웹 요청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비정상적인 형식 지정을
제거합니다. 규칙 문에 하나 이상의 변환을 지정하면 AWS WAF는 콘텐츠가 일치하는지 검사하기 전에
우선 순위가 가장 낮은 설정부터 시작하여 FieldToMatch로 식별된 콘텐츠에 대해 모든 변환을 수행합
니다.
Required: 예
Type: TextTransformation (p. 639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RuleGroup Rule
허용, 차단 또는 계산하려는 웹 요청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단일 규칙입니다. 각 규칙에는 AWS WAF
가 일치하는 웹 요청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최상위 문 하나와 AWS WAF에서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방
법을 제어하는 파라미터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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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ction" : RuleAction (p. 6390),
"Name" : String,
"Priority" : Integer,
"RuleLabels" : [ Label (p. 6382), ... ],
"Statement" : Statement (p. 6394),
"VisibilityConfig" : VisibilityConfig (p. 6400)

YAML
Action:
RuleAction (p. 6390)
Name: String
Priority: Integer
RuleLabels:
- Label (p. 6382)
Statement:
Statement (p. 6394)
VisibilityConfig:
VisibilityConfig (p. 6400)

Properties
Action
AWS WAF가 규칙의 문과 일치할 때 웹 요청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웹 ACL 수준의 설정은
규칙 작업 설정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uleAction (p. 639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규칙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이름입니다. Rule을 생성한 후에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ority
WebACL에서 둘 이상의 Rule을 정의하는 경우 AWS WAF는 Rules를 기준으로 Priority 값의 순서대
로 각 요청을 평가합니다. AWS WAF는 우선 순위가 낮은 규칙을 먼저 처리합니다. 우선 순위는 연속적
일 필요는 없지만 모두 달라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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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Labels
규칙 일치 문과 일치하는 웹 요청에 적용할 레이블입니다. AWS WAF는 일치하는 웹 요청에 정규화된 레
이블을 적용합니다. 정규화된 레이블은 레이블 네임스페이스와 규칙 레이블을 연결한 것입니다. 규칙의
규칙 그룹 또는 웹 ACL은 레이블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합니다.
웹 ACL에서 이 규칙 이후에 실행되는 규칙은 LabelMatchStatement를 사용하여 이러한 레이블과 일
치시킬 수 있습니다.
각 레이블에 대해 다음 지침에 따라 선택적 네임스페이스와 레이블 이름을 포함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
는 문자열을 제공합니다.
• 레이블의 각 구성 요소를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 각 네임스페이스 또는 이름은 최대 128자일 수 있습니다.
• 레이블에 최대 5개의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레이블 사양에 예약어(aws, waf, managed, rulegroup, webacl, regexpatternset 또는 ipset)
를 사용하지 마세요.
예: myLabelName 또는 nameSpace1:nameSpace2:myLabelName.
Required: 아니요
Type: Label (p. 638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ment
규칙에 대한 AWS WAF 처리 문(예: ByteMatchStatement 또는 SizeConstraintStatement)입니다.
Required: 예
Type: Statement (p. 639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sibilityConfig
Amazon CloudWatch 지표 및 웹 요청 샘플 수집을 정의하고 사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VisibilityConfig (p. 64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RuleGroup RuleAction
AWS WAF가 규칙의 문과 일치할 때 웹 요청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웹 ACL 수준의 설정은 규칙
작업 설정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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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w" : Json,
"Block" : Json,
"Count" : Json

YAML
Allow: Json
Block: Json
Count: Json

Properties
Allow
웹 요청을 허용하도록 AWS WAF에 지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lock
웹 요청을 차단하도록 AWS WAF에 지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unt
웹 요청을 카운트하고 허용하도록 AWS WAF에 지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허용 작업 설정
다음은 허용 작업 사양의 예입니다.

YAML
Action:
Allow: {}

JSON
"Action":
{"Al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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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요청 설정을 사용하여 허용 작업 설정
다음은 사용자 지정 요청 처리가 포함된 허용 작업 사양의 예입니다.

YAML
Action:
Allow:
CustomRequestHandling:
InsertHeaders:
- Name: AllowActionHeader1Name
Value: AllowActionHeader1Value
- Name: AllowActionHeader2Name
Value: AllowActionHeader2Value

JSON
"Action": {
"Allow": {
"CustomRequestHandling": {
"InsertHeaders": [
{
"Name": "AllowActionHeader1Name",
"Value": "AllowActionHeader1Value"
},
{
"Name": "AllowActionHeader2Name",
"Value": "AllowActionHeader2Value"
}
]
}
}
}

AWS::WAFv2::RuleGroup SizeConstraintStatement
보다 큼 또는 보다 작음 같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여 요청 구성 요소의 크기와 바이트 수를 비교하는 규칙
문입니다. 예를 들어, 크기 제약 조건 문을 사용하여 100바이트보다 긴 쿼리 문자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청 본문을 검사하도록 AWS WAF을 구성하는 경우 AWS WAF는 처음 8192바이트(8KB)만 검사합니다. 웹
요청에 대한 요청 본문이 8192 바이트를 절대 초과하지 않을 경우, 크기 제약 조건을 생성하고 요청 본문이
8,192 바이트를 초과하는 요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할 요청의 일부 값으로 URI를 선택하면 URI의 슬래시(/)가 한 문자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URI /
logo.jpg는 9자 길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omparisonOperator" : String,
"FieldToMatch" : FieldToMatch (p. 6371),
"Size" : Double,
"TextTransformations" : [ TextTransformation (p. 6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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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ComparisonOperator: String
FieldToMatch:
FieldToMatch (p. 6371)
Size: Double
TextTransformations:
- TextTransformation (p. 6398)

Properties
ComparisonOperator
요청 부분을 크기 설정과 비교하는 데 사용할 연산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Q | GE | GT | LE | LT | N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ToMatch
AWS WAF에서 검사할 웹 요청의 일부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eldToMatch (p. 637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ze
변환 후 요청 부분과 비교할 크기(바이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xtTransformations
텍스트 변환은 공격자가 감지를 우회하기 위해 웹 요청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비정상적인 형식 지정을
제거합니다. 규칙 문에 하나 이상의 변환을 지정하면 AWS WAF는 콘텐츠가 일치하는지 검사하기 전에
우선 순위가 가장 낮은 설정부터 시작하여 FieldToMatch로 식별된 콘텐츠에 대해 모든 변환을 수행합
니다.
Required: 예
Type: TextTransformation (p. 639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RuleGroup SqliMatchStatement
때로 공격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웹 요청에 악성 SQL 코드를 삽입합니다. 악성
SQL 코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웹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려면 SQL 명령어 주입 일치 조건을 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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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생성합니다. SQL 주입 일치 조건은 AWS WAF에서 검사할 웹 요청의 부분(예: URI 또는 쿼리 문자열)을
식별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나중에 웹 ACL을 생성할 때 악성 SQL 코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요청을 허
용할지 또는 차단할지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eldToMatch" : FieldToMatch (p. 6371),
"TextTransformations" : [ TextTransformation (p. 6398), ... ]

YAML
FieldToMatch:
FieldToMatch (p. 6371)
TextTransformations:
- TextTransformation (p. 6398)

Properties
FieldToMatch
AWS WAF에서 검사할 웹 요청의 일부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eldToMatch (p. 637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xtTransformations
텍스트 변환은 공격자가 감지를 우회하기 위해 웹 요청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비정상적인 형식 지정을
제거합니다. 규칙 문에 하나 이상의 변환을 지정하면 AWS WAF는 콘텐츠가 일치하는지 검사하기 전에
우선 순위가 가장 낮은 설정부터 시작하여 FieldToMatch로 식별된 콘텐츠에 대해 모든 변환을 수행합
니다.
Required: 예
Type: TextTransformation (p. 639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RuleGroup Statement
웹 요청이 규칙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AWS WAF에서 사용하는 Rule에 대한 처리 지침입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ndStatement" : AndStatement (p. 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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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teMatchStatement" : ByteMatchStatement (p. 6368),
"GeoMatchStatement" : GeoMatchStatement (p. 6375),
"IPSetReferenceStatement" : IPSetReferenceStatement (p. 6378),
"LabelMatchStatement" : LabelMatchStatement (p. 6383),
"NotStatement" : NotStatement (p. 6384),
"OrStatement" : OrStatement (p. 6385),
"RateBasedStatement" : RateBasedStatement (p. 6386),
"RegexPatternSetReferenceStatement" : RegexPatternSetReferenceStatement (p. 6387),
"SizeConstraintStatement" : SizeConstraintStatement (p. 6392),
"SqliMatchStatement" : SqliMatchStatement (p. 6393),
"XssMatchStatement" : XssMatchStatement (p. 6401)

YAML
AndStatement:
AndStatement (p. 6368)
ByteMatchStatement:
ByteMatchStatement (p. 6368)
GeoMatchStatement:
GeoMatchStatement (p. 6375)
IPSetReferenceStatement:
IPSetReferenceStatement (p. 6378)
LabelMatchStatement:
LabelMatchStatement (p. 6383)
NotStatement:
NotStatement (p. 6384)
OrStatement:
OrStatement (p. 6385)
RateBasedStatement:
RateBasedStatement (p. 6386)
RegexPatternSetReferenceStatement:
RegexPatternSetReferenceStatement (p. 6387)
SizeConstraintStatement:
SizeConstraintStatement (p. 6392)
SqliMatchStatement:
SqliMatchStatement (p. 6393)
XssMatchStatement:
XssMatchStatement (p. 6401)

Properties
AndStatement
다른 규칙 문과 AND 논리를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논리적 규칙 문입니다. 귀하는 AndStatement 내에
둘 이상의 문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dStatement (p. 63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yteMatchStatement
AWS WAF가 웹 요청에 적용할 문자열 일치 검색을 정의하는 규칙 문입니다. byte match 문은 검색할
바이트, AWS WAF에서 검색할 요청의 위치 및 기타 설정을 제공합니다. 검색할 바이트는 일반적으로
ASCII 문자에 해당하는 문자열입니다. AWS WAF 콘솔 및 개발자 안내서에서는 이를 문자열 일치 문이
라고 부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yteMatchStatement (p. 6368)
API 버전 2010-05-15
639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WAF V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eoMatchStatement
출처 국가를 기준으로 웹 요청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 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eoMatchStatement (p. 637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PSetReferenceStatement
특정 IP 주소 또는 주소 범위에서 나오는 웹 요청을 감지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 문입니다. 이를 사용하
려면 감지하려는 주소를 지정하는 AWS::WAFv2::IPSet (p. 6347)을 생성한 후, 이 문에서 해당 세트의
ARN을 사용합니다.
각 IP 집합 규칙 문은 IP 집합을 참조합니다. 규칙에 관계없이 집합을 생성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규칙에서 단일 집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된 집합을 업데이트하면 AWS WAF에서 참조
하는 모든 규칙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PSetReferenceStatement (p. 637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belMatchStatement
웹 ACL에서 이미 실행된 규칙에 의해 웹 요청에 추가된 레이블을 기준으로 문자열 일치 검색을 정의하
는 규칙 문입니다.
레이블 일치 문은 검색할 레이블 또는 네임스페이스 문자열을 제공합니다. 레이블 문자열은 웹 요청에
추가된 정규화된 레이블 이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규화된 레이블에는 접두사, 선
택적 네임스페이스 및 레이블 이름이 포함됩니다. 접두사는 레이블을 추가한 규칙의 규칙 그룹 또는 웹
ACL 컨텍스트를 식별합니다. 레이블 일치 문자열에 정규화된 이름을 제공하지 않으면 AWS WAF는 레
이블 일치 문과 동일한 컨텍스트에서 추가된 레이블 검색을 수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belMatchStatement (p. 638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Statement
다른 규칙 문의 결과를 무효화하는 데 사용되는 논리적 규칙 문입니다. 귀하는 NotStatement 내에 하
나의 문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otStatement (p. 638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Statement
다른 규칙 문과 OR 논리를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논리적 규칙 문입니다. 귀하는 OrStatement 내에 둘
이상의 문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rStatement (p. 638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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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BasedStatement
비율 기반 규칙은 각각의 발신 IP 주소에 대한 요청 비율을 추적하고, 5분이라는 시간 범위에서 요청 수
에 대해 지정한 제한을 초과할 경우 규칙 작업을 트리거합니다. 과도한 요청을 전송하는 IP 주소의 요청
에 임시 차단을 적용하는 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칙 작업이 트리거되면 AWS WAF는 요청 비율이 제한값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IP 주소에서 추가 요청
을 차단합니다.
선택에 따라 비율 기반 문 내에 다른 문을 중첩하여 중첩된 문과 일치하는 요청만 계수하도록 규칙의 범
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자로부터 확인한 최근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첩 문이 포함된
중첩 AND 규칙 문을 사용하여 속도 기반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주소 192.0.2.44를 지정하는 IP 집합이 있는 IP 일치 문입니다.
• User-Agent 헤더에서 문자열 BadBot을 검색하는 문자열 일치 문입니다.
이 비율 기반 규칙에서 비율 제한도 정의합니다. 이 예에서 속도 제한은 1,000입니다. 문의 두 조건을 모
두 충족하는 요청이 계수됩니다. 요청 개수가 5분당 1,000건을 초과하면 규칙의 작업이 트리거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요청은 속도 제한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이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NotStatement 또는 OrStatement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RateBasedStatement을 중
첩할 수 없습니다. 규칙 내에서 최상위 문으로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ateBasedStatement (p. 638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exPatternSetReferenceStatement
정규 표현식과의 일치 항목이 있는지 웹 요청 구성 요소를 검색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 문입니다. 이를 사
용하려면 감지하려는 표현식을 지정하는 AWS::WAFv2::RegexPatternSet (p. 6357)을 생성한 다음, 이
문에서 해당 집합의 ARN을 사용합니다. 요청 구성 요소가 집합의 패턴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웹 요청
은 패턴 집합 규칙 문과 일치하게 됩니다.
각 정규식 패턴 집합 규칙 문은 정규식 패턴 집합을 참조합니다. 규칙에 관계없이 집합을 생성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규칙에서 단일 집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된 집합을 업데이트하면
AWS WAF에서 참조하는 모든 규칙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egexPatternSetReferenceStatement (p. 638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zeConstraintStatement
보다 큼 또는 보다 작음 같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여 요청 구성 요소의 크기와 바이트 수를 비교하는 규
칙 문입니다. 예를 들어, 크기 제약 조건 문을 사용하여 100바이트보다 긴 쿼리 문자열을 찾을 수 있습니
다.
요청 본문을 검사하도록 AWS WAF을 구성하는 경우 AWS WAF는 처음 8192바이트(8KB)만 검사합니
다. 웹 요청에 대한 요청 본문이 8192 바이트를 절대 초과하지 않을 경우, 크기 제약 조건을 생성하고 요
청 본문이 8,192 바이트를 초과하는 요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할 요청의 일부 값으로 URI를 선택하면 URI의 슬래시(/)가 한 문자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URI
/logo.jpg는 9자 길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izeConstraintStatement (p. 639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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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iMatchStatement
때로 공격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웹 요청에 악성 SQL 코드를 삽입합니다. 악성
SQL 코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웹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려면 SQL 명령어 주입 일치 조건을 하
나 이상 생성합니다. SQL 주입 일치 조건은 AWS WAF에서 검사할 웹 요청의 부분(예: URI 또는 쿼리 문
자열)을 식별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나중에 웹 ACL을 생성할 때 악성 SQL 코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
는 요청을 허용할지 또는 차단할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qliMatchStatement (p. 639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XssMatchStatement
AWS WAF가 웹 요청에 적용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일치 검색을 정의하는 규칙 문입니다.
XSS 공격은 공격자가 악성 클라이언트 사이트 스크립트를 다른 합법적 인 웹 브라우저에 삽입하는 수단
으로 양성 웹 사이트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입니다. XSS 일치 문은 AWS WAF가 악성 문자열일 가능
성이 높은 문자 시퀀스를 검색하기 전에 AWS WAF에서 검색하고 싶은 요청의 위치와 검색 영역에서 사
용할 텍스트 변환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XssMatchStatement (p. 640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RuleGroup TextTransformation
텍스트 변환은 공격자가 감지를 우회하기 위해 웹 요청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비정상적인 형식 지정을 제거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iority" : Integer,
"Type" : String

YAML
Priority: Integer
Type: String

Properties
Priority
규칙 문에 대해 정의된 다중 변환에 대한 상대적 처리 순서를 설정합니다. AWS WAF는 변환된 콘텐츠를
검사하기 전에 모든 변환을 우선 순위가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처리합니다. 우선 순위는 연속적일
필요는 없지만 모두 달라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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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다음과 같은 변환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BASE64_DECODE - Base64 인코딩 문자열을 디코딩합니다.
BASE64_DECODE_EXT - Base64 인코딩 문자열을 디코딩하지만 유효하지 않은 문자를 무시하는 덜
엄격한 구현을 사용합니다.
CMD_LINE - 명령줄 변환입니다. 이러한 변환 유형은 운영 체제 명령줄 명령을 삽입하고 비정상적인 서
식을 사용하여 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장하는 공격자의 효과를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 다음 문자 삭제: \ " ' ^
• 다음 문자 앞에 있는 공백 삭제: / (
• 다음 문자를 공백으로 바꿈: , ;
• 여러 개의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바꿈
• 대문자(A-Z)를 소문자(a-z)로 변환
COMPRESS_WHITE_SPACE - 다음 문자를 공백 문자(십진수 32)로 바꿉니다.
• \f, 양식 피드, 십진수 12
• \t, 탭, 십진수 9
• \n, 줄 바꿈, 십진수 10
• \r, 캐리지 리턴, 십진수 13
• \v, 세로 탭, 십진수 11
• 줄 바꿈하지 않는 공백, 10진수 160
COMPRESS_WHITE_SPACE 또한 여러 개의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바꿉니다.
CSS_DECODE - CSS 2.x 이스케이프 규칙 syndata.html#characters를 사용하여 인코딩된 문
자를 디코딩합니다. 이 함수는 디코딩 프로세스에서 최대 2바이트를 사용하므로 일반적으로 인코딩
되지 않는 CSS 인코딩을 사용하여 인코딩된 ASCII 문자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백슬래
시와 16진수가 아닌 문자의 조합인 회피에 대항할 때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JavaScript의 경우 ja
\vascript입니다.
ESCAPE_SEQ_DECODE - 다음 ANSI C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디코딩합니다. \a, \b, \f, \n, \r, \t,
\v, \\, \?, \', \", \xHH(16진수), \0OOO(8진수). 유효하지 않은 인코딩은 출력에 남습니다.
HEX_DECODE - 16진수 문자열을 바이너리로 디코딩합니다.
HTML_ENTITY_DECODE - HTML 인코딩 문자를 인코딩되지 않은 문자로 바꿉니다.
HTML_ENTITY_DECODE는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ampersand)quot;를 "로 바꿈
• (ampersand)nbsp;를 줄 바꿈하지 않는 공백(십진수 160)으로 바꿉니다.
• (ampersand)lt;를 "미만" 기호로 바꿉니다.
• (ampersand)gt;를 >로 바꿈
• 16진수 형식으로 표현된 문자 (ampersand)#xhhhh;를 해당 문자로 바꿈
• 10진수 형식으로 표현된 문자 (ampersand)#nnnn;을 해당 문자로 바꿈
JS_DECODE - JavaScript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디코딩합니다. \ u HHHH 코드가 FF01-FF5E의 전폭
ASCII 범위에 있는 경우 더 높은 바이트를 사용하여 낮은 바이트를 감지하고 조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낮은 바이트만 사용되고 높은 바이트는 0이 되어 정보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LOWERCASE - 대문자(A~Z)를 소문자(a~z)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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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5 - 입력의 데이터에서 MD5 해시를 계산합니다. 계산된 해시는 원시 바이너리 형식입니다.
NONE - 텍스트 변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NONE을 지정합니다.
NORMALIZE_PATH - 입력 문자열에서 입력 시작 부분에 없는 여러 슬래시, 디렉터리 자체 참조 및 디렉
터리 역참조를 제거합니다.
NORMALIZE_PATH_WIN - NORMALIZE_PATH와 동일하지만 먼저 백슬래시 문자를 슬래시로 변환합니
다.
REMOVE_NULLS - 입력에서 모든 NULL 바이트를 제거합니다.
REPLACE_COMMENTS - C 스타일 주석(/* ... */)의 각 항목을 단일 공백으로 바꿉니다. 여러 번
연속된 항목은 압축되지 않습니다. 종료되지 않은 주석도 공백(ASCII 0x20)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나 주
석(*/)의 독립 실행형 종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PLACE_NULLS - 입력의 NULL 바이트를 공백 문자(ASCII0x20)로 바꿉니다.
SQL_HEX_DECODE - SQL 16진수 데이터를 디코딩합니다. 예제(0x414243)는 (ABC)로 디코딩됩니다.
URL_DECODE - URL 인코딩 값을 디코딩합니다.
URL_DECODE_UNI - URL_DECODE와 비슷하지만 Microsoft 관련 %u 인코딩을 지원합니다. 코드가
FF01-FF5E의 전폭 ASCII 코드 범위에 있으면 더 높은 바이트를 사용하여 하위 바이트를 감지하고 조정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낮은 바이트만 사용되고 높은 바이트는 0이 됩니다.
UTF8_TO_UNICODE - 모든 UTF-8 문자 시퀀스를 유니코드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규화를 입력
하고 영어가 아닌 언어에 대한 오탐지 및 미탐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ASE64_DECODE | BASE64_DECODE_EXT | CMD_LINE | COMPRESS_WHITE_SPACE
| CSS_DECODE | ESCAPE_SEQ_DECODE | HEX_DECODE | HTML_ENTITY_DECODE |
JS_DECODE | LOWERCASE | MD5 | NONE | NORMALIZE_PATH | NORMALIZE_PATH_WIN
| REMOVE_NULLS | REPLACE_COMMENTS | REPLACE_NULLS | SQL_HEX_DECODE |
URL_DECODE | URL_DECODE_UNI | UTF8_TO_UNICOD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RuleGroup VisibilityConfig
Amazon CloudWatch 지표 및 웹 요청 샘플 수집을 정의하고 사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oudWatchMetricsEnabled" : Boolean,
"MetricName" : String,
"SampledRequestsEnabled" : Boolean

YAML
CloudWatchMetricsEnabled: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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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icName: String
SampledRequestsEnabled: Boolean

Properties
CloudWatchMetricsEnabled
연결된 리소스가 Amazon CloudWatch에 지표를 전송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부울입니다. 사용 가능한
지표 목록은 AWS WAF 지표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Name
Amazon CloudWatch 지표를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에는 영숫자(A-Z, a-z, 0-9)만 포함될 수 있으며
길이는 1~128자입니다. ‘Al’ 및 ‘Default_Action’ 같이 AWS WAF에 예약된 공백 또는 지표 이름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VisibilityConfig를 생성한 후에는 MetricName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mpledRequestsEnabled
AWS WAF가 규칙과 일치하는 웹 요청의 샘플링을 저장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부울입니다. AWS
WAF 콘솔을 통해 샘플링된 요청을 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RuleGroup XssMatchStatement
AWS WAF가 웹 요청에 적용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일치 검색을 정의하는 규칙 문입니다. XSS 공
격은 공격자가 악성 클라이언트 사이트 스크립트를 다른 합법적 인 웹 브라우저에 삽입하는 수단으로 양성
웹 사이트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입니다. XSS 일치 문은 AWS WAF가 악성 문자열일 가능성이 높은 문
자 시퀀스를 검색하기 전에 AWS WAF에서 검색하고 싶은 요청의 위치와 검색 영역에서 사용할 텍스트 변환
을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FieldToMatch" : FieldToMatch (p. 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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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Transformations" : [ TextTransformation (p. 6398), ... ]

YAML
FieldToMatch:
FieldToMatch (p. 6371)
TextTransformations:
- TextTransformation (p. 6398)

Properties
FieldToMatch
AWS WAF에서 검사할 웹 요청의 일부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eldToMatch (p. 637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xtTransformations
텍스트 변환은 공격자가 감지를 우회하기 위해 웹 요청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비정상적인 형식 지정을
제거합니다. 규칙 문에 하나 이상의 변환을 지정하면 AWS WAF는 콘텐츠가 일치하는지 검사하기 전에
우선 순위가 가장 낮은 설정부터 시작하여 FieldToMatch로 식별된 콘텐츠에 대해 모든 변환을 수행합
니다.
Required: 예
Type: TextTransformation (p. 639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Note
이 버전은 2019년 11월에 릴리스된 AWS WAFV2라는 이름의 AWS WAF 최신 버전입니다. 이전 릴
리스에서 AWS WAF 리소스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AWS::WAFv2::WebACL (p. 6402)을 사용하여 웹 요청을 검사하고 제어하기 위한 규칙 모음을 정의합니
다. 각 규칙에는 규칙의 문과 일치하는 요청에 대해 정의된 작업(허용, 차단 또는 계산)이 있습니다. 웹 ACL
에서는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요청에 대해 수행할 기본 작업(허용, 차단)을 할당합니다. 웹 ACL의 규칙에는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규칙 문과 규칙 그룹 및 관리형 규칙 그룹을 참조하는 규칙 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웹 ACL을 하나 이상의 AWS 리소스에 연결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는 Amazon CloudFront 배포,
Amazon API Gateway REST API, Application Load Balancer 또는 AWS AppSync GraphQL API일 수 있습
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ype" : "AWS::WAFv2::Web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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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
"CustomResponseBodies" : {Key : Value, ...},
"DefaultAction" : DefaultAction (p. 6420),
"Description" : String,
"Name" : String,
"Rules" : [ Rule (p. 6442), ... ],
"Scope" : String,
"Tags" : [ Tag, ... ],
"VisibilityConfig" : VisibilityConfig (p. 6455)
}

YAML
Type: AWS::WAFv2::WebACL
Properties:
CustomResponseBodies:
Key : Value
DefaultAction:
DefaultAction (p. 6420)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Rules:
- Rule (p. 6442)
Scope: String
Tags:
- Tag
VisibilityConfig:
VisibilityConfig (p. 6455)

Properties
CustomResponseBodies
사용자 지정 응답 키 및 콘텐츠 본문의 맵 차단 작업을 사용하여 규칙을 생성하는 경우 웹 요청에 사용자
지정 응답을 보낼 수 있습니다. 웹 ACL에 대해 정의한 다음 웹 ACL에서 정의한 규칙 및 기본 작업에 사
용합니다.
웹 요청 및 응답 사용자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WAF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에서 웹 요
청 및 응답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세요.
사용자 지정 요청 및 응답 설정의 수 및 크기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WAF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CustomResponseBody (p. 6420)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faultAction
WebACL에 포함된 Rules 중 어느 것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행할 작업입니다.
Required: 예
Type: DefaultAction (p. 642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Description
식별에 도움이 되는 웹 ACL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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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6
Pattern: ^[\w+=:#@/\-,\.][\w+=:#@/\-,\.\s]+[\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웹 ACL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이름입니다. 웹 ACL을 생성한 후에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Replacement
Rules
허용, 차단 또는 계산하려는 웹 요청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Rule 문입니다. 각 규칙에는 AWS WAF가
일치하는 웹 요청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최상위 문 하나와 AWS WAF에서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방
법을 제어하는 파라미터가 포함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규칙 (p. 644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ope
Amazon CloudFront 배포용인지 리전별 애플리케이션용인지를 지정합니다. 리전 애플리케이션은
Application Load Balancer(ALB), Amazon API Gateway REST API 또는 AWS AppSync GraphQL API
일 수 있습니다. 유효한 값은 CLOUDFRONT과 REGIONAL입니다.

Note
CLOUDFRONT의 경우,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us-east-1 리전에서 WAFv2 리소스를 생성
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Tags
AWS 리소스에 연결된 키-값 페어입니다. 키-값 페어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모든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그 키는 범주(예: “환경”)를 나타내며 태그 값은 해당 범주 내의 특정 값(예: “테스트”, “개
발” 또는 “프로덕션”)을 나타냅니다. 각 AWS 리소스에 최대 50개의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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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기존 리소스의 태그를 수정하려면 AWS WAF API 또는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면 리소스를 생성하는 동안에만 AWS WAF 리소스에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sibilityConfig
Amazon CloudWatch 지표 및 웹 요청 샘플 수집을 정의하고 사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VisibilityConfig (p. 64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리소스 이름, 물리적 ID 및 범위를 포함하는 리소스의 Ref입니다(name|id|scope로 형식 지정).
예: my-webacl-name|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REGIONAL.

Fn::GetAtt
Arn
웹 ACL의 ARN(Amazon 리소스 이름)입니다.
Capacity
웹 ACL의 현재 웹 ACL 용량(WCU) 사용량입니다.
Id
웹 ACL의 ID입니다.
LabelNamespace
이 웹 ACL의 레이블 네임스페이스 접두사입니다. 이 웹 ACL의 규칙에 의해 추가된 모든 레이블에는 이
접두사가 포함됩니다.
웹 ACL의 레이블 네임스페이스 접두사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awswaf:<account
ID>:webacl:<web ACL name>:
레이블이 포함된 규칙이 웹 요청과 일치하는 경우 AWS WAF는 해당 요청에 정규화된 레이블을 추가합
니다. 정규화된 레이블은 규칙이 정의된 규칙 그룹 또는 웹 ACL의 레이블 네임스페이스와 규칙의 레이
블로 구성됩니다(콜론으로 구분).

예제
사용자 지정 요청 및 응답 처리를 사용하여 웹 ACL 생성
다음은 웹 ACL 사양의 예제입니다. 이 예제에는 사용자 지정 요청 및 응답 구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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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Description: Create WebACL example
Resources:
ExampleWebACL:
Type: 'AWS::WAFv2::WebACL'
Properties:
Name: ExampleWebACL1
Scope: REGIONAL
Description: This is an example WebACL
DefaultAction:
Allow:
CustomRequestHandling:
InsertHeaders:
- Name: AllowActionHeader1Name
Value: AllowActionHeader1Value
- Name: AllowActionHeader2Name
Value: AllowActionHeader2Value
VisibilityConfig: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ExampleWebACLMetric
CustomResponseBodies:
CustomResponseBodyKey1:
ContentType: TEXT_PLAIN
Content: this is a plain text
CustomResponseBodyKey2:
ContentType: APPLICATION_JSON
Content: '{"jsonfieldname": "jsonfieldvalue"}'
CustomResponseBodyKey3:
ContentType: TEXT_HTML
Content: <html>HTML text content</html>
Rules:
- Name: RuleWithAWSManagedRules
Priority: 0
OverrideAction:
Count: {}
VisibilityConfig: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RuleWithAWSManagedRulesMetric
Statement:
ManagedRuleGroupStatement:
VendorName: AWS
Name: AWSManagedRulesCommonRuleSet
ExcludedRules: []
- Name: BlockXssAttack
Priority: 1
Action:
Block:
CustomResponse:
ResponseCode: 503
CustomResponseBodyKey: CustomResponseBodyKey1
ResponseHeaders:
- Name: BlockActionHeader1Name
Value: BlockActionHeader1Value
- Name: BlockActionHeader2Name
Value: BlockActionHeader2Value
VisibilityConfig: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BlockXssAttackMetric
Statement:
XssMatchStatement:
FieldTo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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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QueryArguments: {}
TextTransformations:
- Priority: 1
Type: NONE

JSON
"Description": "Create WebACL example",
"Resources": {
"ExampleWebACL": {
"Type": "AWS::WAFv2::WebACL",
"Properties": {
"Name": "ExampleWebACL1",
"Scope": "REGIONAL",
"Description": "This is an example WebACL",
"DefaultAction": {
"Allow": {
"CustomRequestHandling": {
"InsertHeaders": [
{
"Name": "AllowActionHeader1Name",
"Value": "AllowActionHeader1Value"
},
{
"Name": "AllowActionHeader2Name",
"Value": "AllowActionHeader2Value"
}
]
}
}
},
"VisibilityConfig": {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ExampleWebACLMetric"
},
"CustomResponseBodies": {
"CustomResponseBodyKey1": {
"ContentType": "TEXT_PLAIN",
"Content": "this is a plain text"
},
"CustomResponseBodyKey2": {
"ContentType": "APPLICATION_JSON",
"Content": "{\"jsonfieldname\": \"jsonfieldvalue\"}"
},
"CustomResponseBodyKey3": {
"ContentType": "TEXT_HTML",
"Content": "<html>HTML text content</html>"
}
},
"Rules": [
{
"Name": "RuleWithAWSManagedRules",
"Priority": 0,
"OverrideAction": {
"Count": {}
},
"VisibilityConfig": {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RuleWithAWSManagedRulesMetric"
},
"Statement": {
"ManagedRuleGroup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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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Name": "AWS",
"Name": "AWSManagedRulesCommonRuleSet",
"ExcludedRules": []
}
}

},
{

}

}

}

]

}

"Name": "BlockXssAttack",
"Priority": 1,
"Action": {
"Block": {
"CustomResponse": {
"ResponseCode": 503,
"CustomResponseBodyKey": "CustomResponseBodyKey1",
"ResponseHeaders": [
{
"Name": "BlockActionHeader1Name",
"Value": "BlockActionHeader1Value"
},
{
"Name": "BlockActionHeader2Name",
"Value": "BlockActionHeader2Value"
}
]
}
}
},
"VisibilityConfig": {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BlockXssAttackMetric"
},
"Statement": {
"XssMatchStatement": {
"FieldToMatch": {
"AllQueryArguments": {}
},
"TextTransformations": [
{
"Priority": 1,
"Type": "NONE"
}
]
}
}

JSON 본문 구문 분석을 사용하여 웹 ACL 생성
다음은 웹 ACL 사양의 예제입니다. 이 예제에는 웹 요청 본문을 JSON으로 검사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YAML
Resources:
ExampleWebACL:
Type: 'AWS::WAFv2::WebACL'
Properties:
Name: TestingJsonBody
Scope: REGIONAL
Description: WebACL for JsonBody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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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Action:
Allow: {}
VisibilityConfig: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ExampleWebACLMetric
Rules:
- Name: TestJsonBodyRule
Priority: 0
Action:
Block: {}
VisibilityConfig: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JsonBodyMatchMetric
Statement:
ByteMatchStatement:
FieldToMatch:
JsonBody:
MatchPattern:
IncludedPaths:
- /foo
- /bar
MatchScope: VALUE
InvalidFallbackBehavior: MATCH
PositionalConstraint: EXACTLY
SearchString: BadBot
TextTransformations:
- Type: NONE
Priority: 0

JSON
{ "Name": "TestingJsonBody",
"Scope": "REGIONAL",
"DefaultAction":
{
"Allow":
{}
},
"Description": "WebACL for JsonBody Testing",
"Rules":
[
{"Name": "TestJsonBodyRule",
"Priority": 1,
"Statement":
{"ByteMatchStatement":
{"SearchString": "BadBot",
"FieldToMatch":
{
"JsonBody":
{"MatchPattern":
{
"IncludedPaths":
["/foo", "/bar"]
},
"MatchScope": "VALUE",
"InvalidFallbackBehavior": "MATCH"
}
},
"TextTransformations":
[
{"Priority": 1,
"Typ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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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itionalConstraint": "EXACTLY"}

},
"Action":
{"Block":
{}
},
"VisibilityConfig":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JsonBodyMatchMetric"}

}
],
"VisibilityConfig":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TestingJsonBodyMetric"}

}

AWS::WAFv2::WebACL AllowAction
AWS WAF에서 요청을 허용하도록 지정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웹 ACL 및 규칙 그룹 RuleAction과 웹 ACL DefaultAction에 대한 값을 지정하기 위
해 다른 설정의 컨텍스트에서만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ustomRequestHandling" : CustomRequestHandling (p. 6418)

YAML
CustomRequestHandling:
CustomRequestHandling (p. 6418)

Properties
CustomRequestHandling
웹 요청에 대한 사용자 지정 처리를 정의합니다.
웹 요청 및 응답 사용자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WAF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에서 웹 요
청 및 응답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CustomRequestHandling (p. 641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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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작업 설정
다음은 허용 작업 사양의 예입니다.

YAML
Action:
Allow: {}

JSON
"Action":
{"Allow":
{}
}

사용자 지정 요청 설정을 사용하여 허용 작업 설정
다음은 사용자 지정 요청 처리가 포함된 허용 작업 사양의 예입니다.

YAML
Allow:
CustomRequestHandling:
InsertHeaders:
- Name: AllowActionHeader1Name
Value: AllowActionHeader1Value
- Name: AllowActionHeader2Name
Value: AllowActionHeader2Value

JSON
"Allow": {
"CustomRequestHandling": {
"InsertHeaders": [
{
"Name": "AllowActionHeader1Name",
"Value": "AllowActionHeader1Value"
},
{
"Name": "AllowActionHeader2Name",
"Value": "AllowActionHeader2Value"
}
]
}
}

AWS::WAFv2::WebACL AndStatement
다른 규칙 문과 AND 논리를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논리적 규칙 문입니다. 에 둘 이상의 문AndStatement을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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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Statements" : [ Statement (p. 6448), ... ]

YAML
Statements:
- Statement (p. 6448)

Properties
Statements
AND 논리와 결합할 문입니다. 중첩될 수 있는 모든 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Statement (p. 644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BlockAction
AWS WAF에서 요청을 차단하도록 지정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웹 ACL 및 규칙 그룹 RuleAction과 웹 ACL DefaultAction에 대한 값을 지정하기 위
해 다른 설정의 컨텍스트에서만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ustomResponse" : CustomResponse (p. 6418)

YAML
CustomResponse:
CustomResponse (p. 6418)

Properties
CustomResponse
웹 요청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응답을 정의합니다.
웹 요청 및 응답 사용자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WAF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에서 웹 요
청 및 응답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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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ustomResponse (p. 641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차단 작업 설정
다음은 차단 작업 사양의 예입니다.

YAML
Action:
Block: {}

JSON
"Action":
{"Block":
{}
}

사용자 지정 응답 설정을 사용하여 차단 작업 설정
다음은 사용자 지정 응답 설정이 포함된 차단 작업 사양의 예입니다.

YAML
Block:
CustomResponse:
ResponseCode: 503
CustomResponseBodyKey: CustomResponseBodyKey1
ResponseHeaders:
- Name: BlockActionHeader1Name
Value: BlockActionHeader1Value
- Name: BlockActionHeader2Name
Value: BlockActionHeader2Value

JSON
"Block": {
"CustomResponse": {
"ResponseCode": 503,
"CustomResponseBodyKey": "CustomResponseBodyKey1",
"ResponseHeaders": [
{
"Name": "BlockActionHeader1Name",
"Value": "BlockActionHeader1Value"
},
{
"Name": "BlockActionHeader2Name",
"Value": "BlockActionHeader2Valu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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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WAFv2::WebACL ByteMatchStatement
AWS WAF가 웹 요청에 적용할 문자열 일치 검색을 정의하는 규칙 문입니다. byte match 문은 검색할 바이
트, AWS WAF에서 검색할 요청의 위치 및 기타 설정을 제공합니다. 검색할 바이트는 일반적으로 ASCII 문자
에 해당하는 문자열입니다. AWS WAF 콘솔 및 개발자 안내서에서는 이를 문자열 일치 문이라고 부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eldToMatch" : FieldToMatch (p. 6423),
"PositionalConstraint" : String,
"SearchString" : String,
"SearchStringBase64" : String,
"TextTransformations" : [ TextTransformation (p. 6453), ... ]

YAML
FieldToMatch:
FieldToMatch (p. 6423)
PositionalConstraint: String
SearchString:
String
SearchStringBase64:
String
TextTransformations:
- TextTransformation (p. 6453)

Properties
FieldToMatch
AWS WAF에서 검사할 웹 요청의 일부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eldToMatch (p. 64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sitionalConstraint
AWS WAF에서 SearchString에 대해 검색할 웹 요청 부분 내의 영역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
니다.
CONTAINS
웹 요청에서 지정한 부분에는 SearchString의 값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CONTAINS_WORD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에 SearchString의 값이 포함되어야 하며 SearchString에는 영숫자 문자 또
는 밑줄(A-Z, a-z, 0-9 또는 _)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SearchString은 하나의 단어여야 합니다.
즉,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됩니다.
• SearchString가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 끝에 있고 그 앞에 영숫자 또는 밑줄(_)을 제외한 다른 문자
가 있습니다. 헤더의 값과 ;BadBot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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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rchString가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 끝에 있고 그 뒤에는 영숫자 또는 밑줄(_)을 제외한 다른 문
자(예: BadBot; 및 -BadBot;)가 있습니다.
EXACTLY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의 값이 SearchString의 값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STARTS_WITH
SearchString의 값이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 시작에 나타나야 합니다.
ENDS_WITH
SearchString의 값이 웹 요청의 지정된 부분 끝에 나타나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CONTAINS | CONTAINS_WORD | ENDS_WITH | EXACTLY | STARTS_WITH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archString
AWS WAF에서 검색하려는 문자열 값입니다. AWS WAF는 FieldToMatch에서 검사에 지정된 웹 요청
부분만 검색합니다. 값의 최대 길이는 50바이트입니다. 알파벳 문자 A-Z 및 a-z의 경우 값은 대소문자가
구분됩니다.
이 문자열을 인코딩하지 마십시오. AWS WAF에서 검색하려는 값을 제공합니다. AWS CloudFormation
는 값을 자동으로 base64로 인코딩합니다.
Type의 값이 HEADER이고 Data의 값이 User-Agent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User-Agent
헤더에서 값 BadBot을 검색하고 싶은 경우에는 SearchString의 값에 문자열 BadBot을 제공합니다.
ByteMatchStatement에서 SearchString 또는 SearchStringBase64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archStringBase64
base64로 인코딩된 웹 요청 구성 요소에서 검색할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을 인코딩하지 않으려면 대신에
SearchString에서 인코딩되지 않은 값을 지정합니다.
ByteMatchStatement에서 SearchString 또는 SearchStringBase64를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xtTransformations
텍스트 변환은 공격자가 감지를 우회하기 위해 웹 요청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비정상적인 형식 지정을
제거합니다. 규칙 문에 하나 이상의 변환을 지정하면 AWS WAF는 콘텐츠가 일치하는지 검사하기 전에
우선 순위가 가장 낮은 설정부터 시작하여 FieldToMatch로 식별된 콘텐츠에 대해 모든 변환을 수행합
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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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extTransformation (p. 645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CountAction
AWS WAF에서 요청을 카운트하도록 지정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웹 ACL 및 규칙 그룹 RuleAction과 웹 ACL DefaultAction에 대한 값을 지정하기 위
해 다른 설정의 컨텍스트에서만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ustomRequestHandling" : CustomRequestHandling (p. 6418)

YAML
CustomRequestHandling:
CustomRequestHandling (p. 6418)

Properties
CustomRequestHandling
웹 요청에 대한 사용자 지정 처리를 정의합니다.
웹 요청 및 응답 사용자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WAF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에서 웹 요
청 및 응답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CustomRequestHandling (p. 641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카운트 작업 설정
다음은 카운트 작업 사양의 예제입니다.

YAML
Action:
Count: {}

JSO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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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
{}
}

AWS::WAFv2::WebACL CustomHTTPHeader
사용자 지정 요청 및 응답 처리에 대한 사용자 지정 헤더입니다. CustomResponse 및
CustomRequestHandling에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Value" : String

YAML
Name: String
Value: String

Properties
Name
사용자 지정 헤더의 이름입니다.
사용자 지정 요청 헤더 삽입의 경우 AWS WAF가 요청에 헤더를 삽입하면 요청에 이미 있는 헤더와 혼
동되지 않도록 이 이름에 접두사 x-amzn-waf-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헤더 이름이 sample인 경우
AWS WAF는 x-amzn-waf-sample 헤더를 삽입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a-zA-Z0-9.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alue
사용자 지정 헤더의 값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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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CustomRequestHandling
사용자 지정 헤더를 웹 요청에 삽입하는 사용자 지정 요청 처리 동작입니다. 허용 및 카운트 규칙 작업에 대
한 사용자 지정 요청 처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웹 요청 및 응답 사용자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WAF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에서 웹 요청
및 응답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ertHeaders" : [ CustomHTTPHeader (p. 6417), ... ]

YAML
InsertHeaders:
- CustomHTTPHeader (p. 6417)

Properties
InsertHeaders
요청에 삽입할 HTTP 헤더입니다. 중복된 헤더 이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지정 요청 및 응답 설정의 수 및 크기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WAF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CustomHTTPHeader (p. 641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CustomResponse
클라이언트에 보낼 사용자 지정 응답입니다. BlockAction으로 설정된 규칙 작업 및 기본 웹 ACL 작업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응답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웹 요청 및 응답 사용자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WAF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에서 웹 요청
및 응답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ustomResponseBodyKey" : String,
"ResponseCode"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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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eHeaders" : [ CustomHTTPHeader (p. 6417), ... ]

YAML
CustomResponseBodyKey: String
ResponseCode: Integer
ResponseHeaders:
- CustomHTTPHeader (p. 6417)

Properties
CustomResponseBodyKey
AWS WAF를 통해 웹 요청 클라이언트로 반환하려는 응답 본문을 참조합니다. 차단으로 설정된
규칙 작업 또는 기본 웹 ACL 작업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응답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의하려면 먼
저 사용하려는 AWS::WAFv2::WebACL (p. 6402) 또는 AWS::WAFv2::RuleGroup (p. 6360)의
CustomResponseBodies 설정에서 응답 본문 키 및 값을 정의합니다. 그런 다음 규칙 동작 또는 웹
ACL 기본 동작 BlockAction 설정에서 이 키를 사용하여 응답 본문을 참조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ponseCode
클라이언트로 반환할 HTTP 상태 코드입니다.
사용자 지정 응답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코드 목록은 AWS WAF 개발자 안내서에서 사용자 지정 응답에
지원되는 상태 코드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200
Maximum: 6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ponseHeaders
응답에 사용할 HTTP 헤더입니다. 중복된 헤더 이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지정 요청 및 응답 설정의 수 및 크기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WAF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아니요
Type: CustomHTTPHeader (p. 6417)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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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WAFv2::WebACL CustomResponseBody
웹 요청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응답에 사용할 응답 본문입니다. CustomResponse
CustomResponseBodyKey의 키에 참조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ntent" : String,
"ContentType" : String

YAML
Content: String
ContentType: String

Properties
Content
사용자 지정 응답의 페이로드입니다.
JSON 콘텐츠에서 JSON 이스케이프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ContentType 설정
에서 JSON 콘텐츠를 지정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요청 및 응답 설정의 수 및 크기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WAF 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WAF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0
Pattern: [\s\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tentType
Content 문자열에서 정의하는 페이로드의 콘텐츠 유형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PPLICATION_JSON | TEXT_HTML | TEXT_PLAI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DefaultAction
WebACL에서는 웹 요청이 WebACL의 규칙과 일치하지 않을 때 AWS WAF에서 수행할 작업입니다. 기본 작업
은 종료 작업이어야 하므로 카운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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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ow" : AllowAction (p. 6410),
"Block" : BlockAction (p. 6412)

YAML
Allow:
AllowAction (p. 6410)
Block:
BlockAction (p. 6412)

Properties
Allow
AWS WAF가 기본적으로 요청을 허용하도록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llowAction (p. 64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lock
AWS WAF가 기본적으로 요청을 차단하도록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lockAction (p. 64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웹 ACL 기본 동작 설정
다음은 기본 동작을 “차단”으로 설정하는 웹 ACL 기본 동작 사양의 예입니다.

YAML
DefaultAction:
Block: {}

JSON
"DefaultAction": {
"Bloc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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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웹 ACL 기본 작업 설정
다음은 사용자 지정이 포함된 웹 ACL 기본 작업 사양의 예입니다.

YAML
DefaultAction:
Allow:
CustomRequestHandling:
InsertHeaders:
- Name: AllowActionHeader1Name
Value: AllowActionHeader1Value
- Name: AllowActionHeader2Name
Value: AllowActionHeader2Value

JSON
"DefaultAction": {
"Allow": {
"CustomRequestHandling": {
"InsertHeaders": [
{
"Name": "AllowActionHeader1Name",
"Value": "AllowActionHeader1Value"
},
{
"Name": "AllowActionHeader2Name",
"Value": "AllowActionHeader2Value"
}
]
}
}
}

AWS::WAFv2::WebACL ExcludedRule
규칙 그룹에서 제외할 단일 규칙을 지정합니다. 규칙을 제외하면 웹 ACL의 규칙 그룹에 대한 작업 설정이 재
정의되어 COUNT로 설정됩니다. 이렇게 하면 규칙이 웹 요청에 적용되지 않고 제외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YAML
Name: String

Properties
Name
제외할 규칙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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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FieldToMatch
AWS WAF에서 검사할 웹 요청의 일부입니다. 검사하려는 단일 FieldToMatch 유형을 기준으로 필요에 따
라 추가 사양과 함께 포함합니다. 필요한 각 규칙 문에 대해 FieldToMatch에서 단일 요청 구성 요소를 지
정합니다. 웹 요청의 구성 요소를 두 개 이상 검사하려면 각 구성 요소에 대해 별도의 규칙 문을 만듭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QueryArguments" : Json,
"Body" : Json,
"JsonBody" : JsonBody (p. 6430),
"Method" : Json,
"QueryString" : Json,
"SingleHeader" : Json,
"SingleQueryArgument" : Json,
"UriPath" : Json

YAML
AllQueryArguments: Json
Body: Json
JsonBody:
JsonBody (p. 6430)
Method: Json
QueryString: Json
SingleHeader: Json
SingleQueryArgument: Json
UriPath: Json

Properties
AllQueryArguments
모든 쿼리 인수를 검사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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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요청 헤더 바로 뒤에 오는 요청 본문을 검사합니다. 이것은 HTTP 요청 본문으로 웹 서버에 전송할 추가
데이터(예: 양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요청의 일부입니다.
기초 호스트 서비스에서는 요청 본문의 처음 8KB(8192 바이트)만 검사를 위해 AWS WAF
에 전달합니다. 8KB를 초과하여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 ByteMatchStatement 또는
RegexPatternSetReferenceStatement와 같이 웹 요청의 본문을 검사하는 명령문을 요청 본문에
8KB 크기 제한을 적용하는 SizeConstraintStatement와 결합하여 추가 바이트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WS WAF는 본문이 8KB 제한을 초과하는 웹 요청의 전체 콘텐츠를 검사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JsonBody
요청 본문을 JSON으로 검사합니다. 요청 헤더 바로 다음에 오는 요청 본문입니다. 이것은 HTTP 요청
본문으로 웹 서버에 전송할 추가 데이터(예: 양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요청의 일부입니다.
기초 호스트 서비스에서는 요청 본문의 처음 8KB(8192 바이트)만 검사를 위해 AWS WAF
에 전달합니다. 8KB를 초과하여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 ByteMatchStatement 또는
RegexPatternSetReferenceStatement와 같이 웹 요청의 본문을 검사하는 명령문을 요청 본문에
8KB 크기 제한을 적용하는 SizeConstraintStatement와 결합하여 추가 바이트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WS WAF는 본문이 8KB 제한을 초과하는 웹 요청의 전체 콘텐츠를 검사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Body (p. 643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hod
HTTP 메서드를 검사합니다. 이 메서드는 요청이 오리진에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작업 유형을 나
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QueryString
쿼리 문자열을 검사합니다. ? 문자(있는 경우) 뒤에 나타나는 URL의 부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ngleHeader
단일 헤더를 검사합니다. 검사할 헤더의 이름(예: User-Agent 또는 Referer)을 제공합니다. 이 설정
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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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ngleQueryArgument
단일 쿼리 인수를 검사합니다. 검사할 쿼리 인수의 이름(예: UserName 또는 SalesRegion)을 제공합니
다. 이름은 최대 30자가 가능하며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iPath
요청 URI 경로를 검사합니다. 리소스를 식별하는 웹 요청의 부분입니다(예: /images/dailyad.jpg).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QueryString에 일치하도록 필드 설정
다음은 추가 구성이 필요하지 않은 설정에 대한 사양과 일치하는 예제 필드를 보여 줍니다.

YAML
FieldToMatch:
QueryString: {}

JSON
"FieldToMatch":
{
"QueryString": {}
}

Method에 일치하도록 필드 설정
다음은 추가 구성 요구 사항이 있는 설정에 대한 규격과 일치하는 예제 필드입니다.

YAML
FieldToMatch:
Method:
Name: DELETE

JSON
"FieldToMatch":
{
"Method":
{
"Name":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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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WS::WAFv2::WebACL ForwardedIPConfiguration
웹 요청 오리진에서 보고한 IP 주소를 사용하는 대신 사용자가 지정하는 HTTP 헤더의 IP 주소를 검사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XFF(X-Forwarded-For) 헤더지만 모든 헤더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지정된 헤더가 요청에 없으면 AWS WAF는 웹 요청에 규칙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구성은 GeoMatchStatement 및 RateBasedStatement에 사용됩니다.
IPSetReferenceStatement의 경우 대신 IPSetForwardedIPConfig를 사용합니다.
AWS WAF는 지정된 HTTP 헤더에 있는 첫 번째 IP 주소만 평가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allbackBehavior" : String,
"HeaderName" : String

YAML
FallbackBehavior: String
HeaderName: String

Properties
FallbackBehavior
요청의 지정된 위치에 유효한 IP 주소가 없는 경우 웹 요청에 할당할 일치 상태입니다.

Note
지정된 헤더가 요청에 없으면 AWS WAF는 웹 요청에 규칙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폴백 동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MATCH - 웹 요청을 규칙 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AWS WAF는 규칙 작업을 요청에 적용합
니다.
• NO_MATCH - 웹 요청을 규칙 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ATCH | NO_MATCH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eaderName
IP 주소에 사용할 HTTP 헤더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XFF(X-Forwarded-For) 헤더를 사용하려면 이를
X-Forwarded-For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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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지정된 헤더가 요청에 없으면 AWS WAF는 웹 요청에 규칙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GeoMatchStatement
출처 국가를 기준으로 웹 요청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 문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untryCodes" : [ String, ... ],
"ForwardedIPConfig" : ForwardedIPConfiguration (p. 6426)

YAML
CountryCodes:
- String
ForwardedIPConfig:
ForwardedIPConfiguration (p. 6426)

Properties
CountryCodes
ISO 3166 국제 표준의 alpha-2 국가 ISO 코드에서 나온 2자리 국가 코드(예: [ "US", "CN" ])의 배열
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rwardedIPConfig
웹 요청 오리진에서 보고한 IP 주소를 사용하는 대신 사용자가 지정하는 HTTP 헤더의 IP 주소를 검사하
기 위한 구성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XFF(X-Forwarded-For) 헤더지만 모든 헤더 이름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Note
지정된 헤더가 요청에 없으면 AWS WAF는 웹 요청에 규칙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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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ForwardedIPConfiguration (p. 642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IPSetForwardedIPConfiguration
웹 요청 오리진에서 보고한 IP 주소를 사용하는 대신 사용자가 지정하는 HTTP 헤더의 IP 주소를 검사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XFF(X-Forwarded-For) 헤더지만 모든 헤더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지정된 헤더가 요청에 없으면 AWS WAF는 웹 요청에 규칙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구성은 IPSetReferenceStatement에만 사용됩니다. GeoMatchStatement 및
RateBasedStatement의 경우 대신 ForwardedIPConfig를 사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allbackBehavior" : String,
"HeaderName" : String,
"Position" : String

YAML
FallbackBehavior: String
HeaderName: String
Position: String

Properties
FallbackBehavior
요청의 지정된 위치에 유효한 IP 주소가 없는 경우 웹 요청에 할당할 일치 상태입니다.

Note
지정된 헤더가 요청에 없으면 AWS WAF는 웹 요청에 규칙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폴백 동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MATCH - 웹 요청을 규칙 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AWS WAF는 규칙 작업을 요청에 적용합
니다.
• NO_MATCH - 웹 요청을 규칙 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MATCH | NO_MATCH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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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erName
IP 주소에 사용할 HTTP 헤더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XFF(X-Forwarded-For) 헤더를 사용하려면 이를
X-Forwarded-For로 설정합니다.

Note
지정된 헤더가 요청에 없으면 AWS WAF는 웹 요청에 규칙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osition
IP 주소를 검색할 헤더의 위치입니다. 헤더는 원래 클라이언트와 프록시의 IP 주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헤더 값은 첫 번째 IP 주소가 원래 클라이언트를 식별하고 나머지는 요청이 통과한 프록시
를 식별하는 위치인 10.1.1.1, 127.0.0.0, 10.10.10.10일 수 있습니다.
이 설정에 대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FIRST - 헤더의 IP 주소 목록에서 첫 번째 IP 주소를 검사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원래
IP입니다.
• LAST - 헤더의 IP 주소 목록에서 마지막 IP 주소를 검사합니다.
• ANY - 헤더의 모든 IP 주소가 일치하는지 검사합니다. 헤더에 10개가 넘는 IP 주소가 포함된 경우
AWS WAF는 마지막 10개를 검사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NY | FIRST | LAST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IPSetReferenceStatement
특정 IP 주소 또는 주소 범위에서 나오는 웹 요청을 감지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 문입니다. 이를 사용하려면
감지하려는 주소를 지정하는 AWS::WAFv2::IPSet (p. 6347)을 생성한 후, 이 문에서 해당 세트의 ARN을 사
용합니다.
각 IP 집합 규칙 문은 IP 집합을 참조합니다. 규칙에 관계없이 집합을 생성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규칙에서 단일 집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된 집합을 업데이트하면 AWS WAF에서 참조하는 모든
규칙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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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n" : String,
"IPSetForwardedIPConfig" : IPSetForwardedIPConfiguration (p. 6428)

YAML
Arn: String
IPSetForwardedIPConfig:
IPSetForwardedIPConfiguration (p. 6428)

Properties
Arn
이 문에서 참조하는 IP 세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PSetForwardedIPConfig
웹 요청 오리진에서 보고한 IP 주소를 사용하는 대신 사용자가 지정하는 HTTP 헤더의 IP 주소를 검사하
기 위한 구성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XFF(X-Forwarded-For) 헤더지만 모든 헤더 이름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Note
지정된 헤더가 요청에 없으면 AWS WAF는 웹 요청에 규칙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PSetForwardedIPConfiguration (p. 64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JsonBody
JSON으로 검사된 웹 요청의 본문입니다. 본문은 요청 헤더 바로 뒤에 옵니다. FieldToMatch 사양에 사용
됩니다.
이 객체의 사양을 사용하면 규칙의 검사 기준을 사용하여 검사할 JSON 본문 부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AWS WAF는 사용자가 지정한 일치에서 비롯되는 JSON의 부분만 검사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InvalidFallbackBehavior"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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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Pattern" : JsonMatchPattern (p. 6432),
"MatchScope" : String

YAML
InvalidFallbackBehavior: String
MatchPattern:
JsonMatchPattern (p. 6432)
MatchScope: String

Properties
InvalidFallbackBehavior
AWS WAF가 JSON 본문을 완전히 구문 분석하지 못할 경우 수행해야 할 작업입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
이 있습니다.
• EVALUATE_AS_STRING - 본문을 일반 텍스트로 검사합니다. AWS WAF는 JSON 검사에 대해 사용자
가 정의한 텍스트 변환 및 검사 기준을 본문 텍스트 문자열에 적용합니다.
• MATCH - 웹 요청을 규칙 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AWS WAF는 규칙 작업을 요청에 적용합
니다.
• NO_MATCH - 웹 요청을 규칙 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 설정을 제공하지 않으면 AWS WAF는 첫 번째 구문 분석이 실패할 때까지만 콘텐츠를 구문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AWS WAF는 전체 JSON 본문을 구문 분석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만 잘못된 문자, 중복 키, 잘림 및 루트
노드가 객체 또는 배열이 아닌 콘텐츠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 AWS WAF는 JSON을 두 개의 유효한 키, 값 페어로 구문 분석합니다.
• 쉼표 누락: {"key1":"value1""key2":"value2"}
• 콜론 누락: {"key1":"value1","key2""value2"}
• 추가 콜론: {"key1"::"value1","key2""value2"}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VALUATE_AS_STRING | MATCH | NO_MATCH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tchPattern
JSON 본문에서 찾을 패턴입니다. AWS WAF는 규칙 검사 기준에 따라 이러한 패턴 일치 결과를 검사합
니다.
Required: 예
Type: JsonMatchPattern (p. 64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tchScope
MatchPattern을 사용하여 일치할 JSON의 부분입니다. All을 지정하는 경우 AWS WAF는 키와 값을
기준으로 일치를 수행합니다.
유효한 값: ALL | KEY |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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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L | KEY | VALU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JSON 본문 사양 설정
다음은 사양과 일치하는 JSON 본문 필드의 예를 보여줍니다.

YAML
FieldToMatch:
JsonBody:
MatchPattern:
IncludedPaths:
- "/dogs/0/name"
- "/cats/0/name"
MatchScope: ALL
InvalidFallbackBehavior: EVALUATE_AS_STRING

JSON
"FieldToMatch": {
"JsonBody": {
"MatchPattern": {
"IncludedPaths": [
"/dogs/0/name",
"/cats/0/name"
]
},
"MatchScope": "ALL",
"InvalidFallbackBehavior": "EVALUATE_AS_STRING"
}

AWS::WAFv2::WebACL JsonMatchPattern
JSON 본문에서 찾을 패턴입니다. AWS WAF는 규칙 검사 기준에 따라 이러한 패턴 일치 결과를 검사합니다.
FieldToMatch 옵션 JsonBody와 함께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ll" : Json,
"IncludedPaths" : [ String, ... ]

YAML
Al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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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Paths:
- String

Properties
All
모든 요소를 일치시킵니다. JsonBody의 MatchScope도 참조하세요.
이 설정 또는 IncludedPaths 설정 중 하나를 지정해야 하며 둘 다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cludedPaths
지정된 포함 경로만 일치시킵니다. JsonBody의 MatchScope도 참조하세요.
JSON 포인터 구문을 사용하여 포함 경로를 제공합니다. 예: "IncludedPaths": ["/dogs/0/
name", "/dogs/1/name"]. 이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IETF) 설
명서 JavaScript Object Notation (JSON) Pointer를 참조하세요.
이 설정 또는 All 설정 중 하나를 지정해야 하며 둘 다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Note
모든 경로를 포함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지 마세요. 대신 All 설정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예제
모든 경로에 대해 JSON 일치 패턴 설정
다음은 모든 경로에 대한 JSON 일치 패턴 사양의 예를 보여줍니다.

YAML
MatchPattern:
All: {}

JSON
"MatchPattern": {
"All": {}
}

포함된 경로를 사용하여 JSON 일치 패턴 설정
다음은 경로가 포함된 JSON 일치 패턴 사양의 예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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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MatchPattern:
IncludedPaths:
- "/dogs/0/name"
- "/cats/0/name"

JSON
"MatchPattern": {
"IncludedPaths": [
"/dogs/0/name",
"/cats/0/name"
]
}

AWS::WAFv2::WebACL Label
단일 레이블 컨테이너입니다. Rule 안의 RuleLabels에 있는 레이블 배열의 요소로 사용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Name" : String

YAML
Name: String

Properties
Name
레이블 문자열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024
Pattern: ^[0-9A-Za-z_\-:]+$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LabelMatchStatement
웹 ACL에서 이미 실행된 규칙에 의해 웹 요청에 추가된 레이블을 기준으로 문자열 일치 검색을 정의하는 규
칙 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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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 일치 문은 검색할 레이블 또는 네임스페이스 문자열을 제공합니다. 레이블 문자열은 웹 요청에 추가
된 정규화된 레이블 이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규화된 레이블에는 접두사, 선택적 네임
스페이스 및 레이블 이름이 포함됩니다. 접두사는 레이블을 추가한 규칙의 규칙 그룹 또는 웹 ACL 컨텍스트
를 식별합니다. 레이블 일치 문자열에 정규화된 이름을 제공하지 않으면 AWS WAF는 레이블 일치 문과 동
일한 컨텍스트에서 추가된 레이블 검색을 수행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Key" : String,
"Scope" : String

YAML
Key: String
Scope: String

Properties
Key
일치할 문자열입니다. 여기에 제공하는 설정은 일치 문의 Scope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 Scope가 LABEL을 나타내는 경우 이 사양에는 이름을 포함해야 하며 최대 정규화된 레이블 이름을 제
공하는 것까지 원하는 수의 선행 네임스페이스 사양 및 접두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Scope가 NAMESPACE를 나타내는 경우 이 사양은 원하는 수의 인접 네임스페이스 문자열을 포함할
수 있고, 규칙 그룹 또는 레이블이 시작된 웹 ACL의 전체 네임스페이스 접두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며 레이블의 구성 요소는 콜론으로 구분해야 합니다(예: NS1:NS2:name).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ope
일치에 레이블 이름을 사용할지 네임스페이스만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ManagedRuleGroupStatement
관리형 규칙 그룹에 정의된 규칙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 문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 문에 공급
업체 이름과 규칙 그룹 이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NotStatement 또는 OrStatement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ManagedRuleGroupStatement을 중첩할 수 없습니다. 규칙 내에서 최상위 문으로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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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ExcludedRules" : [ ExcludedRule (p. 6422), ... ],
"Name" : String,
"ScopeDownStatement" : Statement (p. 6448),
"VendorName" : String,
"Version" : String

YAML
ExcludedRules:
- ExcludedRule (p. 6422)
Name: String
ScopeDownStatement:
Statement (p. 6448)
VendorName: String
Version: String

Properties
ExcludedRules
규칙에 설정된 작업에 관계없이 웹 ACL에 의해 작업이 COUNT로 구성된 규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규칙
이 웹 요청에 적용되지 않고 제외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xcludedRule (p. 642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관리형 규칙 그룹의 이름입니다. 공급업체 이름과 함께 사용하여 규칙 그룹을 식별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opeDownStatement
AWS WAF가 규칙 그룹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요청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관리형 규칙 그룹 문 내에 중첩
된 문입니다. 범위 축소 문과 일치하는 요청은 규칙 그룹을 사용하여 평가됩니다. 범위 축소 문과 일치하
지 않는 요청은 관리형 규칙 그룹 문의 일치 항목이 아니며 추가 평가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atement (p. 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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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ndorName
관리형 규칙 그룹 공급업체의 이름입니다. 규칙 그룹 이름과 함께 사용하여 규칙 그룹을 식별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사용할 관리형 규칙 그룹의 버전입니다. 공급 업체의 권장 버전을 사용하려면 이 옵션을 비워 둡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4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NotStatement
다른 규칙 문의 결과를 무효화하는 데 사용되는 논리적 규칙 문입니다. 귀하는 NotStatement 내에 하나의
문을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atement" : Statement (p. 6448)

YAML
Statement:
Statement (p. 6448)

Properties
Statement
무효화할 문입니다. 중첩될 수 있는 모든 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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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tatement (p. 64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OrStatement
다른 규칙 문과 OR 논리를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논리적 규칙 문입니다. 에 둘 이상의 문OrStatement을 제
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Statements" : [ Statement (p. 6448), ... ]

YAML
Statements:
- Statement (p. 6448)

Properties
Statements
OR 논리와 결합할 문입니다. 중첩될 수 있는 모든 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Statement (p. 6448)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OverrideAction
웹 ACL의 규칙에 대한 Action 설정을 재정의하는 데 사용할 작업입니다. 규칙 작업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없음 작업을 사용할 수 있고, 규칙이 웹 요청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일치 항목만 계산하는 등 계산 작업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unt" : Json,
"None" : Json

YAML
Count: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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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Json

Properties
Count
계산할 규칙 작업 설정을 재정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ne
규칙 작업 설정을 재정의하지 마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RateBasedStatement
비율 기반 규칙은 각각의 발신 IP 주소에 대한 요청 비율을 추적하고, 5분이라는 시간 범위에서 요청 수에 대
해 지정한 제한을 초과할 경우 규칙 작업을 트리거합니다. 과도한 요청을 전송하는 IP 주소의 요청에 임시 차
단을 적용하는 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칙 작업이 트리거되면 AWS WAF는 요청 비율이 제한값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IP 주소에서 추가 요청을 차
단합니다.
선택에 따라 비율 기반 문 내에 다른 문을 중첩하여 중첩된 문과 일치하는 요청만 계수하도록 규칙의 범위
를 좁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자로부터 확인한 최근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첩 문이 포함된 중첩
AND 규칙 문을 사용하여 속도 기반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주소 192.0.2.44를 지정하는 IP 집합이 있는 IP 일치 문입니다.
• User-Agent 헤더에서 문자열 BadBot을 검색하는 문자열 일치 문입니다.
이 비율 기반 규칙에서 비율 제한도 정의합니다. 이 예에서 속도 제한은 1,000입니다. 문의 두 조건을 모두 충
족하는 요청이 계수됩니다. 요청 개수가 5분당 1,000건을 초과하면 규칙의 작업이 트리거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요청은 속도 제한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이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NotStatement 또는 OrStatement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RateBasedStatement을 중첩할
수 없습니다. 규칙 내에서 최상위 문으로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ggregateKeyType" : String,
"ForwardedIPConfig" : ForwardedIPConfiguration (p. 6426),
"Limit" : Integer,
"ScopeDownStatement" : Statement (p. 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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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ggregateKeyType: String
ForwardedIPConfig:
ForwardedIPConfiguration (p. 6426)
Limit: Integer
ScopeDownStatement:
Statement (p. 6448)

Properties
AggregateKeyType
요청 수를 집계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설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IP - 웹 요청 오리진의 IP 주소에 대한 요청 수를 집계합니다.
• FORWARDED_IP - HTTP 헤더의 첫 번째 IP 주소에 대한 요청 수를 집계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ForwardedIPConfig를 구성하여 사용할 헤더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FORWARDED_IP | I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orwardedIPConfig
웹 요청 오리진에서 보고한 IP 주소를 사용하는 대신 사용자가 지정하는 HTTP 헤더의 IP 주소를 검사하
기 위한 구성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XFF(X-Forwarded-For) 헤더지만 모든 헤더 이름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Note
지정된 헤더가 요청에 없으면 AWS WAF는 웹 요청에 규칙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은 AggregateKeyType이 FORWARDED_IP(으)로 설정된 경우 필요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ForwardedIPConfiguration (p. 642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imit
단일 발신 IP 주소에 대한 5분당 요청 한도입니다. 문에 ScopeDownStatement이(가) 포함된 경우, 이
제한은 문과 일치하는 요청에만 적용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copeDownStatement
속도 기반 문의 범위를 일치하는 웹 요청으로 좁히는 선택적 중첩 문입니다. 이는 중첩 가능한 문이 될
수 있으며, 이 범위 축소 문 아래의 모든 수준에서 문을 중첩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tatement (p. 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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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RegexPatternSetReferenceStatement
정규 표현식과의 일치 항목이 있는지 웹 요청 구성 요소를 검색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 문입니다. 이를 사용하
려면 감지하려는 표현식을 지정하는 AWS::WAFv2::RegexPatternSet (p. 6357)을 생성한 다음, 이 문에서 해
당 세트를 사용합니다. 요청 구성 요소가 집합의 패턴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웹 요청은 패턴 집합 규칙 문
과 일치하게 됩니다.
각 정규식 패턴 집합 규칙 문은 정규식 패턴 집합을 참조합니다. 규칙에 관계없이 집합을 생성하고 유지 관
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규칙에서 단일 집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된 집합을 업데이트하면 AWS
WAF에서 참조하는 모든 규칙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rn" : String,
"FieldToMatch" : FieldToMatch (p. 6423),
"TextTransformations" : [ TextTransformation (p. 6453), ... ]

YAML
Arn: String
FieldToMatch:
FieldToMatch (p. 6423)
TextTransformations:
- TextTransformation (p. 6453)

Properties
Arn
이 문이 참조하는 정규 표현식 패턴 세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ToMatch
AWS WAF에서 검사할 웹 요청의 일부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eldToMatch (p. 64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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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Transformations
텍스트 변환은 공격자가 감지를 우회하기 위해 웹 요청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비정상적인 형식 지정을
제거합니다. 규칙 문에 하나 이상의 변환을 지정하면 AWS WAF는 콘텐츠가 일치하는지 검사하기 전에
우선 순위가 가장 낮은 설정부터 시작하여 FieldToMatch로 식별된 콘텐츠에 대해 모든 변환을 수행합
니다.
Required: 예
Type: TextTransformation (p. 645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Rule
허용, 차단 또는 계산하려는 웹 요청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단일 규칙입니다. 각 규칙에는 AWS WAF
가 일치하는 웹 요청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최상위 문 하나와 AWS WAF에서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방
법을 제어하는 파라미터가 포함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ction" : RuleAction (p. 6444),
"Name" : String,
"OverrideAction" : OverrideAction (p. 6438),
"Priority" : Integer,
"RuleLabels" : [ Label (p. 6434), ... ],
"Statement" : Statement (p. 6448),
"VisibilityConfig" : VisibilityConfig (p. 6455)

YAML
Action:
RuleAction (p. 6444)
Name: String
OverrideAction:
OverrideAction (p. 6438)
Priority: Integer
RuleLabels:
- Label (p. 6434)
Statement:
Statement (p. 6448)
VisibilityConfig:
VisibilityConfig (p. 6455)

Properties
Action
AWS WAF가 규칙의 문과 일치할 때 웹 요청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웹 ACL 수준의 설정은
규칙 작업 설정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명령문이 규칙 그룹을 참조하지 않는 규칙에만 사용됩니다. 규칙 그룹을 참조하는 규칙 문은
RuleGroupReferenceStatement 및 ManagedRuleGroupStatemen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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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Action 설정 또는 규칙의 OverrideAction 중 하나를 설정해야 하지만 둘 다 설정해서는 안 됩니
다.
• 규칙 문이 규칙 그룹을 참조하지 않는 경우 이 규칙 작업 설정을 지정해야 하며 규칙의 재정의 작업 설
정을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 규칙 문이 규칙 그룹을 참조하는 경우 해당 작업이 규칙 그룹 내의 규칙에 이미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작업 설정을 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규칙 그룹의 규칙에 설정된 작업을 재정의할지 여부를 구체적으
로 나타내도록 규칙의 재정의 작업 설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Required: 조건
Type: RuleAction (p. 644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ame
규칙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이름입니다. Rule을 생성한 후에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128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verrideAction
개별 규칙 작업 설정 대신 규칙 그룹의 규칙에 적용할 재정의 작업입니다. 명령문이 규칙 그룹을 참조
하는 규칙에만 사용됩니다. 규칙 그룹을 참조하는 규칙 문은 RuleGroupReferenceStatement 및
ManagedRuleGroupStatement입니다.
규칙 그룹 규칙 동작을 계속 적용하려면 재정의 작업을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규칙 동작 설정에 관계없
이 일치 항목만 카운트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OverrideAction 설정 또는 Action 설정 중 하나를 설정해야 하지만 둘 다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 규칙 문이 규칙 그룹을 참조하는 경우 이 재정의 작업 설정을 설정해야 하며 규칙의 작업 설정을 지정
해서는 안 됩니다.
• 규칙 문이 규칙 그룹을 참조하지 않는 경우 이 규칙 작업 설정을 지정해야 하며 규칙의 재정의 작업 설
정을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Required: 조건
Type: OverrideAction (p. 643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ority
WebACL에서 둘 이상의 Rule을 정의하는 경우 AWS WAF는 Rules를 기준으로 Priority 값의 순서대
로 각 요청을 평가합니다. AWS WAF는 우선 순위가 낮은 규칙을 먼저 처리합니다. 우선 순위는 연속적
일 필요는 없지만 모두 달라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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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Labels
규칙 일치 문과 일치하는 웹 요청에 적용할 레이블입니다. AWS WAF는 일치하는 웹 요청에 정규화된 레
이블을 적용합니다. 정규화된 레이블은 레이블 네임스페이스와 규칙 레이블을 연결한 것입니다. 규칙의
규칙 그룹 또는 웹 ACL은 레이블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합니다.
웹 ACL에서 이 규칙 이후에 실행되는 규칙은 LabelMatchStatement를 사용하여 이러한 레이블과 일
치시킬 수 있습니다.
각 레이블에 대해 다음 지침에 따라 선택적 네임스페이스와 레이블 이름을 포함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
는 문자열을 제공합니다.
• 레이블의 각 구성 요소를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 각 네임스페이스 또는 이름은 최대 128자일 수 있습니다.
• 레이블에 최대 5개의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레이블 사양에 예약어(aws, waf, managed, rulegroup, webacl, regexpatternset 또는 ipset)
를 사용하지 마세요.
예: myLabelName 또는 nameSpace1:nameSpace2:myLabelName.
Required: 아니요
Type: Label (p. 6434)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tatement
규칙에 대한 AWS WAF 처리 문(예: ByteMatchStatement 또는 SizeConstraintStatement)입니다.
Required: 예
Type: Statement (p. 644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isibilityConfig
Amazon CloudWatch 지표 및 웹 요청 샘플 수집을 정의하고 사용합니다.
Required: 예
Type: VisibilityConfig (p. 645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RuleAction
AWS WAF가 규칙의 문과 일치할 때 웹 요청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웹 ACL 수준의 설정은 규칙
작업 설정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llow" : AllowAction (p. 6410),
"Block" : BlockAction (p. 6412),
"Count" : CountAction (p. 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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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llow:
AllowAction (p. 6410)
Block:
BlockAction (p. 6412)
Count:
CountAction (p. 6416)

Properties
Allow
웹 요청을 허용하도록 AWS WAF에 지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llowAction (p. 64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lock
웹 요청을 차단하도록 AWS WAF에 지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lockAction (p. 64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unt
웹 요청을 카운트하고 허용하도록 AWS WAF에 지시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CountAction (p. 641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RuleGroupReferenceStatement
AWS::WAFv2::RuleGroup (p. 6360)에 정의된 규칙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 문입니다. 이를 사용하려
면 규칙이 포함된 규칙 그룹을 생성한 다음, 이 문에 규칙 그룹의 ARN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NotStatement 또는 OrStatement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RuleGroupReferenceStatement을 중첩할 수 없습니다. 규칙 내에서 최상위 문으로만 참조할 수 있습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rn" : String,
"ExcludedRules" : [ ExcludedRule (p. 6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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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Arn: String
ExcludedRules:
- ExcludedRule (p. 6422)

Properties
Arn
엔터티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S.*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cludedRules
참조된 규칙 그룹에 존재하지만, AWS WAF가 이 규칙 문에 대한 처리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규칙의 이
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ExcludedRule (p. 6422)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SizeConstraintStatement
보다 큼 또는 보다 작음 같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여 요청 구성 요소의 크기와 바이트 수를 비교하는 규칙
문입니다. 예를 들어, 크기 제약 조건 문을 사용하여 100바이트보다 긴 쿼리 문자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청 본문을 검사하도록 AWS WAF을 구성하는 경우 AWS WAF는 처음 8192바이트(8KB)만 검사합니다. 웹
요청에 대한 요청 본문이 8192 바이트를 절대 초과하지 않을 경우, 크기 제약 조건을 생성하고 요청 본문이
8,192 바이트를 초과하는 요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할 요청의 일부 값으로 URI를 선택하면 URI의 슬래시(/)가 한 문자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URI /
logo.jpg는 9자 길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ComparisonOperator" : String,
"FieldToMatch" : FieldToMatch (p. 6423),
"Size" : Double,
"TextTransformations" : [ TextTransformation (p. 6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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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ComparisonOperator: String
FieldToMatch:
FieldToMatch (p. 6423)
Size: Double
TextTransformations:
- TextTransformation (p. 6453)

Properties
ComparisonOperator
요청 부분을 크기 설정과 비교하는 데 사용할 연산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EQ | GE | GT | LE | LT | N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eldToMatch
AWS WAF에서 검사할 웹 요청의 일부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eldToMatch (p. 64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ze
변환 후 요청 부분과 비교할 크기(바이트)입니다.
Required: 예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xtTransformations
텍스트 변환은 공격자가 감지를 우회하기 위해 웹 요청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비정상적인 형식 지정을
제거합니다. 규칙 문에 하나 이상의 변환을 지정하면 AWS WAF는 콘텐츠가 일치하는지 검사하기 전에
우선 순위가 가장 낮은 설정부터 시작하여 FieldToMatch로 식별된 콘텐츠에 대해 모든 변환을 수행합
니다.
Required: 예
Type: TextTransformation (p. 645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SqliMatchStatement
때로 공격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웹 요청에 악성 SQL 코드를 삽입합니다. 악성
SQL 코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웹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려면 SQL 명령어 주입 일치 조건을 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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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생성합니다. SQL 주입 일치 조건은 AWS WAF에서 검사할 웹 요청의 부분(예: URI 또는 쿼리 문자열)을
식별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나중에 웹 ACL을 생성할 때 악성 SQL 코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요청을 허
용할지 또는 차단할지를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eldToMatch" : FieldToMatch (p. 6423),
"TextTransformations" : [ TextTransformation (p. 6453), ... ]

YAML
FieldToMatch:
FieldToMatch (p. 6423)
TextTransformations:
- TextTransformation (p. 6453)

Properties
FieldToMatch
AWS WAF에서 검사할 웹 요청의 일부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eldToMatch (p. 64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xtTransformations
텍스트 변환은 공격자가 감지를 우회하기 위해 웹 요청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비정상적인 형식 지정을
제거합니다. 규칙 문에 하나 이상의 변환을 지정하면 AWS WAF는 콘텐츠가 일치하는지 검사하기 전에
우선 순위가 가장 낮은 설정부터 시작하여 FieldToMatch로 식별된 콘텐츠에 대해 모든 변환을 수행합
니다.
Required: 예
Type: TextTransformation (p. 645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Statement
웹 요청이 규칙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AWS WAF에서 사용하는 Rule에 대한 처리 지침입니
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ndStatement" : AndStatement (p. 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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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teMatchStatement" : ByteMatchStatement (p. 6414),
"GeoMatchStatement" : GeoMatchStatement (p. 6427),
"IPSetReferenceStatement" : IPSetReferenceStatement (p. 6429),
"LabelMatchStatement" : LabelMatchStatement (p. 6434),
"ManagedRuleGroupStatement" : ManagedRuleGroupStatement (p. 6435),
"NotStatement" : NotStatement (p. 6437),
"OrStatement" : OrStatement (p. 6438),
"RateBasedStatement" : RateBasedStatement (p. 6439),
"RegexPatternSetReferenceStatement" : RegexPatternSetReferenceStatement (p. 6441),
"RuleGroupReferenceStatement" : RuleGroupReferenceStatement (p. 6445),
"SizeConstraintStatement" : SizeConstraintStatement (p. 6446),
"SqliMatchStatement" : SqliMatchStatement (p. 6447),
"XssMatchStatement" : XssMatchStatement (p. 6456)

YAML
AndStatement:
AndStatement (p. 6411)
ByteMatchStatement:
ByteMatchStatement (p. 6414)
GeoMatchStatement:
GeoMatchStatement (p. 6427)
IPSetReferenceStatement:
IPSetReferenceStatement (p. 6429)
LabelMatchStatement:
LabelMatchStatement (p. 6434)
ManagedRuleGroupStatement:
ManagedRuleGroupStatement (p. 6435)
NotStatement:
NotStatement (p. 6437)
OrStatement:
OrStatement (p. 6438)
RateBasedStatement:
RateBasedStatement (p. 6439)
RegexPatternSetReferenceStatement:
RegexPatternSetReferenceStatement (p. 6441)
RuleGroupReferenceStatement:
RuleGroupReferenceStatement (p. 6445)
SizeConstraintStatement:
SizeConstraintStatement (p. 6446)
SqliMatchStatement:
SqliMatchStatement (p. 6447)
XssMatchStatement:
XssMatchStatement (p. 6456)

Properties
AndStatement
다른 규칙 문과 AND 논리를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논리적 규칙 문입니다. 귀하는 AndStatement 내에
둘 이상의 문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AndStatement (p. 641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ByteMatchStatement
AWS WAF가 웹 요청에 적용할 문자열 일치 검색을 정의하는 규칙 문입니다. byte match 문은 검색할
바이트, AWS WAF에서 검색할 요청의 위치 및 기타 설정을 제공합니다. 검색할 바이트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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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II 문자에 해당하는 문자열입니다. AWS WAF 콘솔 및 개발자 안내서에서는 이를 문자열 일치 문이
라고 부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ByteMatchStatement (p. 641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eoMatchStatement
출처 국가를 기준으로 웹 요청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 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GeoMatchStatement (p. 642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PSetReferenceStatement
특정 IP 주소 또는 주소 범위에서 나오는 웹 요청을 감지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 문입니다. 이를 사용하
려면 감지하려는 주소를 지정하는 AWS::WAFv2::IPSet (p. 6347)을 생성한 후, 이 문에서 해당 세트의
ARN을 사용합니다.
각 IP 집합 규칙 문은 IP 집합을 참조합니다. 규칙에 관계없이 집합을 생성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규칙에서 단일 집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된 집합을 업데이트하면 AWS WAF에서 참조
하는 모든 규칙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IPSetReferenceStatement (p. 642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LabelMatchStatement
웹 ACL에서 이미 실행된 규칙에 의해 웹 요청에 추가된 레이블을 기준으로 문자열 일치 검색을 정의하
는 규칙 문입니다.
레이블 일치 문은 검색할 레이블 또는 네임스페이스 문자열을 제공합니다. 레이블 문자열은 웹 요청에
추가된 정규화된 레이블 이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규화된 레이블에는 접두사, 선
택적 네임스페이스 및 레이블 이름이 포함됩니다. 접두사는 레이블을 추가한 규칙의 규칙 그룹 또는 웹
ACL 컨텍스트를 식별합니다. 레이블 일치 문자열에 정규화된 이름을 제공하지 않으면 AWS WAF는 레
이블 일치 문과 동일한 컨텍스트에서 추가된 레이블 검색을 수행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LabelMatchStatement (p. 643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anagedRuleGroupStatement
관리형 규칙 그룹에 정의된 규칙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 문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 문에
공급업체 이름과 규칙 그룹 이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NotStatement 또는 OrStatement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ManagedRuleGroupStatement을 중첩할 수 없습니다. 규칙 내에서 최상위 문으로만 참조할 수 있습
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ManagedRuleGroupStatement (p. 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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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Statement
다른 규칙 문의 결과를 무효화하는 데 사용되는 논리적 규칙 문입니다. 귀하는 NotStatement 내에 하
나의 문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NotStatement (p. 643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OrStatement
다른 규칙 문과 OR 논리를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논리적 규칙 문입니다. 귀하는 OrStatement 내에 둘
이상의 문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OrStatement (p. 643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ateBasedStatement
비율 기반 규칙은 각각의 발신 IP 주소에 대한 요청 비율을 추적하고, 5분이라는 시간 범위에서 요청 수
에 대해 지정한 제한을 초과할 경우 규칙 작업을 트리거합니다. 과도한 요청을 전송하는 IP 주소의 요청
에 임시 차단을 적용하는 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칙 작업이 트리거되면 AWS WAF는 요청 비율이 제한값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IP 주소에서 추가 요청
을 차단합니다.
선택에 따라 비율 기반 문 내에 다른 문을 중첩하여 중첩된 문과 일치하는 요청만 계수하도록 규칙의 범
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자로부터 확인한 최근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첩 문이 포함된
중첩 AND 규칙 문을 사용하여 속도 기반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주소 192.0.2.44를 지정하는 IP 집합이 있는 IP 일치 문입니다.
• User-Agent 헤더에서 문자열 BadBot을 검색하는 문자열 일치 문입니다.
이 비율 기반 규칙에서 비율 제한도 정의합니다. 이 예에서 속도 제한은 1,000입니다. 문의 두 조건을 모
두 충족하는 요청이 계수됩니다. 요청 개수가 5분당 1,000건을 초과하면 규칙의 작업이 트리거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요청은 속도 제한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이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NotStatement 또는 OrStatement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RateBasedStatement을 중
첩할 수 없습니다. 규칙 내에서 최상위 문으로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ateBasedStatement (p. 643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gexPatternSetReferenceStatement
정규 표현식과의 일치 항목이 있는지 웹 요청 구성 요소를 검색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 문입니다. 이를 사
용하려면 감지하려는 표현식을 지정하는 AWS::WAFv2::RegexPatternSet (p. 6357)을 생성한 다음, 이
문에서 해당 집합의 ARN을 사용합니다. 요청 구성 요소가 집합의 패턴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웹 요청
은 패턴 집합 규칙 문과 일치하게 됩니다.
각 정규식 패턴 집합 규칙 문은 정규식 패턴 집합을 참조합니다. 규칙에 관계없이 집합을 생성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규칙에서 단일 집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된 집합을 업데이트하면
AWS WAF에서 참조하는 모든 규칙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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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gexPatternSetReferenceStatement (p. 644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GroupReferenceStatement
AWS::WAFv2::RuleGroup (p. 6360)에 정의된 규칙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 문입니다. 이를 사용
하려면 규칙이 포함된 규칙 그룹을 생성한 다음, 이 문에 규칙 그룹의 ARN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NotStatement 또는 OrStatement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RuleGroupReferenceStatement을 중첩할 수 없습니다. 규칙 내에서 최상위 문으로만 참조할 수 있
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RuleGroupReferenceStatement (p. 6445)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izeConstraintStatement
보다 큼 또는 보다 작음 같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여 요청 구성 요소의 크기와 바이트 수를 비교하는 규
칙 문입니다. 예를 들어, 크기 제약 조건 문을 사용하여 100바이트보다 긴 쿼리 문자열을 찾을 수 있습니
다.
요청 본문을 검사하도록 AWS WAF을 구성하는 경우 AWS WAF는 처음 8192바이트(8KB)만 검사합니
다. 웹 요청에 대한 요청 본문이 8192 바이트를 절대 초과하지 않을 경우, 크기 제약 조건을 생성하고 요
청 본문이 8,192 바이트를 초과하는 요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할 요청의 일부 값으로 URI를 선택하면 URI의 슬래시(/)가 한 문자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URI
/logo.jpg는 9자 길이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izeConstraintStatement (p. 644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qliMatchStatement
때로 공격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웹 요청에 악성 SQL 코드를 삽입합니다. 악성
SQL 코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웹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려면 SQL 명령어 주입 일치 조건을 하
나 이상 생성합니다. SQL 주입 일치 조건은 AWS WAF에서 검사할 웹 요청의 부분(예: URI 또는 쿼리 문
자열)을 식별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나중에 웹 ACL을 생성할 때 악성 SQL 코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
는 요청을 허용할지 또는 차단할지를 지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qliMatchStatement (p. 6447)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XssMatchStatement
AWS WAF가 웹 요청에 적용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일치 검색을 정의하는 규칙 문입니다.
XSS 공격은 공격자가 악성 클라이언트 사이트 스크립트를 다른 합법적 인 웹 브라우저에 삽입하는 수단
으로 양성 웹 사이트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입니다. XSS 일치 문은 AWS WAF가 악성 문자열일 가능
성이 높은 문자 시퀀스를 검색하기 전에 AWS WAF에서 검색하고 싶은 요청의 위치와 검색 영역에서 사
용할 텍스트 변환을 제공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XssMatchStatement (p. 645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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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WAFv2::WebACL TextTransformation
텍스트 변환은 공격자가 감지를 우회하기 위해 웹 요청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비정상적인 형식 지정을 제거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Priority" : Integer,
"Type" : String

YAML
Priority: Integer
Type: String

Properties
Priority
규칙 문에 대해 정의된 다중 변환에 대한 상대적 처리 순서를 설정합니다. AWS WAF는 변환된 콘텐츠를
검사하기 전에 모든 변환을 우선 순위가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처리합니다. 우선 순위는 연속적일
필요는 없지만 모두 달라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ype
다음과 같은 변환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BASE64_DECODE - Base64 인코딩 문자열을 디코딩합니다.
BASE64_DECODE_EXT - Base64 인코딩 문자열을 디코딩하지만 유효하지 않은 문자를 무시하는 덜
엄격한 구현을 사용합니다.
CMD_LINE - 명령줄 변환입니다. 이러한 변환 유형은 운영 체제 명령줄 명령을 삽입하고 비정상적인 서
식을 사용하여 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장하는 공격자의 효과를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 다음 문자 삭제: \ " ' ^
• 다음 문자 앞에 있는 공백 삭제: / (
• 다음 문자를 공백으로 바꿈: , ;
• 여러 개의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바꿈
• 대문자(A-Z)를 소문자(a-z)로 변환
COMPRESS_WHITE_SPACE - 다음 문자를 공백 문자(십진수 32)로 바꿉니다.
• \f, 양식 피드, 십진수 12
• \t, 탭, 십진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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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줄 바꿈, 십진수 10
• \r, 캐리지 리턴, 십진수 13
• \v, 세로 탭, 십진수 11
• 줄 바꿈하지 않는 공백, 10진수 160
COMPRESS_WHITE_SPACE 또한 여러 개의 공백을 하나의 공백으로 바꿉니다.
CSS_DECODE - CSS 2.x 이스케이프 규칙 syndata.html#characters를 사용하여 인코딩된 문
자를 디코딩합니다. 이 함수는 디코딩 프로세스에서 최대 2바이트를 사용하므로 일반적으로 인코딩
되지 않는 CSS 인코딩을 사용하여 인코딩된 ASCII 문자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백슬래
시와 16진수가 아닌 문자의 조합인 회피에 대항할 때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JavaScript의 경우 ja
\vascript입니다.
ESCAPE_SEQ_DECODE - 다음 ANSI C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디코딩합니다. \a, \b, \f, \n, \r, \t,
\v, \\, \?, \', \", \xHH(16진수), \0OOO(8진수). 유효하지 않은 인코딩은 출력에 남습니다.
HEX_DECODE - 16진수 문자열을 바이너리로 디코딩합니다.
HTML_ENTITY_DECODE - HTML 인코딩 문자를 인코딩되지 않은 문자로 바꿉니다.
HTML_ENTITY_DECODE는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ampersand)quot;를 "로 바꿈
• (ampersand)nbsp;를 줄 바꿈하지 않는 공백(십진수 160)으로 바꿉니다.
• (ampersand)lt;를 "미만" 기호로 바꿉니다.
• (ampersand)gt;를 >로 바꿈
• 16진수 형식으로 표현된 문자 (ampersand)#xhhhh;를 해당 문자로 바꿈
• 10진수 형식으로 표현된 문자 (ampersand)#nnnn;을 해당 문자로 바꿈
JS_DECODE - JavaScript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디코딩합니다. \ u HHHH 코드가 FF01-FF5E의 전폭
ASCII 범위에 있는 경우 더 높은 바이트를 사용하여 낮은 바이트를 감지하고 조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낮은 바이트만 사용되고 높은 바이트는 0이 되어 정보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LOWERCASE - 대문자(A~Z)를 소문자(a~z)로 변환
MD5 - 입력의 데이터에서 MD5 해시를 계산합니다. 계산된 해시는 원시 바이너리 형식입니다.
NONE - 텍스트 변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NONE을 지정합니다.
NORMALIZE_PATH - 입력 문자열에서 입력 시작 부분에 없는 여러 슬래시, 디렉터리 자체 참조 및 디렉
터리 역참조를 제거합니다.
NORMALIZE_PATH_WIN - NORMALIZE_PATH와 동일하지만 먼저 백슬래시 문자를 슬래시로 변환합니
다.
REMOVE_NULLS - 입력에서 모든 NULL 바이트를 제거합니다.
REPLACE_COMMENTS - C 스타일 주석(/* ... */)의 각 항목을 단일 공백으로 바꿉니다. 여러 번
연속된 항목은 압축되지 않습니다. 종료되지 않은 주석도 공백(ASCII 0x20)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나 주
석(*/)의 독립 실행형 종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PLACE_NULLS - 입력의 NULL 바이트를 공백 문자(ASCII0x20)로 바꿉니다.
SQL_HEX_DECODE - SQL 16진수 데이터를 디코딩합니다. 예제(0x414243)는 (ABC)로 디코딩됩니다.
URL_DECODE - URL 인코딩 값을 디코딩합니다.
URL_DECODE_UNI - URL_DECODE와 비슷하지만 Microsoft 관련 %u 인코딩을 지원합니다. 코드가
FF01-FF5E의 전폭 ASCII 코드 범위에 있으면 더 높은 바이트를 사용하여 하위 바이트를 감지하고 조정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낮은 바이트만 사용되고 높은 바이트는 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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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F8_TO_UNICODE - 모든 UTF-8 문자 시퀀스를 유니코드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규화를 입력
하고 영어가 아닌 언어에 대한 오탐지 및 미탐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BASE64_DECODE | BASE64_DECODE_EXT | CMD_LINE | COMPRESS_WHITE_SPACE
| CSS_DECODE | ESCAPE_SEQ_DECODE | HEX_DECODE | HTML_ENTITY_DECODE |
JS_DECODE | LOWERCASE | MD5 | NONE | NORMALIZE_PATH | NORMALIZE_PATH_WIN
| REMOVE_NULLS | REPLACE_COMMENTS | REPLACE_NULLS | SQL_HEX_DECODE |
URL_DECODE | URL_DECODE_UNI | UTF8_TO_UNICOD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VisibilityConfig
Amazon CloudWatch 지표 및 웹 요청 샘플 수집을 정의하고 사용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loudWatchMetricsEnabled" : Boolean,
"MetricName" : String,
"SampledRequestsEnabled" : Boolean

YAML
CloudWatchMetricsEnabled: Boolean
MetricName: String
SampledRequestsEnabled: Boolean

Properties
CloudWatchMetricsEnabled
연결된 리소스가 Amazon CloudWatch에 지표를 전송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부울입니다. 사용 가능한
지표 목록은 AWS WAF 지표를 참조하세요.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etricName
Amazon CloudWatch 지표를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에는 영숫자(A-Z, a-z, 0-9)만 포함될 수 있으며
길이는 1~128자입니다. ‘Al’ 및 ‘Default_Action’ 같이 AWS WAF에 예약된 공백 또는 지표 이름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VisibilityConfig를 생성한 후에는 MetricName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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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
Maximum: 255
Pattern: ^[\w#:\.\-/]+$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mpledRequestsEnabled
AWS WAF가 규칙과 일치하는 웹 요청의 샘플링을 저장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부울입니다. AWS
WAF 콘솔을 통해 샘플링된 요청을 볼 수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 XssMatchStatement
AWS WAF가 웹 요청에 적용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일치 검색을 정의하는 규칙 문입니다. XSS 공
격은 공격자가 악성 클라이언트 사이트 스크립트를 다른 합법적 인 웹 브라우저에 삽입하는 수단으로 양성
웹 사이트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입니다. XSS 일치 문은 AWS WAF가 악성 문자열일 가능성이 높은 문
자 시퀀스를 검색하기 전에 AWS WAF에서 검색하고 싶은 요청의 위치와 검색 영역에서 사용할 텍스트 변환
을 제공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ieldToMatch" : FieldToMatch (p. 6423),
"TextTransformations" : [ TextTransformation (p. 6453), ... ]

YAML
FieldToMatch:
FieldToMatch (p. 6423)
TextTransformations:
- TextTransformation (p. 6453)

Properties
FieldToMatch
AWS WAF에서 검사할 웹 요청의 일부입니다.
Required: 예
Type: FieldToMatch (p. 6423)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extTransformations
텍스트 변환은 공격자가 감지를 우회하기 위해 웹 요청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비정상적인 형식 지정을
제거합니다. 규칙 문에 하나 이상의 변환을 지정하면 AWS WAF는 콘텐츠가 일치하는지 검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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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가 가장 낮은 설정부터 시작하여 FieldToMatch로 식별된 콘텐츠에 대해 모든 변환을 수행합
니다.
Required: 예
Type: TextTransformation (p. 6453)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WAFv2::WebACLAssociation
Note
이 버전은 2019년 11월에 릴리스된 AWS WAFV2라는 이름의 AWS WAF 최신 버전입니다. 이전 릴
리스에서 AWS WAF 리소스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AWS WAF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웹 ACL 연결을 사용해 웹 ACL과 리전별 애플리케이션 리소스 간의 연결을 정의하여 리소스를 보호합니
다. 리전 애플리케이션은 Application Load Balancer(ALB), Amazon API Gateway REST API 또는 AWS
AppSync GraphQL API일 수 있습니다.
Amazon CloudFront의 경우 이 리소스를 사용하지 마세요. 대신, CloudFront 배포 구성을 사용합니
다. 웹 ACL을 배포와 연결하려면 AWS::WAFv2::WebACL (p. 6402)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CloudFront 배포 구성에 제공합니다. 웹 ACL의 연결을 해제하려면 빈 ARN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CloudFront::Distribution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WAFv2::WebACLAssociation",
"Properties" : {
"ResourceArn" : String,
"WebACLArn" : String
}

YAML
Type: AWS::WAFv2::WebACLAssociation
Properties:
ResourceArn: String
WebACLArn: String

Properties
ResourceArn
웹 ACL을 사용하여 연결할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ARN은 다음 형식 중 하나여야 합니다.
• Application Load Balancer의 경우: arn:aws:elasticloadbalancing:region:accountid:loadbalancer/app/load-balancer-name/load-balancer-id
• Amazon API Gateway REST API의 경우: arn:aws:apigateway:region::/restapis/apiid/stages/stag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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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AppSync GraphQL API의 경우: arn:aws:appsync:region:account-id:apis/
GraphQLApiId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WebACLArn
리소스와 연결할 웹 ACL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20
Maximum: 2048
Pattern: .*\S.*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리소스 이름, 물리적 ID 및 범위를 포함하는 리소스의 Ref입니다(name|id|scope로 형식 지정).
예: my-webacl-name|1234a1a-a1b1-12a1-abcd-a123b123456|REGIONAL.

예제
웹 ACL 연결 만들기
다음은 웹 ACL 연결 사양의 예입니다.

YAML
Resources:
SampleWebACLAssociation:
Type: 'AWS::WAFv2::WebACLAssociation'
Properties:
WebACLArn: ExampleARNForWebACL
ResourceArn: ExampleARNForRegionalResource

JSON
"Resources": {
"SampleWebACLAssociation": {
"Type": "AWS::WAFv2::WebACLAssociation",
"Properties": {
"WebACLArn": "WebACL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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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sourceArn": "APIGatewayOrALBArn"

Amazon WorkSpaces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WorkSpaces::ConnectionAlias (p. 6459)
• AWS::WorkSpaces::Workspace (p. 6462)

AWS::WorkSpaces::ConnectionAlias
AWS::WorkSpaces::ConnectionAlias 리소스는 연결 별칭을 지정합니다. 연결 별칭은 교차 리전 리디
렉션에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WorkSpaces의 교차 리전 리디렉션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WorkSpaces::ConnectionAlias",
"Properties" : {
"ConnectionString" : String,
"Tags" : [ Tag, ... ]
}

YAML
Type: AWS::WorkSpaces::ConnectionAlias
Properties:
ConnectionString:
String
Tags:
- Tag

Properties
ConnectionString
연결 별칭에 대해 지정된 연결 문자열입니다. 연결 문자열은 www.example.com과 같은 FQDN(정규화
된 도메인 이름) 형식이어야 합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55
Pattern: ^[.0-9a-zA-Z\-]{1,255}$
Update requir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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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연결 별칭과 연결할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Replacement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리소스 이름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이 유형의 지정된 속성에 대한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속성과 반환
되는 샘플 값입니다.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AliasId
문자열로 반환되는 연결 별칭의 식별자입니다.
Associations
ConnectionAliasAssociation 객체의 배열로 반환되는 연결 별칭의 연결 상태입니다.
ConnectionAliasState
문자열로 반환되는 연결 별칭의 현재 상태입니다.

참고 항목
• Amazon WorkSpaces API 참조의 ConnectionAlias
• Amazon WorkSpaces 관리 안내서의 Amazon WorkSpaces를 사용하여 가상 데스크톱 시작

AWS::WorkSpaces::ConnectionAlias ConnectionAliasAssociation
교차 리전 리디렉션에 사용되는 연결 별칭 연결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WorkSpaces의
교차 리전 리디렉션을 참조하세요.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AssociatedAccountId" : String,
"AssociationStatus" : String,
"ConnectionIdentifier" : String,
"ResourceId"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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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AssociatedAccountId: String
AssociationStatus: String
ConnectionIdentifier: String
ResourceId: String

Properties
AssociatedAccountId
연결 별칭을 디렉터리에 연결한 AWS 계정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Pattern: ^\d{1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ssociationStatus
연결 별칭의 연결 상태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SSOCIATED_WITH_OWNER_ACCOUNT | ASSOCIATED_WITH_SHARED_ACCOUNT |
NOT_ASSOCIATED | PENDING_ASSOCIATION | PENDING_DISASSOCIATION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ConnectionIdentifier
연결 별칭 연결의 식별자입니다. DNS 라우팅 정책을 구성하는 경우 DNS TXT 레코드의 연결 식별자를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20
Pattern: ^[a-zA-Z0-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Id
연결 별칭과 연결된 디렉터리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PI 버전 2010-05-15
646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WorkSpaces

AWS::WorkSpaces::Workspace
AWS::WorkSpaces::Workspace 리소스는 WorkSpace를 지정합니다.
BundleId, RootVolumeEncryptionEnabled, UserVolumeEncryptionEnabled 또는
VolumeEncryptionKey 속성에는 업데이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속성을 업데이트하려면 대체를 트리
거하는 또 다른 속성(예: UserName 속성)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WorkSpaces::Workspace",
"Properties" : {
"BundleId" : String,
"DirectoryId" : String,
"RootVolumeEncryptionEnabled" : Boolean,
"Tags" : [ Tag, ... ],
"UserName" : String,
"UserVolumeEncryptionEnabled" : Boolean,
"VolumeEncryptionKey" : String,
"WorkspaceProperties" : WorkspaceProperties (p. 6464)
}

YAML
Type: AWS::WorkSpaces::Workspace
Properties:
BundleId: String
DirectoryId: String
RootVolumeEncryptionEnabled: Boolean
Tags:
- Tag
UserName: String
UserVolumeEncryptionEnabled: Boolean
VolumeEncryptionKey: String
WorkspaceProperties:
WorkspaceProperties (p. 6464)

Properties
BundleId
WorkSpace용 번들의 식별자입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Pattern: ^wsb-[0-9a-z]{8,63}$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DirectoryId
WorkSpace용 AWS Directory Service 디렉터리의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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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0
Maximum: 65
Pattern: ^d-[0-9a-f]{8,63}$
Update requires: Some interruptions
RootVolumeEncryptionEnabled
루트 볼륨에 저장된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Tags
WorkSpace의 태그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Tag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Name
WorkSpace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이 사용자 이름은 WorkSpace의 AWS Directory Service 디렉
터리에 있습니다.
Required: 예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63
Update requires: Replacement
UserVolumeEncryptionEnabled
사용자 볼륨에 저장된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VolumeEncryptionKey
WorkSpace에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대칭 AWS KMS key입니다. Amazon
WorkSpaces는 비대칭 KMS 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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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Updates are not supported.
WorkspaceProperties
WorkSpace 속성.
Required: 아니요
Type: WorkspaceProperties (p. 64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Ref
이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내장 Ref 함수에 전달하면 Ref가 반환됩니다. - 리소스 이름.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Ref function, see Ref.

참고 항목
• Amazon WorkSpaces API 참조의 CreateWorkspaces
• Amazon WorkSpaces Administration Guide의 Launch a Virtual Desktop Using Amazon WorkSpaces

AWS::WorkSpaces::Workspace WorkspaceProperties
WorkSpace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omputeTypeName" : String,
"RootVolumeSizeGib" : Integer,
"RunningMode" : String,
"RunningModeAutoStopTimeoutInMinutes" : Integer,
"UserVolumeSizeGib" : Integer

YAML
ComputeTypeName: String
RootVolumeSizeGib: Integer
RunningMode: String
RunningModeAutoStopTimeoutInMinutes: Integer
UserVolumeSizeGib: Integer

Properties
ComputeTypeName
컴퓨팅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WorkSpaces 번들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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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허용된 값: GRAPHICS | GRAPHICSPRO | PERFORMANCE | POWER | POWERPRO | STANDARD |
VALU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ootVolumeSizeGib
루트 볼륨의 크기입니다. 루트 및 사용자 볼륨의 크기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WorkSpace 수정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nningMode
실행 모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orkSpace 실행 모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허용된 값: ALWAYS_ON | AUTO_STOP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nningModeAutoStopTimeoutInMinutes
WorkSpace가 자동으로 중지될 경우 사용자가 로그오프된 후의 시간입니다. 60분 간격으로 구성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serVolumeSizeGib
사용자 스토리지의 크기입니다. 루트 및 사용자 볼륨의 크기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WorkSpace 수정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참고 항목
• Amazon WorkSpaces API 참조의 WorkspaceProperties

AWS X-Ray 리소스 유형 참조
리소스 유형
• AWS::XRay::Group (p. 6466)
• AWS::XRay::SamplingRule (p. 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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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XRay::Group
AWS::XRay::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이름과 필터 식이 있는 그룹을 지정합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XRay::Group",
"Properties" : {
"FilterExpression" : String,
"GroupName" : String,
"InsightsConfiguration" : InsightsConfiguration (p. 6468),
"Tags" : [ Json, ... ]
}

YAML
Type: AWS::XRay::Group
Properties:
FilterExpression: String
GroupName: String
InsightsConfiguration:
InsightsConfiguration (p. 6468)
Tags:
- Json

Properties
FilterExpression
추적을 포함하도록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필터 표현식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GroupName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그룹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InsightsConfiguration
인사이트와 관련된 구성을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 InsightsEnabled 부울을 true로 설정하여 그룹에 대한 인사이트를 활성화할 수도 있고, false로 설정하
여 그룹에 대한 인사이트를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 NotificationsEnabled 부울을 true로 설정하여 그룹에 대해 Amazon EventBridge를 통해 인사이트 알
림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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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아니요
Type: InsightsConfiguration (p. 646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Fn::GetAtt
GroupARN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된 그룹 ARN입니다.

예제
Create group
이 예제에서는 MyGroup이라는 새 그룹을 만듭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XRay stack",
"Resources": {
"TestGrpResource": {
"Type": "AWS::XRay::Group",
"Properties": {
"GroupName": "MyGroup",
"FilterExpression": "duration > 10",
"InsightsConfiguration": {
"InsightsEnabled": "false",
"NotificationsEnabled": "false"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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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XRay::Group
Properties:
GroupName: MyGroup
FilterExpression: duration > 10
InsightsConfiguration:
InsightsEnabled: false
NotificationsEnabled: false

참고 항목
• X-Ray 콘솔을 사용하여 그룹 구성
• X-Ray API를 사용하여 그룹 구성
• X-Ray API 참조의 CreateGroup 작업

AWS::XRay::Group InsightsConfiguration
인사이트와 관련된 구성을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InsightsEnabled" : Boolean,
"NotificationsEnabled" : Boolean

YAML
InsightsEnabled: Boolean
NotificationsEnabled: Boolean

Properties
InsightsEnabled
인사이트를 활성화하려면 InsightsEnabled 값을 true로 설정하고, 인사이트를 비활성화하려면 false로
설정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NotificationsEnabled
인사이트 알림을 활성화하려면 NotificationsEnabled 값을 true로 설정합니다. 알림은 InsightsEnabled
설정이 true로 설정된 그룹에서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부울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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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XRay::SamplingRule
AWS::XRay::SamplingRule 리소스를 사용하여, 구성된 애플리케이션의 샘플링 동작을 제어하는 샘플링
규칙을 지정합니다. SamplingRule을(를) 지정하여 새 샘플링 규칙을 생성합니다. 기존 샘플링 규칙의 구성
을 변경하려면 SamplingRuleUpdate을(를) 지정합니다.
서비스는 GetSamplingRules를 사용하여 규칙을 검색하고 각 요청에 대한 우선 순위의 오름차순으로 각 규
칙을 평가합니다. 규칙이 일치하면 서비스는 리저버 크기에서 차용하여 추적을 기록합니다. 10초 후에 이 서
비스는 GetSamplingTargets를 사용하여 X-Ray로 다시 보고하여 사용 중인 각 규칙의 업데이트된 버전을 가
져옵니다. 업데이트된 규칙에는 리저버에서 차용하지 않고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추적 할당량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ype" : "AWS::XRay::SamplingRule",
"Properties" : {
"RuleName" : String,
"SamplingRule" : SamplingRule (p. 6472),
"SamplingRuleRecord" : SamplingRuleRecord (p. 6476),
"SamplingRuleUpdate" : SamplingRuleUpdate (p. 6476),
"Tags" : [ Json, ... ]
}

YAML
Type: AWS::XRay::SamplingRule
Properties:
RuleName: String
SamplingRule:
SamplingRule (p. 6472)
SamplingRuleRecord:
SamplingRuleRecord (p. 6476)
SamplingRuleUpdate:
SamplingRuleUpdate (p. 6476)
Tags:
- Json

Properties
RuleName
샘플링 규칙의 이름입니다. 이름 또는 ARN 중 하나를 사용하여 규칙을 지정합니다(둘 다는 아님). 샘
플링 규칙을 삭제할 때만 사용됩니다. 샘플링 규칙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SamplingRule 또는
SamplingRuleUpdate 내의 RuleName 또는 RuleARN 속성을 사용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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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Rule
생성해야 하는 샘플링 규칙입니다.
새 샘플링 규칙을 생성하는 경우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 샘플링 규칙을 업데이트할 때는 유효하지 않습
니다.
Required: 조건
Type: SamplingRule (p. 647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mplingRuleRecord
Property description not available.
Required: 아니요
Type: SamplingRuleRecord (p. 64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mplingRuleUpdate
샘플링 규칙 구성에 대한 변경 사항을 지정하는 문서입니다.
기존 샘플링 규칙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제공해야 합니다. 새 샘플링 규칙을 생성할 때는 유효하지 않습
니다.

Note
샘플링 규칙의 Version은(는) 업데이트할 수 없으며 SamplingRuleUpdate의 일부가 아닙
니다.
Required: 조건
Type: SamplingRuleUpdate (p. 6476)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Tags
키-값 페어의 어레이가 이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Required: 아니요
Type: Json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반환 값
Fn::GetAtt
RuleARN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된 샘플링 규칙 ARN입니다.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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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sampling rule
이 예제에서는 MySamplingRule이라는 새 샘플링 규칙을 생성합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T00:00:00.000Z",
"Resources": {
"SamplingRule": {
"Type": "AWS::XRay::SamplingRule",
"Properties": {
"SamplingRule": {
"RuleName": "MySamplingRule",
"ResourceARN": "*",
"Priority": 2,
"FixedRate": 0.05,
"ReservoirSize": 50,
"ServiceName": "MyServiceName",
"ServiceType": "MyServiceType",
"Host": "MyHost",
"HTTPMethod": "GET",
"URLPath": "*",
"Version": 1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amplingRule:
Type: AWS::XRay::SamplingRule
Properties:
SamplingRule:
RuleName: MySamplingRule
ResourceARN: "*"
Priority: 2
FixedRate: 0.05
ReservoirSize: 50
ServiceName: "MyServiceName"
ServiceType: "MyServiceType"
Host: "MyHost"
HTTPMethod: "GET"
URLPath: "*"
Version: 1

Update sampling rule
이 예에서는 MySamplingRule이라는 기존 샘플링 규칙을 업데이트합니다.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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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T00:00:00.000Z",
"Resources": {
"SamplingRule": {
"Type": "AWS::XRay::SamplingRule",
"Properties": {
"SamplingRuleUpdate": {
"RuleName": "MySamplingRule",
"ResourceARN": "*",
"Priority": 1,
"FixedRate": 0.07,
"ReservoirSize": 20,
"ServiceName": "MyServiceName",
"ServiceType": "MyServiceType",
"Host": "MyHost",
"HTTPMethod": "GET",
"URLPath":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SamplingRule:
Type: AWS::XRay::SamplingRule
Properties:
SamplingRuleUpdate:
RuleName: MySamplingRule
ResourceARN: "*"
Priority: 1
FixedRate: 0.07
ReservoirSize: 20
ServiceName: "MyServiceName"
ServiceType: "MyServiceType"
Host: "MyHost"
HTTPMethod: "GET"
URLPath: "*"

참고 항목
• X-Ray 콘솔에서 샘플링 규칙 구성
• X-Ray API에 샘플링 규칙 사용
• X-Ray API 참조의 CreateSamplingRule 작업

AWS::XRay::SamplingRule SamplingRule
요청을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샘플링 규칙입니다. 규칙 필드는 서비스의 속성
또는 요청의 속성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속성과 일치하지 않는 규칙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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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Attributes" : {Key : Value, ...},
"FixedRate" : Double,
"Host" : String,
"HTTPMethod" : String,
"Priority" : Integer,
"ReservoirSize" : Integer,
"ResourceARN" : String,
"RuleARN" : String,
"RuleName" : String,
"ServiceName" : String,
"ServiceType" : String,
"URLPath" : String,
"Version" : Integer

YAML
Attributes:
Key : Value
FixedRate: Double
Host: String
HTTPMethod: String
Priority: Integer
ReservoirSize: Integer
ResourceARN: String
RuleARN: String
RuleName: String
ServiceName: String
ServiceType: String
URLPath: String
Version: Integer

Properties
Attributes
요청에서 파생된 속성과 일치합니다.
맵 항목: 최대 5개 항목.
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32.
값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32.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xedRate
리저버가 소진된 후, 계측과 일치하는 요청의 백분율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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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
요청 URL의 호스트 이름과 일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Method
요청의 HTTP 메서드와 일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ority
샘플링 규칙의 우선 순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Maximum: 9999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ervoirSize
고정 속도를 적용하기 전, 초당 계측과 일치하는 요청의 고정 수입니다. 리저버는 서비스에서 직접 사용
하지 않지만 규칙을 총체적으로 사용하여 모든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ARN
서비스가 실행되는 AWS 리소스의 ARN과 일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ARN
샘플링 규칙의 ARN입니다. RuleARN 또는 RuleName을 지정해야 합니다(둘 다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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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Name
샘플링 규칙의 이름입니다. RuleARN 또는 RuleName을 지정해야 합니다(둘 다는 아님).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Name
서비스가 세그먼트에서 자신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name과(와) 일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Type
서비스가 세그먼트에서 해당 유형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origin과(와) 일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LPath
요청 URL의 경로와 일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Version
샘플링 규칙 형식(1)의 버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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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XRay::SamplingRule SamplingRuleRecord
SamplingRule 및 해당 메타데이터입니다.

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CreatedAt" : String,
"ModifiedAt" : String,
"SamplingRule" : SamplingRule (p. 6472)

YAML
CreatedAt: String
ModifiedAt: String
SamplingRule:
SamplingRule (p. 6472)

Properties
CreatedAt
규칙이 생성된 시간입니다(Unix 시간(초)).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ModifiedAt
규칙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입니다(Unix 시간(초)).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amplingRule
샘플링 규칙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SamplingRule (p. 647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AWS::XRay::SamplingRule SamplingRuleUpdate
샘플링 규칙 구성에 대한 변경 사항을 지정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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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이 개체를 선언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Attributes" : {Key : Value, ...},
"FixedRate" : Double,
"Host" : String,
"HTTPMethod" : String,
"Priority" : Integer,
"ReservoirSize" : Integer,
"ResourceARN" : String,
"RuleARN" : String,
"RuleName" : String,
"ServiceName" : String,
"ServiceType" : String,
"URLPath" : String

YAML
Attributes:
Key : Value
FixedRate: Double
Host: String
HTTPMethod: String
Priority: Integer
ReservoirSize: Integer
ResourceARN: String
RuleARN: String
RuleName: String
ServiceName: String
ServiceType: String
URLPath: String

Properties
Attributes
요청에서 파생된 속성과 일치합니다.
맵 항목: 최대 5개 항목.
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32.
값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32.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맵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FixedRate
리저버가 소진된 후, 계측과 일치하는 요청의 백분율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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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ost
요청 URL의 호스트 이름과 일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HTTPMethod
요청의 HTTP 메서드와 일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Priority
샘플링 규칙의 우선 순위입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ervoirSize
고정 속도를 적용하기 전, 초당 계측과 일치하는 요청의 고정 수입니다. 리저버는 서비스에서 직접 사용
하지 않지만 규칙을 총체적으로 사용하여 모든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정수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esourceARN
서비스가 실행되는 AWS 리소스의 ARN과 일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500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ARN
샘플링 규칙의 ARN입니다. RuleARN 또는 RuleName을 지정해야 합니다(둘 다는 아님).
Required: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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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문자열 목록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RuleName
샘플링 규칙의 이름입니다. RuleARN 또는 RuleName을 지정해야 합니다(둘 다는 아님).
Required: 조건
Type: 문자열
최소: 1
Maximum: 32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Name
서비스가 세그먼트에서 자신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name과(와) 일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ServiceType
서비스가 세그먼트에서 해당 유형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origin과(와) 일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64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URLPath
요청 URL의 경로와 일치합니다.
Required: 아니요
Type: 문자열
Maximum: 128
Update requires: No interruption

공유 속성 유형 참조
이 섹션에는 AWS CloudFormation에서 여러 리소스 유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속성 유형에 대한 자
세한 참조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제
• 이름 유형 (p. 6480)
• 리소스 태그 (p. 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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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유형
일부 리소스의 경우 사용자 지정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WS CloudFormation에서
고유한 물리적 ID를 생성하여 리소스에 이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CloudFormation에서 물리적 ID
stack123123123123-s3bucket-abcdefghijk1을 Amazon S3 버킷의 이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이름을 사용하면 이름을 보다 쉽게 읽고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예: production-app-logs
또는 business-metrics).
리소스 이름은 모든 활성 스택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템플릿을 재사용해 여러 스택을 생성하는 경우 사용자
지정 이름을 변경하거나 템플릿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CloudFormation에서 고유의
물리적 ID를 생성하여 리소스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름은 문자로 시작해야 하고, ASCII 문자, 숫자 및 하이
픈만 포함할 수 있으며, 끝에 하이픈이 오거나 하이픈을 연속으로 2개 포함하면 안 됩니다.
또한 CloudFormation 외부의 스택 리소스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CloudFormation을 사용하지 않고
스택의 일부인 리소스의 이름을 바꾸면 해당 스택을 업데이트 또는 삭제하려고 할 때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사용자 지정 이름의 리소스가 바뀌는 업데이트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리소스를 바꿔야 한다면 새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예
사용자 지정 이름을 사용하려면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해당 리소스의 이름 속성을 지정합니다. 사용자
지정 이름을 지원하는 각 리소스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고유한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DynamoDB 테이
블의 이름을 지정하려면 다음 샘플에 표시된 것처럼 TableName 속성을 사용합니다.

JSON
"myDynamoDBTable" : {
"Type" : "AWS::DynamoDB::Table",
"Properties" : {
"KeySchema" : {
"HashKeyElement": {
"AttributeName" : "AttributeName1",
"AttributeType" : "S"
},
"RangeKeyElement" : {
"AttributeName" : "AttributeName2",
"AttributeType" : "N"
}
},
"ProvisionedThroughput" : {
"ReadCapacityUnits" : "5",
"WriteCapacityUnits" : "10"
},
"TableName" : "SampleTable"
}
}

YAML
myDynamoDBTable:
Type: AWS::DynamoDB::Table
Properties:
KeySchema:
HashKeyElement:
AttributeName: "AttributeName1"
AttributeType: "S"
RangeKey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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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Name: "AttributeName2"
AttributeType: "N"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10"
TableName: "SampleTable"

지원되는 리소스
다음 리소스 유형은 사용자 지정 이름을 지원합니다.
• AWS::ApiGateway::ApiKey
• AWS::ApiGateway::Model
• AWS::CloudWatch::Alarm
• AWS::DynamoDB::Table
•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 AWS::CodeDeploy::Application
•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 AWS::Config::ConfigRule
• AWS::Config::DeliveryChannel
• AWS::Config::ConfigurationRecorder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 AWS::EC2::SecurityGroup
• AWS::ElastiCache::CacheCluster
• AWS::ECR::Repository
• AWS::ECS::Cluster
• AWS::Elasticsearch::Domain
• AWS::Events::Rule
• AWS::IAM::Group
• AWS::IAM::ManagedPolicy
• AWS::IAM::Role
• AWS::IAM::User
• AWS::Lambda::Function
• AWS::RDS::DBInstance
• AWS::S3::Bucket
• AWS::SageMaker::NotebookInstance
• AWS::SNS::Topic
• AWS::SQS::Queue

리소스 태그
리소스 태그 속성을 사용하여 태그를 리소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리소스를 식별하고 분
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태그 지정을 지원하는 리소스만 태그 지정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에서 태그 지정할 수 있는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리소스 및 속성 유형
참조 (p. 721) 단원의 개별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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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태깅 구현은 리소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은 태그 지정 체계의 일환으로 추가로 필요한
PropagateAtLaunch 속성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정의하는 태그 외에도 CloudFormation에서는 aws:라는 접두사가 있는 다음과 같은 스택 레벨 태
그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 aws:cloudformation:logical-id
• aws:cloudformation:stack-id
• aws:cloudformation:stack-name
aws: 접두사는 AWS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 접두사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Key 또는
Value 속성에 이 접두사를 사용하면 태그를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접두사가 포함된 태그
는 리소스당 태그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태그를 포함하여 모든 스택 레벨 태그는 CloudFormation에서 지원하는 리소스로 전파됩니
다. 현재, 블록 디바이스 매핑에서 생성된 Amazon EBS 볼륨에는 태그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구문
JSON
{
}

"Key (p. 6482)" : String,
"Value (p. 6482)" : String

YAML
Key (p. 6482): String
Value (p. 6482): String

Properties
Key
태그의 키 이름입니다. 1 ~ 128자의 유니코드 문자로 이루어진 값을 지정할 수 있으며 aws: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유니코드 문자 세트, 숫자, 공백, _, ., /, =, +, - 등의 문자를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형식: 문자열
Value
태그의 값입니다. 1~256자 길이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유형: 문자열

예
이 예제에서는 Tags 속성을 보여줍니다. 지원 리소스의 Properties 단원에서 이 속성을 지정합니다. 리소
스가 생성되면 선언한 태그로 리소스에 태그가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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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Tags" : [
{
"Key" :
"Value"
},
{
"Key" :
"Value"
}
]

"keyname1",
: "value1"
"keyname2",
: "value2"

YAML
Tags:
- Key: "keyname1"
Value: "value1"
- Key: "keyname2"
Value: "value2"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 AWS CloudFormation 스택 옵션 설정 (p. 104)
•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AWS CloudFormation 스택 데이터 및 리소스 보기 (p. 108)

AWS CloudFormation 리소스 사양
AWS CloudFormation 리소스 사양은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하는 리소스 및 속성을 정의하는
JSON 형식 텍스트 파일입니다. 문서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생성용 도구를 빌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형식의 머신 판독 사양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사양으로 IDE(통합 개발 환경)에서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자동 완료 및 확인 기능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사양은 단일 파일 및 파일 시리즈 형태로 구성되며, 시리즈의 각 파일에는 특정 리소스 유형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일 파일과 시리즈 파일에는 동일한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구 및 구현 방식
에 맞는 파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리소스 사양을 다운로드하려면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가용성은 리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리전에 따른 리소스 가용성을 확인하려면 해당 리전에 대한 리
소스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사양
리전 이름

리전

단일 파일

모든 파일

미국 동부(오하이오)

us-east-2

.json

.zip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
부)

us-east-1

.json

.zip

미국 서부(캘리포니아 북
부 지역)

us-west-1

.json

.zip

미국 서부(오레곤)

us-west-2

.json

.zip

아프리카(케이프타운)

af-south-1

.json

.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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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 이름

리전

단일 파일

모든 파일

아시아 태평양(홍콩)

ap-east-1

.json

.zip

아시아 태평양(뭄바이)

ap-south-1

.json

.zip

아시아 태평양(오사카)

ap-northeast-3

.json

.zip

아시아 태평양(서울)

ap-northeast-2

.json

.zip

아시아 태평양(싱가포르) ap-southeast-1

.json

.zip

아시아 태평양(시드니)

ap-southeast-2

.json

.zip

아시아 태평양(도쿄)

ap-northeast-1

.json

.zip

캐나다(중부)

ca-central-1

.json

.zip

중국(베이징)

cn-north-1

.json

.zip

중국(닝샤)

cn-northwest-1

.json

.zip

유럽(프랑크푸르트)

eu-central-1

.json

.zip

유럽(아일랜드)

eu-west-1

.json

.zip

유럽(런던)

eu-west-2

.json

.zip

유럽(파리)

eu-west-3

.json

.zip

유럽(스톡홀름)

eu-north-1

.json

.zip

유럽(밀라노)

eu-south-1

.json

.zip

중동(바레인)

me-south-1

.json

.zip

남아메리카(상파울루)

sa-east-1

.json

.zip

AWS GovCloud(미국 동
부)

us-gov-east-1

.json

.zip

AWS GovCloud (USWest)

us-gov-west-1

.json

.zip

다음 예에서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 키 리소스(AWS::KMS::Key)에 대한 사양을 보여줍니다. 또
한 AWS::KMS::Key 리소스에 대한 속성(속성이 필요한 경우), 각 속성에 대해 허용되는 값의 유형, 업데이
트 동작 등을 보여줍니다.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양 형식 (p. 648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KMS::Key": {
"Attributes": {
"Arn": {
"PrimitiveType": "String"
}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awsresource-kms-key.html",
"Properties": {
"Description":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resource-kms-key.html#cfn-kms-key-description",
"PrimitiveType": "String",
"Required":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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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Type": "Mutable"
},
"EnableKeyRotation":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resource-kms-key.html#cfn-kms-key-enablekeyrotation",
"PrimitiveType": "Boolean",
"Required": false,
"UpdateType": "Mutable"
},
"Enabled":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resource-kms-key.html#cfn-kms-key-enabled",
"PrimitiveType": "Boolean",
"Required": false,
"UpdateType": "Mutable"
},
"KeyPolicy":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resource-kms-key.html#cfn-kms-key-keypolicy",
"PrimitiveType": "Json",
"Required": true,
"UpdateType": "Mutable"
},
"KeyUsage":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resource-kms-key.html#cfn-kms-key-keyusage",
"PrimitiveType": "String",
"Required": false,
"UpdateType": "Immutable"
}
}
}

사양 형식
AWS CloudFormation에서는 각 리소스 유형 (p. 721)(예: AWS::S3::Bucket 또는
AWS::EC2::Instance)에 대한 사양을 생성합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사양의 형식과 각 필드에 대해 설명합
니다.
주제
• 사양 섹션 (p. 6485)
• 속성 사양 (p. 6486)
• 리소스 사양 (p. 6487)
• 예제 리소스 사양 (p. 6488)

사양 섹션
각 리소스 유형에 대한 공식 정의는 다음 예제와 같이 PropertyTypes (p. 6486),
ResourceSpecificationVersion (p. 6486), ResourceTypes (p. 6486)의 세 가지 기본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

"PropertyTypes": {
Property specifications (p. 6486)
},
"ResourceSpecificationVersion": "Specification version number",
"ResourceTypes": {
Resource specification (p. 6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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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Types
리소스의 속성 내에 속성(하위 속성이라고도 함)이 있는 경우 하위 속성 사양 목록(예: 필요한 속성, 각
속성에 대해 허용되는 값의 유형, 업데이트 동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속성 사양 (p. 6486) 섹션을 참
조하세요.
리소스에 하위 속성이 없는 경우 이 섹션은 생략됩니다.
ResourceSpecificationVersion
리소스 사양의 버전입니다. 버전은 majorVersion.minorVersion.patch 형식입니다. 릴리스될 때
마다 버전 번호가 증가합니다. 리소스를 업데이트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리소스는 동일한 버전 번
호를 갖습니다.
서비스에서 이전 버전과 호환되는 버그 수정을 수행한 경우(예: 끊어진 문서 링크 수정) AWS
CloudFormation에서 패치 번호를 증가시킵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이전 버전과 호환되는 리소
스 또는 속성을 추가할 경우 마이너 버전 번호가 증가됩니다. 예를 들어, 이후 버전의 사양에서 AWS 서
비스의 새로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리소스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과 호환되지 않는 변경 사항은 메이저 버전 번호를 증가시킵니다. 이전 버전과 호환되지 않는
변경은 리소스 사양 변경(예: 필드에 대한 이름 변경, 리소스 변경, 선택적 리소스 속성을 필수 항목으로
설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ResourceTypes
각 리소스의 속성에 대한 정보 및 리소스 목록(예: 속성 이름, 필요한 속성, 업데이트 동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사양 (p. 6487) 섹션을 참조하세요.

Note
한 리소스 유형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는 파일의 경우 이 속성 이름은 ResourceType(단수)입
니다.

속성 사양
각 속성에 대한 사양은 다음 필드를 포함합니다. 하위 속성의 경우 속성 이름에
resourceType.subpropertyName 형식을 사용합니다.
"Property name": {
"Documentation": "Link to the relevant documentation"
"DuplicatesAllowed": "true or false",
"ItemType": "Type of list or map (non-primitive)",
"PrimitiveItemType": "Type of list or map (primitive)",
"PrimitiveType": "Type of value (primitive)",
"Required": "true or false",
"Type": "Type of value (non-primitive)",
"UpdateType": "Mutable, Immutable, or Conditional",
}

Documentation
속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링크입니다.
DuplicatesAllowed
Type 필드의 값이 List인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중복 값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값이 true이면 AWS CloudFormation에서 중복 값을 무시합니다. 값이 false인 경우 중복 값을 제출하
면 AWS CloudFormation에서 오류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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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Type
Type 필드 값이 List 또는 Map인 경우 목록 또는 맵(비 프리미티브 유형을 포함하는 경우)의 유형을 나
타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 필드가 생략됩니다. 목록 또는 맵에 프리미티브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 PrimitiveItemType 속성은 유효한 값 유형을 나타냅니다.
하위 속성 이름은 유효한 항목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유형 값이 List이고 항목 유형 값이
PortMapping인 경우 포트 매핑 속성 목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PrimitiveItemType
Type 필드 값이 List 또는 Map인 경우 목록 또는 맵(프리미티브 유형을 포함하는 경우)의 유형을 나타
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 필드가 생략됩니다. 목록 또는 맵에 비 프리미티브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ItemType 속성은 유효한 값 유형을 나타냅니다.
목록 및 맵에 유효한 프리미티브 유형은 String, Long, Integer, Double, Boolean 또는
Timestamp입니다.
예를 들어, 유형 값이 List이고 항목 유형 값이 String인 경우 속성에 대한 문자열 목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형 값이 Map이고 항목 유형 값이 Boolean인 경우 속성에 대해 문자열과 부울 간 매핑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PrimitiveType
프리미티브 값의 경우 속성에 대해 유효한 프리미티브 유형입니다. 프리미티브 유형은 리소스 속성
값에 대한 기본 데이터 형식입니다. 유효한 프리미티브 유형은 String, Long, Integer, Double,
Boolean, Timestamp 또는 Json입니다. 유효한 값이 프리미티브 유형이 아닌 경우 이 필드는 생략되
고 Type 필드에 유효한 값 유형이 표시됩니다.
Required
속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Type
비 프리미티브 유형의 경우 속성에 대해 유효한 값입니다. 유효한 유형은 하위 속성 이름 List 또는
Map입니다. 유효한 값이 프리미티브 유형인 경우 이 필드는 생략되고 PrimitiveType 필드에 유효한
값 유형이 표시됩니다.
목록은 쉼표로 구분된 값 목록입니다. 맵은 키-값 페어 세트입니다. 여기서 키는 항상 문자열입니다. 목
록 및 맵에 대한 값 유형은 ItemType 또는 PrimitiveItemType 필드에 표시됩니다.
UpdateType
스택 업데이트 중에 속성을 추가, 제거 또는 수정할 때의 업데이트 동작입니다. AWS CloudFormation에
서는 변경 불가능한 속성이 변경되면 리소스를 교체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변경 가능한
속성이 변경되면 리소스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업데이트되는 다른 속성에 따라 조건부 업데
이트가 변경 가능하거나 변경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리소스 유형 (p. 721)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사양
각 리소스 유형에 대한 사양은 다음 필드를 포함합니다.
"Resource type name": {
"Attributes": {
"AttributeName": {
"ItemType": "Return list or map type (non-primitive)",
"PrimitiveItemType": "Return list or map type (primitive)",
"PrimitiveType": "Return value type (primitive)",
"Type": "Return value type (non-primitiv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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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ation": "Link to the relevant documentation",
"Properties": {
Property specifications (p. 6486)
}

Attributes
Fn::GetAtt (p. 6542)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속성 목록입니다. 각 속성에 대해 이 섹션에는
속성 이름과 AWS CloudFormation에서 반환되는 값의 유형이 제공됩니다.
ItemType
Type 필드 값이 List인 경우 목록에 비 프리미티브 유형이 포함되어 있을 때 Fn::GetAtt 함수가
속성에 대해 반환하는 목록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유효한 유형은 속성의 이름입니다.
PrimitiveItemType
Type 필드 값이 List인 경우 목록에 프리미티브 유형이 포함되어 있을 때 Fn::GetAtt 함수가 속
성에 대해 반환하는 목록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목록에 비 프리미티브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ItemType 속성은 유효한 값 유형을 나타냅니다. 목록에 유효한 프리미티브 유형은 String, Long,
Integer, Double, Boolean 또는 Timestamp입니다.
예를 들어, 유형 값이 List이고 프리미티브 항목 유형 값이 String인 경우 Fn::GetAtt 함수는
문자열 목록을 반환합니다.
PrimitiveType
프리미티브 반환 값의 경우 Fn::GetAtt 함수가 속성에 대해 반환하는 프리미티브 값의 유형입니
다. 프리미티브 유형은 리소스 속성 값에 대한 기본 데이터 형식입니다. 유효한 프리미티브 유형은
String, Long, Integer, Double, Boolean, Timestamp 또는 Json입니다.
Type
비 프리미티브 반환 값의 경우 Fn::GetAtt 함수가 속성에 대해 반환하는 프리미티브 값의 유형입
니다. 유효한 유형은 속성 이름 또는 List입니다.
목록은 쉼표로 구분된 값 목록입니다. 목록에 대한 값 유형은 ItemType 또는
PrimitiveItemType 필드에 표시됩니다.
Documentation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링크입니다.
Properties
리소스에 대한 속성 사양 목록입니다. 세부 정보는 속성 사양 (p. 648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예제 리소스 사양
다음 예에서는 AWS::Elasticsearch::Domain 리소스 사양의 각 부분을 강조하고 설명합니다.
AWS::Elasticsearch::Domain 리소스 유형에는 하위 속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양에
PropertyTypes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 다음에는 ResourceSpecificationVersion 섹션
이 옵니다. 이 섹션에는 사양 버전이 1.0.0으로 표시됩니다. 사양 버전 뒤에는 리소스 유형을 지정하고, 문
서 링크를 제공하고, 리소스 속성을 자세히 설명하는 ResourceType 섹션이 옵니다.
{

"PropertyTypes": {
...
},
"ResourceSpecificationVersio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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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Type": {
"AWS::Elasticsearch::Domain":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awsresource-elasticsearch-domain.html",
"Properties": {
...

}

}

}

}

}

다음 예에서는 ResourceType 섹션을 중심으로 AWS::Elasticsearch::Domain 리소스 유형의 두 속
성을 보여줍니다. AdvancedOptions 속성은 필수가 아니며 문자열 간 매핑을 수락합니다. 맵은 키-값 페어
모음입니다. 여기서 키는 항상 문자열입니다. 값 유형은 ItemType 필드에 표시됩니다(String). 따라서 유
형은 문자열 간 매핑입니다. 이 속성에 대한 업데이트 동작은 변경 가능합니다. 이 속성을 업데이트할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새 리소스를 생성한 다음 이전 리소스를 삭제하지 않고 리소스를 유지합니다
(변경 불가능 업데이트).
SnapshotOptions 속성은 필수가 아니며 SnapshotOptions(이)라는 하위 속성을 수락합니다.
SnapshotOptions 하위 속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ropertyTypes 섹션에 제공됩니다.
{

"PropertyTypes": {
...

},
"ResourceSpecificationVersion": "1.0.0",
"ResourceType": {
"AWS::Elasticsearch::Domain":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awsresource-elasticsearch-domain.html",
"Properties": {
...
"AdvancedOptions":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resource-elasticsearch-domain.html#cfn-elasticsearch-domain-advancedoptions",
"DuplicatesAllowed": false,
"PrimitiveItemType": "String",
"Required": false,
"Type": "Map",
"UpdateType": "Mutable"
},
...
"SnapshotOptions":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resource-elasticsearch-domain.html#cfn-elasticsearch-domain-snapshotoptions",
"Required": false,
"Type": "SnapshotOptions",
"UpdateType": "Mutable"
},
...

}

}

}

}

PropertyTypes에서 사양은 중첩 하위 속성을 포함하여 리소스의 모든 하위 속성을 나열합니다. 다음 예에
서는 AWS::Elasticsearch::Domain.SnapshotOptions 하위 속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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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AutomatedSnapshotStartHour(이)라는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속성은 필수가 아니며 정수
값 유형을 수락합니다.
"PropertyTypes": {
...
"AWS::Elasticsearch::Domain.SnapshotOptions":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awsproperties-elasticsearch-domain-snapshotoptions.html",
"Properties": {
"AutomatedSnapshotStartHour":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properties-elasticsearch-domain-snapshotoptions.html#cfn-elasticsearch-domainsnapshotoptions-automatedsnapshotstarthour",
"PrimitiveType": "Integer",
"Required": false,
"UpdateType": "Mutable"
}
}
},
...
}

참조를 위해 다음 예에서는 전체 AWS::Elasticsearch::Domain 리소스 사양을 제공합니다.
{

"PropertyTypes": {
"AWS::Elasticsearch::Domain.EBSOptions":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awsproperties-elasticsearch-domain-ebsoptions.html",
"Properties": {
"EBSEnabled":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properties-elasticsearch-domain-ebsoptions.html#cfn-elasticsearch-domain-ebsoptionsebsenabled",
"PrimitiveType": "Boolean",
"Required": false,
"UpdateType": "Mutable"
},
"Iops":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properties-elasticsearch-domain-ebsoptions.html#cfn-elasticsearch-domain-ebsoptionsiops",
"PrimitiveType": "Integer",
"Required": false,
"UpdateType": "Mutable"
},
"VolumeSize":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properties-elasticsearch-domain-ebsoptions.html#cfn-elasticsearch-domain-ebsoptionsvolumesize",
"PrimitiveType": "Integer",
"Required": false,
"UpdateType": "Mutable"
},
"VolumeType":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properties-elasticsearch-domain-ebsoptions.html#cfn-elasticsearch-domain-ebsoptionsvolumetype",
"PrimitiveType": "String",
"Required": false,
"UpdateType": "Mu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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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WS::Elasticsearch::Domain.ElasticsearchClusterConfig":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awsproperties-elasticsearch-domain-elasticsearchclusterconfig.html",
"Properties": {
"DedicatedMasterCount":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properties-elasticsearch-domain-elasticsearchclusterconfig.html#cfn-elasticsearchdomain-elasticseachclusterconfig-dedicatedmastercount",
"PrimitiveType": "Integer",
"Required": false,
"UpdateType": "Mutable"
},
"DedicatedMasterEnabled":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properties-elasticsearch-domain-elasticsearchclusterconfig.html#cfn-elasticsearchdomain-elasticseachclusterconfig-dedicatedmasterenabled",
"PrimitiveType": "Boolean",
"Required": false,
"UpdateType": "Mutable"
},
"DedicatedMasterType":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properties-elasticsearch-domain-elasticsearchclusterconfig.html#cfn-elasticsearchdomain-elasticseachclusterconfig-dedicatedmastertype",
"PrimitiveType": "String",
"Required": false,
"UpdateType": "Mutable"
},
"InstanceCount":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properties-elasticsearch-domain-elasticsearchclusterconfig.html#cfn-elasticsearchdomain-elasticseachclusterconfig-instancecount",
"PrimitiveType": "Integer",
"Required": false,
"UpdateType": "Mutable"
},
"InstanceType":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properties-elasticsearch-domain-elasticsearchclusterconfig.html#cfn-elasticsearchdomain-elasticseachclusterconfig-instancetype",
"PrimitiveType": "String",
"Required": false,
"UpdateType": "Mutable"
},
"ZoneAwarenessEnabled":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properties-elasticsearch-domain-elasticsearchclusterconfig.html#cfn-elasticsearchdomain-elasticseachclusterconfig-zoneawarenessenabled",
"PrimitiveType": "Boolean",
"Required": false,
"UpdateType": "Mutable"
}
}
},
"AWS::Elasticsearch::Domain.SnapshotOptions":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awsproperties-elasticsearch-domain-snapshotoptions.html",
"Properties": {
"AutomatedSnapshotStartHour":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properties-elasticsearch-domain-snapshotoptions.html#cfn-elasticsearch-domainsnapshotoptions-automatedsnapshotstarthour",
"PrimitiveType": "Integer",
"Required":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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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Type": "Mutable"

}
},
"Tag":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awsproperties-resource-tags.html",
"Properties": {
"Key":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properties-resource-tags.html#cfn-resource-tags-key",
"PrimitiveType": "String",
"Required": true,
"UpdateType": "Immutable"
},
"Value":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properties-resource-tags.html#cfn-resource-tags-value",
"PrimitiveType": "String",
"Required": true,
"UpdateType": "Immutable"
}
}
}
},
"ResourceType": {
"AWS::Elasticsearch::Domain": {
"Attributes": {
"DomainArn": {
"PrimitiveType": "String"
},
"DomainEndpoint": {
"PrimitiveType": "String"
}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awsresource-elasticsearch-domain.html",
"Properties": {
"AccessPolicies":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resource-elasticsearch-domain.html#cfn-elasticsearch-domain-accesspolicies",
"PrimitiveType": "Json",
"Required": false,
"UpdateType": "Mutable"
},
"AdvancedOptions":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resource-elasticsearch-domain.html#cfn-elasticsearch-domain-advancedoptions",
"DuplicatesAllowed": false,
"PrimitiveItemType": "String",
"Required": false,
"Type": "Map",
"UpdateType": "Mutable"
},
"DomainName":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resource-elasticsearch-domain.html#cfn-elasticsearch-domain-domainname",
"PrimitiveType": "String",
"Required": false,
"UpdateType": "Immutable"
},
"EBSOptions":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resource-elasticsearch-domain.html#cfn-elasticsearch-domain-ebsoptions",
"Required": false,
"Type": "EBS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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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Type": "Mutable"
},
"ElasticsearchClusterConfig":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
UserGuide/aws-resource-elasticsearch-domain.html#cfn-elasticsearch-domainelasticsearchclusterconfig",
"Required": false,
"Type": "ElasticsearchClusterConfig",
"UpdateType": "Mutable"
},
"ElasticsearchVersion":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resource-elasticsearch-domain.html#cfn-elasticsearch-domain-elasticsearchversion",
"PrimitiveType": "String",
"Required": false,
"UpdateType": "Immutable"
},
"SnapshotOptions":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resource-elasticsearch-domain.html#cfn-elasticsearch-domain-snapshotoptions",
"Required": false,
"Type": "SnapshotOptions",
"UpdateType": "Mutable"
},
"Tags": {
"Documentation": "http://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
aws-resource-elasticsearch-domain.html#cfn-elasticsearch-domain-tags",
"DuplicatesAllowed": true,
"ItemType": "Tag",
"Required": false,
"Type": "List",
"UpdateType": "Mutable"
}
}
}
},
"ResourceSpecificationVersion": "1.4.1"
}

CloudFormation 리소스 공급자 스키마
CloudFormation은 리소스 사양 외에도 리전별로 Amazon 리소스에 대한 리소스 공급자 스키마를 제공합니
다. 각 리소스 공급자 스키마는 특정 리소스의 속성과 특성을 정의하는 JSON 형식의 텍스트 파일입니다.
각 리전에 대해 CloudFormation은 해당 리전에서 사용 가능한 각 리소스에 대한 개별 스키마 파일이 들어 있
는 zip 파일을 제공합니다. 특정 리전에 대한 리소스 공급자 스키마를 다운로드하려면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
오. 또한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를 사용하여 리소스의 공급자 스키마를 볼 수 있습니다.
리소스 가용성은 리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지정된 리전의 리소스 가용성을 확인하려면 해당 리전에 대한
리소스 공급자 스키마를 참조하십시오.
스키마 형식 및 정의를 포함하여 리소스 공급자 스키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명령줄 인터
페이스 사용 설명서의 리소스 공급자 스키마를 참조하세요.

리소스 사양
리전 이름

리전 리소스 공급자 스키마 파일

미국 동부(오하이오)

us-ea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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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 이름

리전 리소스 공급자 스키마 파일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us-east-1

미국 서부(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us-west-1

미국 서부(오레곤)

us-west-2

아프리카(케이프타운)

af-south-1

아시아 태평양(홍콩)

ap-east-1

아시아 태평양(뭄바이)

ap-south-1

아시아 태평양(오사카)

ap-northeast-3

아시아 태평양(서울)

ap-northeast-2

아시아 태평양(싱가포르)

ap-southeast-1

아시아 태평양(시드니)

ap-southeast-2

아시아 태평양(도쿄)

ap-northeast-1

캐나다(중부)

ca-central-1

중국(베이징)

cn-north-1

중국(닝샤)

cn-northwest-1

유럽(프랑크푸르트)

eu-central-1

유럽(아일랜드)

eu-west-1

유럽(런던)

eu-west-2

유럽(파리)

eu-west-3

유럽(스톡홀름)

eu-north-1

유럽(밀라노)

eu-south-1

중동(바레인)

me-south-1

남아메리카(상파울루)

sa-east-1

AWS GovCloud(미국 동부)

us-gov-east-1

AWS GovCloud (US-West)

us-gov-west-1

리소스 속성 참조
이 단원에서는 추가 동작 및 관계를 제어하기 위해 리소스에 추가할 수 있는 속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제
• CreationPolicy 속성 (p. 6495)
• DeletionPolicy 속성 (p. 6498)
• DependsOn 속성 (p. 6500)
• 메타데이터 속성 (p. 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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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Policy 속성 (p. 6506)
• UpdateReplacePolicy 속성 (p. 6517)

CreationPolicy 속성
CreationPolicy 속성을 리소스와 연결하여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정된 수의 성공 신호를 수신
하거나 제한 시간이 초과될 때까지 리소스의 상태가 생성 완료가 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리소스에 신호
를 보내기 위해 cfn-signal (p. 6581) 헬퍼 스크립트 또는 SignalResource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에서 스택 이벤트에 유효한 신호를 게시하여 전송된 신호의 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생성 정책은 CloudFormation에서 연결된 리소스를 생성하는 경우에만 호출됩니다. 현재 생성 정책을 지원하
는 유일한 CloudFormation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AWS::AppStream::Fleet
•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 AWS::EC2::Instance
•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
스택 생성이 진행되기 전에 리소스 구성 작업을 대기하려는 경우 CreationPolicy 속성을 사용합니다. 예
를 들어, EC2 인스턴스에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구성하는 경우 계속하기 전에 이러한 애
플리케이션을 실행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스턴스에 CreationPolicy 속성을 추가한 다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구성한 후 해당 인스턴스로 성공 신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제는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mazon EC2에서 애플리케이션 배포 (p. 39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JSON
"CreationPolicy" : {
"AutoScalingCreationPolicy" : {
"MinSuccessfulInstancesPercent" : Integer
},
"ResourceSignal" : {
"Count" : Integer,
"Timeout" : String
}
}

YAML
CreationPolicy:
AutoScalingCreationPolicy:
MinSuccessfulInstancesPercent: Integer
ResourceSignal:
Count: Integer
Timeout: String

CreationPolicy 속성
AutoScalingCreationPolicy
Auto Scaling 그룹 대체 업데이트 (p. 6507)의 경우 업데이트 성공을 위해 성공 신호를 보내야 하는 인스
턴스 수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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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uccessfulInstancesPercent
Auto Scaling 대체 업데이트 내에서 업데이트 성공을 위해 성공 신호를 보내야 하는 인스턴스의 비
율을 지정합니다. 값을 0부터 100 사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에서 이를 10분의
1퍼센트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성공 비율 50으로 인스턴스 다섯 개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인스턴스 세 개에서 성공 신호를 보내야 성공입니다. Timeout 속성이 지정한 시간 내에 인스
턴스가 신호를 전송하지 않으면 CloudFormation에서는 해당 인스턴스가 생성되지 않았다고 가정합
니다.
기본값: 100
Type: Integer
Required: No
ResourceSignal
CloudFormation이 연결된 리소스를 생성하고, 필요한 성공 신호 수와 CloudFormation에서 성공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을 구성합니다.
Count
CloudFormation이 리소스 상태를 CREATE_COMPLETE로 설정하기 전에 수신해야 하는 성공 신호
수입니다. 제한 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리소스가 실패 신호를 수신하거나 지정된 신호 수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리소스 생성에 실패하고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을 롤백합니다.
기본값: 1
Type: Integer
Required: No
Timeout
CloudFormation이 Count 속성에 지정된 신호 수를 대기하는 시간 길이입니다. 제한 시간은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를 생성하기 시작하면 시작되고 지정한 시간 직후 만료되지만 잠시 후
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 가능한 최대 시간은 12시입니다.
값은 "PT#H#M#S"와 같은 ISO8601 기간 형식이어야 하며, 여기서 #은 각각 시간, 분 및 초입니다.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인스턴스가 충분한 시간 동안 실행될 수 있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제한 시
간이 짧을수록 롤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PT5M(5분)
Type: String
Required: No

예제
Auto Scaling 그룹
다음 예제에서는 Auto Scaling 그룹에 생성 정책을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생성 정책에는 3회의 성공
신고가 필요하며 15분 후에 시간이 초과됩니다.
인스턴스가 성공 신호를 보내기 전에 Elastic Load Balancing 상태 확인을 대기하도록 하려면 cfn-init 헬퍼 스
크립트를 사용하여 상태-확인 검증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Auto Scaling 롤링 업데이트 샘플 템플릿에서
verify_instance_health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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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AutoScalingGroup": {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
"AvailabilityZones": { "Fn::GetAZs": "" },
"LaunchConfigurationName": { "Ref": "LaunchConfig" },
"DesiredCapacity": "3",
"MinSize": "1",
"MaxSize": "4"
},
"CreationPolicy": {
"ResourceSignal": {
"Count": "3",
"Timeout": "PT15M"
}
},
"UpdatePolicy" : {
"AutoScalingScheduledAction" : {
"IgnoreUnmodifiedGroupSizeProperties" : "true"
},
"AutoScalingRollingUpdate" : {
"MinInstancesInService" : "1",
"MaxBatchSize" : "2",
"PauseTime" : "PT1M",
"WaitOnResourceSignals" : "true"
}
}
},
"LaunchConfig": {
"Typ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Properties": {
"ImageId": "ami-16d18a7e",
"InstanceType": "t2.micro",
"UserData": {
"Fn::Base64": {
"Fn::Join" : [ "", [
"#!/bin/bash -xe\n",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n",
"/opt/aws/bin/cfn-signal -e 0 --stack ", { "Ref": "AWS::StackName" },
" --resource AutoScalingGroup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 ]
}
}
}
}

YAML
AutoScalingGroup: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AvailabilityZones:
Fn::GetAZs: ''
LaunchConfigurationName:
Ref: LaunchConfig
DesiredCapacity: '3'
MinSize: '1'
MaxSize: '4'
CreationPolicy:
ResourceSignal:
Count: '3'
Timeout: PT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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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Policy:
AutoScalingScheduledAction:
IgnoreUnmodifiedGroupSizeProperties: 'true'
AutoScalingRollingUpdate:
MinInstancesInService: '1'
MaxBatchSize: '2'
PauseTime: PT1M
WaitOnResourceSignals: 'true'
LaunchConfig:
Typ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Properties:
ImageId: ami-16d18a7e
InstanceType: t2.micro
UserData:
"Fn::Base64":
!Sub |
#!/bin/bash -xe
yum update -y aws-cfn-bootstrap
/opt/aws/bin/cfn-signal -e $? --stack ${AWS::StackName} --resource
AutoScalingGroup --region ${AWS::Region}

WaitCondition
다음 예제에서는 대기 조건에 생성 정책을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SON
"WaitCondition" : {
"Type" :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
"CreationPolicy" : {
"ResourceSignal" : {
"Timeout" : "PT15M",
"Count" : "5"
}
}
}

YAML
WaitCondition:
Type: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
CreationPolicy:
ResourceSignal:
Timeout: PT15M
Count: 5

DeletionPolicy 속성
DeletionPolicy 속성을 사용하면 스택이 삭제될 때 리소스를 보존하고 경우에 따라 백업할 수 있습니다. 제
어할 각 리소스에 대한 DeletionPolicy 속성을 지정합니다. 리소스에 DeletionPolicy 속성이 없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은 기본적으로 리소스를 삭제합니다.
스택에서 리소스를 삭제하는 리소스를 제거하는 스택 업데이트 작업에도 이 기능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스택 템플릿에서 리소스를 제거한 경우 템플릿을 포함한 스택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기능은 스택 업데이트
작업 도중 물리적 인스턴스가 교체되지 않은 리소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CloudFormation에서
스택 업데이트 도중 교체하는 리소스의 속성을 편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Note
예외: 기본 정책은 AWS::RDS::DBCluster 리소스 및 DBClusterIdentifier 속성을 지정하지
않는 AWS::RDS::DBInstance 리소스의 경우 Snapsho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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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이 삭제될 때 리소스를 유지하려면 해당 리소스에 Retain을 지정합니다. 어떤 리소스에든 보관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택을 삭제한 후에도 해당 리소스를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중
첩 스택, 버킷 또는 EC2 인스턴스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Note
CloudFormation 외부에서 리소스를 수정하려는 경우 보관 정책을 사용한 다음 스택을 삭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소스가 CloudFormation 템플릿과 동기화되지 않아서 스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AWS::EC2::Volume과 같이 스냅샷을 지원하는 리소스의 경우 Snapshot을 지정하여 리소스를 삭제하기
전에 CloudFormation에서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다음 코드 조각에는 Retain 삭제 정책을 사용하는 Amazon S3 버킷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스택
을 삭제하면 CloudFormation에서 버킷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Resources" : {
"myS3Bucket" : {
"Type" : "AWS::S3::Bucket",
"DeletionPolicy" : "Retain"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S3Bucket:
Type: AWS::S3::Bucket
DeletionPolicy: Retain

DeletionPolicy 옵션
삭제
CloudFormation에서 스택 삭제 중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리소스와 모든 해당 콘텐츠가 삭제됩니다. 어
떤 리소스 유형에든 이 삭제 정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eletionPolicy를 지정하지 않으면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가 삭제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AWS::RDS::DBCluster 리소스의 기본 정책은 Snapshot입니다.
• AWS::RDS::DBInstance 속성을 지정하지 않은 DBClusterIdentifier 리소스의 기본 정책은
Snapshot입니다.
• Amazon S3 버킷의 경우 삭제에 성공하려면 버킷에 있는 모든 객체를 삭제해야 합니다.
보관
CloudFormation에서 스택을 삭제하는 경우 리소스 또는 해당 콘텐츠가 삭제되지 않고 리소스가 유지됩
니다. 어떤 리소스 유형에든 이 삭제 정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에서 스택 삭제가 완료
되면 스택은 Delete_Complete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보관된 리소스는 계속 존재하며 해당 리소스를
삭제할 때까지 적용 요금이 계속 발생합니다.
업데이트 작업의 경우 다음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 리소스가 삭제되면 DeletionPolicy는 물리적 리소스를 유지하지만 CloudFormation의 범위에서 삭제
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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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리소스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물리적 리소스가 생성되도록 리소스가 업데이트되면
CloudFormation 범위를 포함하여 이전 리소스가 완전히 삭제됩니다.
스냅샷
스냅샷을 지원하는 리소스의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리소스를 삭제하기 전에 리소스에 대한 스냅
샷을 생성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 스택 삭제가 완료되면 스택은 Delete_Complete 상태가 됩니
다. 하지만 이 정책을 사용하여 생성된 스냅샷은 계속 존재하며 해당 스냅샷을 삭제할 때까지 적용 요금
이 계속 발생합니다.
스냅샷을 지원하는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AWS::EC2::Volume
• AWS::ElastiCache::CacheCluster
•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 AWS::Neptune::DBCluster
• AWS::RDS::DBCluster
• AWS::RDS::DBInstance
• AWS::Redshift::Cluster

DependsOn 속성
DependsOn 속성을 사용하여 특정 리소스가 다른 리소스 다음에 생성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에
DependsOn 속성을 추가한 경우 DependsOn 속성에 지정된 리소스가 생성된 후에만 해당 리소스가 생성됩
니다.

Important
종속 스택은 또한 대상 속성 !Ref 및 !GetAtt 형식의 암시적 종속성을 갖습니다 . 예를 들어, 리소
스 A의 속성에서 리소스 B에 대한 !Ref을 사용할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리소스 B가 리소스 A보다 먼저 생성됩니다.
• 리소스 A가 리소스 B보다 먼저 삭제됩니다.
• 리소스 B가 리소스 A보다 먼저 업데이트됩니다.
DependsOn 속성을 모든 리소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사용 사례입니다.
• 대기 조건이 적용되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서 대기 조건 생성 (p. 415) 단원을 참조
하세요.
• 특정 순서로 생성하거나 삭제해야 하는 리소스에 대한 종속성을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 VPC의 일부 리소
스에 대해 게이트웨이 연결에 대한 종속성을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ependsOn 속
성이 필요한 경우 (p. 6502) 단원을 참조하세요.
• 리소스를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할 때 기본 병렬 처리를 재정의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최
대한 병렬로 리소스를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합니다. 또한 템플릿에서 병렬화할 수 있는 리소스와 다른 작
업을 먼저 완료해야 하는 종속성이 있는 리소스를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DependsOn을 사용하여 기본 병
렬화를 재정의하고 CloudFormation을 이러한 리소스에 대해 지정된 순서로 작동하도록 지시하는 종속성
을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스택 업데이트 중에 업데이트된 리소스에 종속하는 리소스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CloudFormation에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된 리소스를 변경하지 않지만, 스택 정책이 이러한 리소
스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계정에 해당 리소스를 업데이트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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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DependsOn 속성은 단일 문자열 또는 문자열 목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DependsOn" : [ String, ... ]

예
다음 템플릿에는 myDB를 지정하는 DependsOn 속성을 가진 AWS::EC2::Instance 리소스
(AWS::RDS::DBInstanc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loudFormation에서 이 스택을 생성할 때 myDB를 먼저 생
성한 다음 Ec2Instance를 생성합니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Mappings" : {
"RegionMap" : {
"us-east-1" : {
"AMI" : "ami-0ff8a91507f77f867"
},
"us-west-1" : {
"AMI" : "ami-0bdb828fd58c52235"
},
"eu-west-1" : {
"AMI" : "ami-047bb4163c506cd98"
},
"ap-northeast-1" : {
"AMI" : "ami-06cd52961ce9f0d85"
},
"ap-southeast-1" : {
"AMI" : "ami-08569b978cc4dfa10"
}
}
},
"Resources" : {
"Ec2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ImageId": {
"Fn::FindInMap": [
"RegionMap",
{
"Ref": "AWS::Region"
},
"AMI"
]
}
},
"DependsOn" : "myDB"
},
"myDB" : {
"Type" :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
"AllocatedStorage" : "5",
"DBInstanceClass" : "db.t2.small",
"Engine" : "MySQL",
"EngineVersion" : "5.5",
"MasterUsername" : "MyName",
"MasterUserPassword" : "MyPassw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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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Mappings:
RegionMap:
us-east-1:
AMI: ami-0ff8a91507f77f867
us-west-1:
AMI: ami-0bdb828fd58c52235
eu-west-1:
AMI: ami-047bb4163c506cd98
ap-northeast-1:
AMI: ami-06cd52961ce9f0d85
ap-southeast-1:
AMI: ami-08569b978cc4dfa10
Resources: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Fn::FindInMap:
- RegionMap
- Ref: AWS::Region
- AMI
DependsOn: myDB
myDB: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AllocatedStorage: '5'
DBInstanceClass: db.t2.small
Engine: MySQL
EngineVersion: '5.5'
MasterUsername: MyName
MasterUserPassword: MyPassword

DependsOn 속성이 필요한 경우
VPC 게이트웨이 연결
VPC의 일부 속성에는 게이트웨이(인터넷 또는 VPN 게이트웨이)가 필요합니다. CloudFormation 템플릿이
VPC,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연결을 정의할 경우 게이트웨이가 필요한 모든 리소스는 게이트웨이 연결에
종속됩니다. 예를 들어, 퍼블릭 IP 주소가 있는 Amazon EC2 인스턴스는 VPC 및 InternetGateway 리소스
또한 동일한 템플릿에서 선언될 경우 VPC-게이트웨이 연결에 종속됩니다.
현재 다음 리소스는 연결된 퍼블릭 IP 주소가 있고 VPC에 있을 경우에 VPC-게이트웨이 연결에 의존합니다.
• Auto Scaling 그룹
• Amazon EC2 인스턴스
• Elastic Load Balancing 로드 밸런서
• 탄력적 IP 주소
•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포함하는 Amazon VPC 경로
VPN 게이트웨이가 있는 경우 VPN 게이트웨이 경로는 VPC 게이트웨이 연결에 따라 다르게 전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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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코드는 샘플 게이트웨이 연결과 게이트웨이 연결에 종속되는 Amazon EC2 인스턴스를 보여줍니다.

JSON
"GatewayToInternet" : {
"Type" :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 {
"VpcId" : {
"Ref" : "VPC"
},
"InternetGatewayId" : {
"Ref" : "InternetGateway"
}
}
},
"EC2Host" : {
"Type" : "AWS::EC2::Instance",
"DependsOn" : "GatewayToInternet",
"Properties" : {
"InstanceType" : {
"Ref" : "EC2InstanceType"
},
"KeyName" : {
"Ref" : "KeyName"
},
"ImageId": {
"Fn::FindInMap": [
"AWSRegionArch2AMI",
{
"Ref": "AWS::Region"
},
{
"Fn::FindInMap": [
"AWSInstanceType2Arch",
{
"Ref": "EC2InstanceType"
},
"Arch"
]
}
]
},
"NetworkInterfaces" : [
{
"GroupSet" : [
{
"Ref" : "EC2SecurityGroup"
}
],
"AssociatePublicIpAddress" : "true",
"DeviceIndex" : "0",
"DeleteOnTermination" : "true",
"SubnetId" : {
"Ref" : "PublicSubne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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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GatewayToInternet:
Type: AWS::EC2::VPCGatewayAttachment
Properties:
VpcId:
Ref: VPC
InternetGatewayId:
Ref: InternetGateway
EC2Host:
Type: AWS::EC2::Instance
DependsOn: GatewayToInternet
Properties:
InstanceType:
Ref: EC2InstanceType
KeyName:
Ref: KeyName
ImageId:
Fn::FindInMap:
- AWSRegionArch2AMI
- Ref: AWS::Region
- Fn::FindInMap:
- AWSInstanceType2Arch
- Ref: EC2InstanceType
- Arch
NetworkInterfaces:
- GroupSet:
- Ref: EC2SecurityGroup
AssociatePublicIpAddress: 'true'
DeviceIndex: '0'
DeleteOnTermination: 'true'
SubnetId:
Ref: PublicSubnet

Amazon ECS 서비스 및 Auto Scaling 그룹
Auto Scaling 또는 Amazon Elastic Compute Cloud(Amazon EC2)를 사용하여 Amazon ECS cluster클러스
터에 대한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생성할 경우 다음 코드 조각과 같이 Amazon ECS 서비스 리소스가 Auto
Scaling 그룹 또는 Amazon EC2 인스턴스에 종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CloudFormation에서 Amazon
ECS 서비스를 생성하기 이전에 컨테이너 인스턴스가 사용 가능하고 Amazon ECS cluster에 연결됩니다.

JSON
"service": {
"Type": "AWS::ECS::Service",
"DependsOn": [
"ECSAutoScalingGroup"
],
"Properties" : {
"Cluster": {
"Ref": "ECSCluster"
},
"DesiredCount": "1",
"LoadBalancers": [
{
"ContainerName": "simple-app",
"ContainerPort": "80",
"LoadBalancerName" : {
"Ref" : "EcsElasticLoadBalancer"
}
}
],
"Ro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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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ECSServiceRole"
},
"TaskDefinition" : {
"Ref":"taskdefinition"
}

YAML
service:
Type: AWS::ECS::Service
DependsOn:
- ECSAutoScalingGroup
Properties:
Cluster:
Ref: ECSCluster
DesiredCount: 1
LoadBalancers:
- ContainerName: simple-app
ContainerPort: 80
LoadBalancerName:
Ref: EcsElasticLoadBalancer
Role:
Ref: ECSServiceRole
TaskDefinition:
Ref: taskdefinition

IAM 역할 정책
AWS에 대한 추가 호출을 생성하는 리소스에는 서비스가 AWS를 자동으로 호출하도록 허용하는 서비스 역
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리소스는 CodeDeploy에서 애플리
케이션을 인스턴스에 배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서비스 역할이 필요합니다. 단일 템플릿을 사용하여 서비
스 역할, 역할의 정책(AWS::IAM::Policy 또는 AWS::IAM::ManagedPolicy 리소스), 역할을 사용하는
리소스 등을 정의하는 경우 리소스가 역할의 정책에 종속하도록 종속성을 추가합니다. 이 종속성은 리소스의
수명 주기 전반에서 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배포 그룹 리소스, 서비스 역할 및 역할의 정책을 포함하는 템플릿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스택을
생성할 때 CloudFormation에서는 역할 정책이 생성될 때까지 배포 그룹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종속성이 없
을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역할 정책이 생성되기 이전에 배포 그룹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권한이 부족하므로 배포 그룹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역할에 포함 정책이 있는 경우 종속성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CloudFormation에서는 역할과 역할 정책을 동
시에 생성합니다.

메타데이터 속성
메타데이터 속성을 사용하면 정형 데이터를 리소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에 메타데이터 속성을 추
가하여 JSON 또는 YAML의 데이터를 리소스 선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데이터 속성 내에서 내장
함수(예: GetAtt (p. 6542) 및 Ref (p. 6562)), 파라미터 및 가상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해석된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Note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메타데이터 속성 내 구문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Important
CloudFormation은 메타데이터 속성에 포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난독화하지 않습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여 암호나 보안 암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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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명령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resource 또는 DescribeStackResource 작업을
사용해 이러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템플릿에는 메타데이터 속성이 있는 Amazon S3 버킷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Resources" : {
"MyS3Bucket" : {
"Type" : "AWS::S3::Bucket",
"Metadata" : {
"Object1" : "Location1",
"Object2" : "Location2"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S3Bucket:
Type: AWS::S3::Bucket
Metadata:
Object1: Location1
Object2: Location2

UpdatePolicy 속성
UpdatePolicy 속성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가 AWS::AppStream::Fleet,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AWS::OpenSearchService::Domain, AWS::Elasticsearch::Domain 또는 AWS::Lambda::Alias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처리하는 방식을 지정합니다.
• AWS::AppStream::Fleet 리소스의 경우 CloudFormation은 최신 AppStream 2.0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로 이미지 빌더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Stream 2.0 버전 관리를 참조하세요.
•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리소스의 경우 CloudFormation에서 수행한 변경 유형에 따
라 또는 예정된 작업이 Auto Scaling 그룹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 가지 업데이트 정책 중 하나
를 호출합니다.
•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면 AutoScalingReplacingUpdate 및 AutoScalingRollingUpdate
정책만 적용됩니다.
• Auto Scaling 그룹의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을 변경합니다.
• Auto Scaling 그룹의 VPCZoneIdentifier 속성을 변경합니다.
• Auto Scaling 그룹의 LaunchTemplate 속성을 변경합니다.
• 현재 LaunchConfiguration과 일치하지 않는 인스턴스가 포함된 Auto Scaling 그룹을 업데이트합
니다.
AutoScalingReplacingUpdate 및 AutoScalingRollingUpdate 정책이 둘 다 지정된 경우
WillReplace 속성을 true로 설정하면 AutoScalingReplacingUpdate가 우선 적용됩니다.
• 예약된 작업이 연결되어 있는 Auto Scaling 그룹을 포함하는 스택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AutoScalingScheduledAction 정책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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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리소스의 경우 CloudFormation에서 전체 리소스를 대
체하는 대신 샤드를 추가 또는 제거함으로써 복제 그룹의 샤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seOnlineResharding 정책 (p. 651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AWS::OpenSearchService::Domain 및 레거시 AWS::Elasticsearch::Domain 리소스의 경
우, CloudFormation은(는) 전체 리소스를 교체하지 않고 OpenSearch Service 도메인을 OpenSearch 또
는 Elasticsearch의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nableVersionUpgrade 정
책 (p. 6512)을(를) 참조하세요.
• AWS::Lambda::Alias 리소스의 경우, CloudFormation에서 별칭 버전이 변경될 때 CodeDeploy 배포 작
업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odeDeployLambdaAliasUpdate 정책 (p. 6513) 단원을 참조하세요.

AutoScalingReplacingUpdate 정책
AWS CloudFormation에서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대체 업데이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하려면
AutoScalingReplacingUpdate 정책을 사용합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면 AWS CloudFormation에서 Auto
Scaling 그룹을 새 그룹으로 바꿀지 아니면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만 바꿀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업데이트를 시도하기 전에 이전 및 새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Amazon EC2 용량이 충분한지 확
인하십시오.

구문
JSON
"UpdatePolicy" : {
"AutoScalingReplacingUpdate (p. 6507)" : {
"WillReplace" : Boolean
}
}

YAML
UpdatePolicy:
AutoScalingReplacingUpdate (p. 6507):
WillReplace: Boolean

Properties
WillReplace
Auto Scaling 그룹 및 이 그룹이 포함된 인스턴스를 업데이트 중 바꿀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를 바꾸는
동안 CloudFormation에서 새 그룹 생성이 완료될 때까지 이전 그룹을 보존합니다. 업데이트에 실패하는
경우, CloudFormation에서 이전 Auto Scaling 그룹으로 롤백하고 새 Auto Scaling 그룹을 삭제할 수 있
습니다.
CloudFormation은 새 그룹을 생성하는 동안 어떠한 인스턴스도 분리 또는 연결하지 않습니다. 새 Auto
Scaling 그룹이 생성된 후 CloudFormation은 정리 프로세스 중 이전 Auto Scaling 그룹을 삭제합니다.
WillReplace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경우 일치하는 CreationPolicy를 지정합니다. 최소 인스턴스
수(MinSuccessfulInstancesPercent 속성으로 지정)가 Timeout 기간(CreationPolicy 정책으
로 지정됨) 이내에 성공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대체 업데이트는 실패하고 AWS CloudFormation은 이전
Auto Scaling 그룹으로 롤백합니다.
Type: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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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No

AutoScalingRollingUpdate 정책
CloudFormation에서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롤링 업데이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하려면
AutoScalingRollingUpdate 정책을 사용합니다. 롤링 업데이트를 통해 AWS CloudFormation에서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를 배치별로 또는 한 번에 모두 업데이트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롤링 업데이트 중 일부 Auto Scaling 프로세스에서는 CloudFormation에서 롤링 업데이트를 완
료하기 전에 Auto Scaling 그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롤링 업데이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롤링 업데이트 중 Auto Scaling에서 프로세스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SuspendProcesses 속성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uto Scaling 그룹 롤링 업데이트 수행을
위해 권장되는 몇 가지 모범 사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를 참조하십시오.
스택 업데이트 롤백 작업 도중 CloudFormation에서는 현재 스택 업데이트 작업 전에 템플릿에 지정된
UpdatePolicy 구성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스택 템플릿의 UpdatePolicy에 있는 MaxBatchSize를
1에서 10으로 업데이트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 다음 스택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업데이트가 실
패하면 CloudFormation에서 업데이트 롤백 작업을 개시합니다. 이러한 경우 CloudFormation에
서는 최대 배치 크기로 10이 아닌 1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롤링 업데이터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리소스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이러한 업데이트와 별개로 스택
업데이트에서 UpdatePolicy 구성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문
JSON
"UpdatePolicy" : {
"AutoScalingRollingUpdate (p. 6508)" : {
"MaxBatchSize" : Integer,
"MinInstancesInService" : Integer,
"MinSuccessfulInstancesPercent" : Integer,
"PauseTime" : String,
"SuspendProcesses" : [ List of processes ],
"WaitOnResourceSignals" : Boolean
}
}

YAML
UpdatePolicy:
AutoScalingRollingUpdate (p. 6508):
MaxBatchSize: Integer
MinInstancesInService: Integer
MinSuccessfulInstancesPercent: Integer
PauseTime: String
SuspendProcesses:
- List of processes
WaitOnResourceSignals: Boolean

Properties
MaxBatchSize
CloudFormation이 업데이트할 수 있는 최대 인스턴스 수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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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 1
최대: 100
Type: Integer
Required: No
MinInstancesInService
CloudFormation에서 이전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Auto Scaling 그룹 내에서 작동해야 하는 최소
인스턴스 수를 지정합니다. 이 값은 Auto Scaling 그룹의 MaxSize보다 작아야 합니다.
기본값: 0
Type: Integer
Required: No
MinSuccessfulInstancesPercent
Auto Scaling 롤링 업데이트에서 성공 신호를 보내야 하는 인스턴스의 비율을 지정합니다. 이 비율의 인
스턴스가 성공 신호를 보내야 업데이트에 성공합니다. 값을 0부터 100 사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에서 이를 10분의 1퍼센트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성공 비율 50으로 인스
턴스 다섯 개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인스턴스 세 개에서 성공 신호를 보내야 성공입니다.
PauseTime 속성에 지정된 시간 내에 인스턴스가 신호를 전송하지 않으면 CloudFormation은 해당 인스
턴스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이 속성을 지정하는 경우 WaitOnResourceSignals 및 PauseTime 속성도 사용해야 합니다.
MinSuccessfulInstancesPercent 파라미터는 신호 전송만을 목적으로 인스턴스에만 적용됩니
다.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 수를 지정하려면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리소스의
MinSize, MaxSize 및 DesiredCapacity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기본값: 100
Type: Integer
Required: No
PauseTime
인스턴스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인스턴스 배치를 변경한 후
CloudFormation이 일시 정지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Auto Scaling 그룹에서 인스턴스 수를 확장하
는 경우 PauseTime을 지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WaitOnResourceSignals 속성을 사용하는 경우, PauseTime은 Auto Scaling 그룹이 추가 또는 대
체된 인스턴스로부터 필요한 수의 유효 신호를 받을 때까지 CloudFormation에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Auto Scaling 그룹이 필요한 수의 신호를 받기 전에 PauseTime이 초과되면 업데이트는 실패합니다. 최
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애플리케이션의 시작 시간이 넉넉하도록 기간을 지정하십시오. 업데이트를 롤백
해야 하는 경우 PauseTime이 짧으면 롤백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PauseTime은 ISO8601 기간 형식입니다(PT#H#M#S 형식, 여기서 #은 각각 시간, 분 및 초를 나타내는
숫자임). 최대 PauseTime은 1시간입니다(PT1H).
기본값: PT0S(0초). WaitOnResourceSignals 속성이 true로 설정되면 기본값은 PT5M입니다.
Type: String
Require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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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pendProcesses
스택 업데이트 중 일시 중지할 Auto Scaling 프로세스를 지정합니다. 프로세스를 일시 중지하면 이 스택
업데이트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에서 경고와 연결된 조정 정책을 실행하지 않도록 경보를 일
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값은 Amazon EC2 Auto Scaling API 참조에서 SuspendProcesses 작업
에 대한 ScalingProcesses.member.N 파라미터를 참조하십시오.
기본값: 지정되지 않음
유형: Auto Scaling 프로세스 목록
Required: No
WaitOnResourceSignals
Auto Scaling 그룹에서 업데이트 중 새 인스턴스의 신호를 대기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속성을 사
용하면 인스턴스가 Auto Scaling 그룹에서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구성
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은 새 EC2 인스턴스가 그룹으로 시작된 후 Auto Scaling
그룹의 업데이트를 일시 중지합니다.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하려면 AWS CloudFormation이 지정된
PauseTime 내에 각각의 새 인스턴스로부터 신호를 수신해야 합니다. Auto Scaling 그룹에 신호를 보내
려면 cfn-signal 헬퍼 스크립트 또는 SignalResource API를 사용합니다.
인스턴스가 성공 신호를 보내기 전에 Elastic Load Balancing 상태 확인을 대기하도록 하려면 cfn-init 헬
퍼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상태-확인 검증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Auto Scaling 롤링 업데이트 샘플 템
플릿에서 verify_instance_health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기본값: false
Type: Boolean
Required: Conditional를 선택하십시오. MinSuccessfulInstancesPercent 속성을 지정하는 경우
WaitOnResourceSignals 및 PauseTime 속성도 사용해야 합니다.

AutoScalingScheduledAction 정책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리소스에 예약된 작업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MinSize, MaxSize 및 DesiredCapacity 속성 업데이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하
려면 AutoScalingScheduledAction 정책을 사용합니다.
Auto Scaling 그룹의 그룹 크기 속성은 예약된 작업을 통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Auto Scaling 그룹
및 예약된 작업을 사용하여 스택을 업데이트할 때 예약된 작업이 적용되더라도 CloudFormation은 항상 Auto
Scaling 그룹의 그룹 크기 속성 값을 템플릿의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리소스에 정의
된 값으로 설정합니다.
예약된 작업이 적용되는 경우 CloudFormation이 그룹 크기 속성 값을 변경하
지 않도록 하려면 AutoScalingScheduledAction 업데이트 정책을 사용하고
IgnoreUnmodifiedGroupSizeProperties를 true로 설정하여 사용자가 템플릿에서 MinSize,
MaxSize 또는 DesiredCapacity 속성 값을 수정하지 않는 한 CloudFormation에서 이러한 값을 변경하지
않도록 합니다.

구문
JSON
"UpdatePolicy" : {
"AutoScalingScheduledAction (p. 6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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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gnoreUnmodifiedGroupSizeProperties" : Boolean

YAML
UpdatePolicy:
AutoScalingScheduledAction (p. 6510):
IgnoreUnmodifiedGroupSizeProperties: Boolean

Properties
IgnoreUnmodifiedGroupSizeProperties
true이면 AWS CloudFormation에서 스택 업데이트 중 현재 Auto Scaling 그룹과 템플릿의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리소스에 설명된 Auto Scaling 그룹 간의 그룹 크기 속성
차이를 무시합니다. 템플릿에서 그룹 크기 속성 값을 수정하면 AWS CloudFormation은 수정된 값을 사
용하고 Auto Scaling 그룹을 업데이트합니다.
기본값: false
Type: Boolean
Required: No

UseOnlineResharding 정책
전체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리소스를 대체하는 대신 샤드를 추가 또는 제거함으로써 복제 그
룹의 샤드를 수정하려면 UseOnlineResharding 업데이트 정책을 사용합니다.
UseOnlineResharding이 true로 설정된 경우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리소스의
NumNodeGroups 및 NodeGroupConfiguration 속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고, CloudFormation에서는 중
단 없이 이러한 속성을 업데이트합니다. UseOnlineResharding이 false로 설정되거나 지정되지 않은
경우 NumNodeGroups 및 NodeGroupConfiguration 속성을 업데이트하면 CloudFormation에서 전체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리소스를 교체합니다.
UseOnlineResharding 업데이트 정책에는 속성이 없습니다.
UseOnlineResharding 업데이트 정책을 true로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스택 업데이트 작업의 유일한 업데이트로 NumNodeGroups 및 NodeGroupConfiguration 속성에
대한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제 그룹의 노드 그룹 구성 업데이트는 리소스 집약적 작업입니다. 스택 업데이트가 실패하는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복제 그룹의 노드 그룹 구성에 대한 변경 사항을 롤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CloudFormation에서 실패한 업데이트 작업의 일부분으로 변경된 나머지 속성을 롤백합니다.
• 노드 그룹을 업데이트하려면 모든 노드 그룹을 식별해야 합니다.
NodeGroupConfiguration 속성을 지정하는 경우 CloudFormation에서 중단 없이 노드 수를 업데이트
하도록 각 노드 그룹 구성에 대한 NodeGroupId 또한 지정해야 합니다.
복제 그룹 생성 시 각 노드 그룹에 대한 ID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ElastiCache에서 자동으로 각 노
드 그룹에 대한 ID를 생성합니다. 중단 없이 복제 그룹을 업데이트하려면 ElastiCache 콘솔(https://
console.aws.amazon.com/elasticache/) 또는 DescribeReplicationGroups를 사용하여 복제 그룹의 모든 노
드 그룹에 대한 ID를 검색합니다. 그런 다음 샤드 추가 또는 제거 시도 전에 스택 템플릿의 각 노드 그룹에
대한 ID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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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스택 템플릿에 복제 그룹을 생성할 때 지정한 각 노드 그룹에 대한 ID를 포함시키는 것이 모범 사
례입니다.
추가로 중단 없이 노드 수를 업데이트하려면 각 NodeGroupConfiguration에 대한
PrimaryAvailabilityZone, ReplicaAvailabilityZones 및 ReplicaCount 속성을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ElastiCache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elasticache/) 또는
DescribeReplicationGroups를 사용하여 각 노드 그룹에 대한 실제 값을 검색하고 이를 스택 템플릿의 값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스택 업데이트로, 또는 노드 그룹의 수를 변경하는 동일한 스택 업데이트의 일
부분으로 노드 그룹의 속성 값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중단 없이 노드 그룹의 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UseOnlineResharding 업데이트 정책을 사용할 때
ElastiCache에서는 지정된 수의 슬롯 사이에 키스페이스를 균등하게 분산합니다. 이는 나중에 업데
이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노드 그룹의 수를 업데이트한 이후 스택 템플릿에서 각
NodeGroupConfiguration의 Slots 속성에 지정된 값을 제거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각 노드 그룹의 실
제 값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실제 노드 그룹 제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노드 그룹의 수보다 작은 NumNodeGroups 값을 지정하는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ElastiCache
에 지정된 노드 수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만큼 노드 그룹을 제거하도록 지시합니다. 하지만 ElastiCache에
서 항상 원하는 수의 노드 그룹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ElastiCache에서 원하는 수의 노드 그룹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 이벤트를 생성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ElastiCache에서
노드 그룹을 전혀 제거할 수 없는 경우 CloudFormation 리소스 업데이트는 실패합니다.
복제 그룹 수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ache API Reference의
ModifyReplicationGroupShardConfiguration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JSON
"UpdatePolicy" : {
"UseOnlineResharding (p. 6511)" : Boolean
}

YAML
UpdatePolicy:
UseOnlineResharding (p. 6511): Boolean

EnableVersionUpgrade 정책
전체 AWS::OpenSearchService::Domain 또는 AWS::Elasticsearch::Domain 리소스를 교체하는 대
신 OpenSearch Service 도메인을 OpenSearch의 새 버전 또는 Elasticsearch로 업그레이드하려면
EnableVersionUpgrade 업데이트 정책을 사용하세요.
EnableVersionUpgrade이(가) true(으)로 설정된 경우, AWS::OpenSearchService::Domain
리소스의 EngineVersion 속성(또는 레거시 AWS::Elasticsearch::Domain 리소스의
ElasticsearchVersion 속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CloudFormation은(는) 중단 없이 해당 속성
을 업데이트합니다. EnableVersionUpgrade이(가) false(으)로 설정되거나 지정되지 않은 경우,
EngineVersion 또는 ElasticsearchVersion 속성을 업데이트하면 CloudFormation에서 전체
AWS::OpenSearchService::Domain/AWS::Elasticsearch::Domain 리소스가 교체됩니다.
EnableVersionUpgrade 업데이트 정책에는 속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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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earch Service 도메인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OpenSearch Service Developer
Guide의 UpgradeDomain을 참조하십시오.

구문
JSON
"UpdatePolicy" : {
"EnableVersionUpgrade (p. 6512)" : Boolean
}

YAML
UpdatePolicy:
EnableVersionUpgrade (p. 6512): Boolean

CodeDeployLambdaAliasUpdate 정책
AWS::Lambda::Alias 리소스 버전이 변경될 때 CodeDeploy 배포 작업을 수행하려면
CodeDeployLambdaAliasUpdate 업데이트 정책을 사용하십시오.

구문
JSON
"UpdatePolicy" : {
"CodeDeployLambdaAliasUpdate (p. 6513)" : {
"AfterAllowTrafficHook" : String,
"ApplicationName" : String,
"BeforeAllowTrafficHook" : String,
"DeploymentGroupName" : String
}
}

YAML
UpdatePolicy:
CodeDeployLambdaAliasUpdate (p. 6513):
AfterAllowTrafficHook: String
ApplicationName: String
BeforeAllowTrafficHook: String
DeploymentGroupName: String

Properties
AfterAllowTrafficHook
트래픽 라우팅이 완료된 후 실행시킬 Lambda 함수의 이름.
Required: No
유형: 문자열
ApplicationName
CodeDeploy 애플리케이션의 이름.
필수 항목 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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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문자열
BeforeAllowTrafficHook
트래픽 라우팅 시작 전에 실행시킬 Lambda 함수의 이름.
Required: No
유형: 문자열
DeploymentGroupName
CodeDeploy 배포 그룹의 이름. 트래픽 전환 정책을 설정하는 장소입니다.
Required: Yes
유형: 문자열
AWS::Lambda::Alias 리소스의 UpdatePolicy 속성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는 Lambda 별칭 업데
이트 정책 (p. 651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Auto Scaling 그룹에 업데이트 정책을 추가하는 방법과 메타데이터 업데이트 시 가용성 유
지 관리 방법을 보여줍니다.

Auto Scaling 그룹에 UpdatePolicy 추가
다음 예에서는 업데이트 정책을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업데이트 중 Auto Scaling 그룹은
인스턴스를 두 개씩 한 배치로 업데이트하고 최소 한 개의 인스턴스는 계속 작동하도록 합니다.
WaitOnResourceSignals 플래그가 설정되었으므로 Auto Scaling 그룹에서는 그룹에 추가된 새 인스턴스
를 대기합니다. 새 인스턴스는 그룹이 인스턴스의 다음 배치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해당 그룹에 신호를 보내
야 합니다.

JSON
"ASG" : {
"Type" :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 {
"AvailabilityZones" : [
"us-east-1a",
"us-east-1b"
],
"DesiredCapacity" : "1",
"LaunchConfigurationName" : {
"Ref" : "LaunchConfig"
},
"MaxSize" : "4",
"MinSize" : "1"
},
"UpdatePolicy" : {
"AutoScalingScheduledAction" : {
"IgnoreUnmodifiedGroupSizeProperties" : "true"
},
"AutoScalingRollingUpdate" : {
"MinInstancesInService" : "1",
"MaxBatchSize" : "2",
"WaitOnResourceSignals" : "true",
"PauseTime" : "PT10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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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dAction" : {
"Type" : "AWS::AutoScaling::ScheduledAction",
"Properties" : {
"AutoScalingGroupName" : {
"Ref" : "ASG"
},
"DesiredCapacity" : "2",
"StartTime" : "2017-06-02T20 : 00 : 00Z"
}
}

YAML
ASG: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Properties:
AvailabilityZones:
- us-east-1a
- us-east-1b
DesiredCapacity: '1'
LaunchConfigurationName:
Ref: LaunchConfig
MaxSize: '4'
MinSize: '1'
UpdatePolicy:
AutoScalingScheduledAction:
IgnoreUnmodifiedGroupSizeProperties: 'true'
AutoScalingRollingUpdate:
MinInstancesInService: '1'
MaxBatchSize: '2'
WaitOnResourceSignals: 'true'
PauseTime: PT10M
ScheduledAction:
Type: 'AWS::AutoScaling::ScheduledAction'
Properties:
AutoScalingGroupName:
Ref: ASG
DesiredCapacity: '2'
StartTime: '2017-06-02T20 : 00 : 00Z'

AutoScalingReplacingUpdate 정책
다음 예에서는 연결된 Auto Scaling 그룹이 업데이트 중 대체되도록 강제하는 정책을 선언합니다. 업데이트
에 성공하려면 (MinSuccessfulPercentParameter 파라미터로 지정된) 비율의 인스턴스가 Timeout 기
간 내에 성공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JSON
"UpdatePolicy" : {
"AutoScalingReplacingUpdate" : {
"WillReplace" : "true"
}
},
"CreationPolicy" : {
"ResourceSignal" : {
"Count" : { "Ref" : "ResourceSignalsOnCreate"},
"Timeout" : "PT10M"
},
"AutoScalingCreationPolicy" : {
"MinSuccessfulInstancesPercent" : { "Ref" : "MinSuccessfulPercentParame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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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UpdatePolicy:
AutoScalingReplacingUpdate:
WillReplace: 'true'
CreationPolicy:
ResourceSignal:
Count: !Ref 'ResourceSignalsOnCreate'
Timeout: PT10M
AutoScalingCreationPolicy:
MinSuccessfulInstancesPercent: !Ref 'MinSuccessfulPercentParameter'

cfn-init 헬퍼 스크립트에 대한 메타데이터 업데이트 시 가용성 유지 관리
인스턴스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경우 AWS::CloudFormation::Init 메타데이터
키와 cfn-init 헬퍼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를 부트스트랩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은 패키지를 설치하고, 명령을 실행하고, 메타데이터에 설명된 기타 부트스트랩 작업을 수행
합니다.
메타데이터만 업데이트하는 경우(예: 패키지를 다른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경우) cfn-hup 헬퍼 데몬을 사
용하여 업데이트를 감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fn-hup 데몬은 각 인스턴스에서 독립적으로 실행
됩니다. 이 데몬이 모든 인스턴스에서 동시에 실행되면 업데이트 중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CloudFormation이 인스턴스를 한 번에 한 배치씩 업데이트하도
록 롤링 업데이트를 강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롤링 업데이트를 강제 적용하려면 CloudFormation에서 새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음 이전 인스턴스
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전 인스턴스에 저장된 모든 정보는 손실됩니다.
롤링 업데이트를 강제하려면 시작 구성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변경한 다음 스택과 모든 참조를 원래 논리적
ID(예: 연결된 Auto Scaling 그룹)를 가리키도록 업데이트합니다. CloudFormation은 Auto Scaling 그룹에 대
한 롤링 업데이트를 트리거하여 모든 인스턴스를 대체합니다.

원본 템플릿
"LaunchConfig": {
"Type" :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Metadata" : {
"Comment" : "Install a simple PHP application",
"AWS::CloudFormation::Init" : {
...
}
}
}

업데이트된 논리적 ID
"LaunchConfigUpdateRubygemsPkg": {
"Type" :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Metadata" : {
"Comment" : "Install a simple PHP application",
"AWS::CloudFormation::Ini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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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da 별칭 업데이트 정책
다음은 UpdatePolicy 리소스의 AWS::Lambda::Alias 속성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입니다. 정책
으로 전달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배포 그룹이 배포와 관련된 모든 세부 정보를 정의합니다.

JSON
"Alias": {
"Type": "AWS::Lambda::Alias",
"Properties": {
"FunctionName": {
"Ref": "LambdaFunction"
},
"FunctionVersion": {
"Fn::GetAtt": [
"FunctionVersionTwo",
"Version"
]
},
"Name": "MyAlias"
},
"UpdatePolicy": {
"CodeDeployLambdaAliasUpdate": {
"ApplicationName": {
"Ref": "CodeDeployApplication"
},
"DeploymentGroupName": {
"Ref": "CodeDeployDeploymentGroup"
},
"BeforeAllowTrafficHook": {
"Ref": "PreHookLambdaFunction"
},
"AfterAllowTrafficHook": {
"Ref": "PreHookLambdaFunction"
}
}
}
}

YAML
Alias:
Type: 'AWS::Lambda::Alias'
Properties:
FunctionName: !Ref LambdaFunction
FunctionVersion: !GetAtt FunctionVersionTwo.Version
Name: MyAlias
UpdatePolicy:
CodeDeployLambdaAliasUpdate:
ApplicationName: !Ref CodeDeployApplication
DeploymentGroupName: !Ref CodeDeployDeploymentGroup
BeforeAllowTrafficHook: !Ref PreHookLambdaFunction
AfterAllowTrafficHook: !Ref PreHookLambdaFunction

UpdateReplacePolicy 속성
UpdateReplacePolicy 속성을 사용하면 스택 업데이트 작업 중 리소스의 기존 물리적 인스턴스가 교체될
때 보존하거나 경우에 따라 백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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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업데이트를 시작하면 제출하는 내용과 스택의 현재 템플릿 간의 차이에 따라 AWS CloudFormation
이 리소스를 업데이트합니다. 리소스 교체 (p. 129)가 필요한 리소스 속성을 업데이트할 경우 업데이트 중
에 CloudFormation이 리소스를 다시 생성합니다. 리소스를 다시 생성하면 새로운 물리적 ID가 생성됩니다.
CloudFormation은 대체 리소스를 먼저 생성한 후, 대체 리소스를 가리키도록 다른 종속 리소스의 참조를 변
경합니다. 그런 다음 CloudFormation은 기본적으로 기존 리소스를 삭제합니다. UpdateReplacePolicy를
사용하여 CloudFormation이 기존 리소스의 스냅샷을 유지할지 또는 경우에 따라 생성할지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
AWS::EC2::Volume과 같이 스냅샷을 지원하는 리소스의 경우, 기존 리소스 인스턴스를 삭제하기 전에
CloudFormation이 스냅샷을 생성하도록 Snapshot을 지정합니다.
모든 리소스에 UpdateReplacePolicy 속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UpdateReplacePolicy는 업데이트
동작이 교체 (p. 129)로 지정되어 CloudFormation이 기존 리소스를 새로운 물리적 ID를 가진 새 리소스로 교
체하는 리소스 속성을 업데이트할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예를 들면 AWS::RDS::DBInstance 리소스 유형의
Engine 속성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새 리소스를 생성하고 현재의 DB 인스턴스 리소
스를 새 리소스로 대체합니다. 그런 다음 UpdateReplacePolicy 속성은 CloudFormation이 이전 DB 인스
턴스의 스냅샷을 삭제, 보존 또는 작성했는지를 나타냅니다. 리소스의 각 속성에 대한 업데이트 동작은 AWS
리소스 및 속성 유형 참조 (p. 721)에서 해당 리소스의 참조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리소스 업데이트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리소스의 업데이트 동작 (p. 12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UpdateReplacePolicy 속성은 변경 세트 (p. 131)를 사용하여 수행한 스택 업데이트는 물론, 직접 수행하
는 스택 업데이트 (p. 154)에도 적용됩니다.

Note
보관된 리소스는 계속 존재하며 해당 리소스를 삭제할 때까지 적용 요금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 정
책으로 생성된 스냅샷은 계속 존재하며 해당 스냅샷을 삭제할 때까지 적용 요금이 계속 발생합니다.
UpdateReplacePolicy는 기존의 물리적 리소스나 스냅샷을 유지하지만 CloudFormation의 범위
에서 제거합니다.
UpdateReplacePolicy는 스택 업데이트 중에 교체된 리소스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DeletionPolicy (p. 6498) 속성과 다릅니다. 스택을 삭제할 때 또는 리소스 정의 자체를 스택 업데이트의 일부
로 템플릿에서 삭제할 때 삭제된 리소스에 대해 DeletionPolicy를 사용하십시오.
다음 코드 조각에는 교체에 대해 Retain 정책을 사용하는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인스턴스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리소스가 새로운 물리적 ID를 가진 새 리소스로 교체될 경우 CloudFormation은 이
전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둡니니다.

JSON
{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Resources" : {
"myDB" : {
"Type" : "AWS::RDS::DBInstance",
"DeletionPolicy" : "Retain",
"UpdateReplacePolicy" : "Retain",
"Properties"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DB:
Type: 'AWS::RDS::DB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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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ionPolicy: Retain
UpdateReplacePolicy: Retain
Properties: {}

UpdateReplacePolicy 옵션
삭제
리소스 교체 중 해당되는 경우 CloudFormation이 리소스와 리소스의 모든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이 정
책은 모든 리소스 유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UpdateReplacePolicy를 지정하지 않으면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가 삭제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Amazon S3 버킷의 경우 삭제에 성공하려면 버킷에 있는 모든 객체를 삭제해야 합니다.
보관
리소스가 교체되는 경우 CloudFormation은 리소스 또는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고 리소스를 유지합
니다. 이 정책은 모든 리소스 유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관된 리소스는 계속 존재하며 해당 리소스를
삭제할 때까지 적용 요금이 계속 발생합니다.
리소스가 교체될 경우 UpdateReplacePolicy는 기존의 물리적 리소스를 유지하지만
CloudFormation의 범위에서 제거합니다.
스냅샷
스냅샷을 지원하는 리소스의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리소스를 삭제하기 전에 리소스에 대한 스냅
샷을 생성합니다. 이 정책으로 생성된 스냅샷은 계속 존재하며 해당 스냅샷을 삭제할 때까지 적용 요금
이 계속 발생합니다.

Note
스냅샷을 지원하지 않는 리소스의 UpdateReplacePolicy에 Snapshot 옵션을 지정할 경우
CloudFormation은 기본 옵션인 Delete로 되돌립니다.
스냅샷을 지원하는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AWS::EC2::Volume
• AWS::ElastiCache::CacheCluster
•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 AWS::Neptune::DBCluster
• AWS::RDS::DBCluster
• AWS::RDS::DBInstance
• AWS::Redshift::Cluster

내장 함수 참조
AWS CloudFormation은 스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내장 함수를 제공합니다. 템플릿의 내장 함수
를 사용하여 실행 시간까지 사용할 수 없는 속성에 값을 할당합니다.

Note
내장 함수는 템플릿의 특정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소스 속성, 출력, 메타데이터 속
성 및 업데이트 정책 속성에 내장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스택 리소스를
조건부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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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Base64 (p. 6520)
• Fn::Cidr (p. 6521)
• 조건 함수 (p. 6523)
• Fn::FindInMap (p. 6540)
• Fn::GetAtt (p. 6542)
• Fn::GetAZs (p. 6545)
• Fn::ImportValue (p. 6547)
• Fn::Join (p. 6550)
• Fn::Select (p. 6552)
• Fn::Split (p. 6555)
• Fn::Sub (p. 6557)
• Fn::Transform (p. 6560)
• Ref (p. 6562)

Fn::Base64
Fn::Base64 내장 함수는 입력 문자열의 Base64 표시를 반환합니다. 이 함수는 일반적으로 UserData 속
성을 통해 인코딩된 데이터를 Amazon EC2 인스턴스에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선언
JSON
{ "Fn::Base64" : valueToEncode }

YAML
전체 함수 이름의 구문:
Fn::Base64: valueToEncode

짧은 형식의 구문:
!Base64 valueToEncode

Note
짧은 형식을 사용하고 valueToEncode 파라미터에 다른 함수를 바로 포함할 경우 최소 하나 이상
의 함수에 대해 전체 함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구문은 잘못되었습니다.
!Base64 !Sub string
!Base64 !Ref logical_ID

대신, 다음 예에 표시된 대로 함수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전체 함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Base64
"Fn::Sub":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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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Base64:
!Sub string

파라미터
valueToEncode
Base64로 변환할 문자열 값입니다.

반환 값:
Base64로 표시된 원래 문자열입니다.

예
JSON
{ "Fn::Base64" : "AWS CloudFormation" }

YAML
Fn::Base64: AWS CloudFormation

지원되는 함수
Fn::Base64 함수 내부의 문자열을 반환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 내장 함수 참조 (p. 6519)

Fn::Cidr
내장 함수 Fn::Cidr은 CIDR 주소 블록의 어레이를 반환합니다. 반환된 CIDR 블록의 수는 count 파라미터
에 따라 다릅니다.

선언
JSON
{ "Fn::Cidr" : [ipBlock, count, cidrBits]}

YAML
전체 함수 이름의 구문:
Fn::Cidr:
- ip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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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
- cidrBits

짧은 형식의 구문:
!Cidr [ ipBlock, count, cidrBits ]

파라미터
ipBlock
작은 CIDR 블록으로 분할되는 사용자 지정 CIDR 주소 블록입니다.
count
생성할 CIDR의 수입니다. 유효한 범위는 1~256입니다.
cidrBits
CIDR에 대한 서브넷 비트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 이 파라미터에 대한 값으로 "8"을 지정하면 "/24" 마스
크의 CIDR이 생성됩니다.

Note
서브넷 비트는 서브넷 마스크의 역입니다. 해당 서브넷 비트에 대해 필요한 호스트 비트를 계산
하려면 IPv4의 경우 32에서, IPv6의 경우 128에서 서브넷 비트를 뺍니다.

반환 값
CIDR 주소 블록의 어레이입니다.

예
기본 사용법
이 예제에서는 "/24" 마스크의 CIDR 내부에서 "/27" 서브넷 마스크의 CIDR 6개를 생성합니다.

JSON
{ "Fn::Cidr" : [ "192.168.0.0/24", "6", "5"] }

YAML
!Cidr [ "192.168.0.0/24", 6, 5 ]

IPv6 활성화 VPC 생성
이 예제 템플릿에서는 IPv6 활성화 서브넷을 생성합니다.

JSON
{

"Resources" : {
"ExampleVp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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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 "AWS::EC2::VPC",
"Properties" : {
"CidrBlock" : "10.0.0.0/16"
}
},
"IPv6CidrBlock" : {
"Type" : "AWS::EC2::VPCCidrBlock",
"Properties" : {
"AmazonProvidedIpv6CidrBlock" : true,
"VpcId" : { "Ref" : "ExampleVpc" }
}
},
"ExampleSubnet" : {
"Type" : "AWS::EC2::Subnet",
"DependsOn" : "IPv6CidrBlock",
"Properties" : {
"AssignIpv6AddressOnCreation" : true,
"CidrBlock" : { "Fn::Select" : [ 0, { "Fn::Cidr" : [{ "Fn::GetAtt" :
[ "ExampleVpc", "CidrBlock" ]}, 1, 8 ]}]},
"Ipv6CidrBlock" : { "Fn::Select" : [ 0, { "Fn::Cidr" : [{ "Fn::Select" : [ 0,
{ "Fn::GetAtt" : [ "ExampleVpc", "Ipv6CidrBlocks" ]}]}, 1, 64 ]}]},
"VpcId" : { "Ref" : "ExampleVpc" }
}
}
}

}

YAML
Resources:
Example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IPv6CidrBlock:
Type: AWS::EC2::VPCCidrBlock
Properties:
AmazonProvidedIpv6CidrBlock: true
VpcId: !Ref ExampleVpc
ExampleSubnet:
Type: AWS::EC2::Subnet
DependsOn: IPv6CidrBlock
Properties:
AssignIpv6AddressOnCreation: true
CidrBlock: !Select [ 0, !Cidr [ !GetAtt ExampleVpc.CidrBlock, 1, 8 ]]
Ipv6CidrBlock: !Select [ 0, !Cidr [ !Select [ 0, !GetAtt
ExampleVpc.Ipv6CidrBlocks], 1, 64 ]]
VpcId: !Ref ExampleVpc

지원되는 함수
Fn::Cidr 함수에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n::Select (p. 6552)
• Ref (p. 6562)

조건 함수
Fn::If, Fn::Equals, Fn::Not 등과 같은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스택 리소스를 조건부로 생성할 수 있습
니다.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선언하는 입력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이러한 조건을 평가합니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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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조건을 정의한 후 템플릿의 리소스 및 출력 섹션에서 리소스 또는 리소스 속성과 조건을 연결할 수 있습니
다.
템플릿의 조건 섹션에서 Fn::If 조건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정의합니다. 템플릿의 리소스 섹션과 출력 섹션
에 있는 메타데이터 속성, 업데이트 정책 속성 및 속성 값에서 Fn::If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컨텍스트(예: 테스트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에서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는 템플릿을 재사용하려는 경
우에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에서 prod 또는 test를 입력으로 수락하는 EnvironmentType 입
력 파라미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특정 기능을 가진 인스턴스를 포함할 수 있지만, 테
스트 환경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더 적은 기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조건을 사용하여 생성되는 리소스와
각 환경 유형에 대한 리소스 구성 방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건 섹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건 (p. 323)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Note
템플릿의 파라미터 및 매핑 섹션에서만 다른 조건과 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 파라
미터에서 값을 참조할 수 있지만 조건에서 리소스의 논리적 ID를 참조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조건 연결 (p. 6524)
• Fn::And (p. 6525)
• Fn::Equals (p. 6526)
• Fn::If (p. 6527)
• Fn::Not (p. 6530)
• Fn::Or (p. 6531)
• 지원되는 함수 (p. 6532)
• 샘플 템플릿 (p. 6532)
• Condition (p. 6539)

조건 연결
리소스, 리소스 속성 또는 출력을 조건부로 생성하려면 조건을 해당 항목과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 코드
조각에 표시된 대로 Condition: 키와 조건의 논리적 ID를 속성으로 추가하여 조건을 연결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CreateProdResources 조건이 true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NewVolume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JSON
"NewVolume" : {
"Type" : "AWS::EC2::Volume",
"Condition" : "CreateProdResources",
"Properties" : {
"Size" : "100",
"AvailabilityZone" : { "Fn::GetAtt" : [ "EC2Instance", "AvailabilityZone" ]}
}

YAML
NewVolume:
Type: "AWS::EC2::Volume"
Condition: CreateProdResources
Properties:
Size: 100
AvailabilityZone: !GetAtt EC2Instance.Availability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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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If
Fn::If 함수의 경우 조건 이름만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Fn::If를 사용하여 리소스 속성을 조건부로 지
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코드 조각입니다. CreateLargeSize 조건이 true인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볼륨 크기를 100으로 설정합니다. 조건이 false인 경우 CloudFormation은 볼륨 크기를 10으로 설정합니다.

JSON
"NewVolume" : {
"Type" : "AWS::EC2::Volume",
"Properties" : {
"Size" : {
"Fn::If" : [
"CreateLargeSize",
"100",
"10"
]},
"AvailabilityZone" : { "Fn::GetAtt" : [ "Ec2Instance", "AvailabilityZone" ]}
},
"DeletionPolicy" : "Snapshot"
}

YAML
NewVolume:
Type: "AWS::EC2::Volume"
Properties:
Size:
!If [CreateLargeSize, 100, 10]
AvailabilityZone: !GetAtt: Ec2Instance.AvailabilityZone
DeletionPolicy: Snapshot

중첩 조건
다른 조건의 내부에 조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템플릿의 Conditions 섹션에서 가져온 코드 조
각입니다. MyAndCondition 조건은 SomeOtherCondition 조건을 포함합니다.

JSON
"MyAndCondition": {
"Fn::And": [
{"Fn::Equals": ["sg-mysggroup", {"Ref": "ASecurityGroup"}]},
{"Condition": "SomeOtherCondition"}
]
}

YAML
MyAndCondition: !And
- !Equals ["sg-mysggroup", !Ref "ASecurityGroup"]
- !Condition SomeOtherCondition

Fn::And
지정된 모든 조건이 true로 평가되면 true가 반환되고, 조건 중 하나라도 false로 평가되는 경우 false가 반
환됩니다. Fn::And는 AND 연산자 역할을 합니다. 포함할 수 있는 최소 조건 수는 2이고 최대값은 10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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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JSON
"Fn::And": [{condition}, {...}]

YAML
전체 함수 이름의 구문:
Fn::And: [condition]

짧은 형식의 구문:
!And [condition]

파라미터
condition
true 또는 false로 평가되는 조건입니다.

예
다음 MyAndCondition이 true로 평가되려면 참조된 보안 그룹 이름이 sg-mysggroup과 같고
SomeOtherCondition이 true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JSON
"MyAndCondition": {
"Fn::And": [
{"Fn::Equals": ["sg-mysggroup", {"Ref": "ASecurityGroup"}]},
{"Condition": "SomeOtherCondition"}
]
}

YAML
MyAndCondition: !And
- !Equals ["sg-mysggroup", !Ref ASecurityGroup]
- !Condition SomeOtherCondition

Fn::Equals
두 값이 같은지 여부를 비교합니다. 두 값이 같으면 true를 반환하고 다르면 false를 반환합니다.

선언
JSON
"Fn::Equals" : ["value_1", "value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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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전체 함수 이름의 구문:
Fn::Equals: [value_1, value_2]

짧은 형식의 구문:
!Equals [value_1, value_2]

파라미터
value
비교하려는 유형의 값입니다.

예
다음 UseProdCondition 조건이 true로 평가되려면 EnvironmentType 파라미터 값이 prod와 같아야 합
니다.

JSON
"UseProdCondition" : {
"Fn::Equals": [
{"Ref": "EnvironmentType"},
"prod"
]
}

YAML
UseProdCondition:
!Equals [!Ref EnvironmentType, prod]

Fn::If
지정된 조건이 true로 평가되면 특정 값을 반환하고 지정된 조건이 false로 평가되면 다른 값을 반환합니
다. 현재 CloudFormation에서는 템플릿의 리소스 섹션과 출력 섹션에 있는 메타데이터 속성, 업데이트 정책
속성 및 속성 값에서 Fn::If 내장 함수를 지원합니다. AWS::NoValue 가상 파라미터를 반환 값으로 사용
하여 해당 속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선언
JSON
"Fn::If": [condition_name, value_if_true, value_if_false]

YAML
전체 함수 이름의 구문:
Fn::If: [condition_name, value_if_true, value_if_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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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형식의 구문:
!If [condition_name, value_if_true, value_if_false]

파라미터
condition_name
조건 섹션의 조건에 대한 참조입니다. 조건의 이름을 사용하여 조건을 참조합니다.
value_if_true
지정된 조건이 true로 평가되는 경우에 반환될 값입니다.
value_if_false
지정된 조건이 false로 평가되는 경우에 반환될 값입니다.

예제
추가 샘플을 보려면 샘플 템플릿 (p. 653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예제 1
다음 코드 조각은 Amazon EC2 리소스에 대한 SecurityGroups 속성에서 Fn::If 함수를 사용합니다.
CreateNewSecurityGroup 조건이 true로 평가되면 CloudFormation에서는 NewSecurityGroup의
참조된 값을 사용하여 SecurityGroups 속성을 지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CloudFormation은
ExistingSecurityGroup의 참조된 값을 사용합니다.

JSON
"SecurityGroups" : [{
"Fn::If" : [
"CreateNewSecurityGroup",
{"Ref" : "NewSecurityGroup"},
{"Ref" : "ExistingSecurityGroup"}
]
}]

YAML
SecurityGroups:
- !If [CreateNewSecurityGroup, !Ref NewSecurityGroup, !Ref ExistingSecurityGroup]

예제 2
템플릿의 출력 섹션에서 Fn::If 함수를 사용하여 정보를 조건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 조각에서
CreateNewSecurityGroup 조건이 true로 평가되면 CloudFormation에서 NewSecurityGroup 리소스의
보안 그룹 ID를 출력합니다. 조건이 false이면 CloudFormation은 ExistingSecurityGroup 리소스의 보안
그룹 ID를 출력합니다.

JSON
"Outputs" : {
"SecurityGroupId" : {
"Description" : "Group ID of the security group used.",

API 버전 2010-05-15
652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조건 함수

}

}

"Value" : {
"Fn::If" : [
"CreateNewSecurityGroup",
{"Ref" : "NewSecurityGroup"},
{"Ref" : "ExistingSecurityGroup"}
]
}

YAML
Outputs:
SecurityGroupId:
Description: Group ID of the security group used.
Value: !If [CreateNewSecurityGroup, !Ref NewSecurityGroup, !Ref ExistingSecurityGroup]

예제 3
다음 코드 조각은 AWS::NoValue 함수에서 Fn::If 가상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스냅샷 ID가 제공된 경우
에만 조건에서 Amazon RDS DB 인스턴스에 대한 스냅샷을 사용합니다. UseDBSnapshot 조건이 true로 평
가되면 CloudFormation에서는 DBSnapshotIdentifier 속성에 대한 DBSnapshotName 파라미터 값을
사용합니다. 조건이 false로 평가되면 CloudFormation이 DB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제거합니다.

JSON
"MyDB" : {
"Type" :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
"AllocatedStorage" : "5",
"DBInstanceClass" : "db.t2.small",
"Engine" : "MySQL",
"EngineVersion" : "5.5",
"MasterUsername" : { "Ref" : "DBUser" },
"MasterUserPassword" : { "Ref" : "DBPassword" },
"DBParameterGroupName" : { "Ref" : "MyRDSParamGroup" },
"DBSnapshotIdentifier" : {
"Fn::If" : [
"UseDBSnapshot",
{"Ref" : "DBSnapshotName"},
{"Ref" : "AWS::NoValue"}
]
}
}
}

YAML
MyDB: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AllocatedStorage: 5
DBInstanceClass: db.t2.small
Engine: MySQL
EngineVersion: 5.5
MasterUsername: !Ref DBUser
MasterUserPassword: !Ref DBPassword
DBParameterGroupName: !Ref MyRDSParamGroup
DBSnapshotIdentifier:
!If [UseDBSnapshot, !Ref DBSnapshotName, !Ref "AWS::No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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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4
다음은 RollingUpdates 조건이 true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Auto Scaling 업데이트 정책을 제공하는 코드
조각입니다. 조건이 false로 평가되면 CloudFormation이 AutoScalingRollingUpdate 업데이트 정책을
제거합니다.

JSON
"UpdatePolicy": {
"AutoScalingRollingUpdate": {
"Fn::If": [
"RollingUpdates",
{
"MaxBatchSize": "2",
"MinInstancesInService": "2",
"PauseTime": "PT0M30S"
},
{
"Ref" : "AWS::NoValue"
}
]
}
}

YAML
UpdatePolicy:
AutoScalingRollingUpdate:
!If
- RollingUpdates
MaxBatchSize: 2
MinInstancesInService: 2
PauseTime: PT0M30S
- !Ref "AWS::NoValue"

Fn::Not
false로 평가되는 조건에 대해 true를 반환하고 true로 평가되는 조건에 대해 false를 반환합니다.
Fn::Not는 NOT 연산자 역할을 합니다.

선언
JSON
"Fn::Not": [{condition}]

YAML
전체 함수 이름의 구문:
Fn::Not: [condition]

짧은 형식의 구문:
!No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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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condition
Fn::Equals 또는 true로 평가되는 조건(예: false)입니다.

예
다음 EnvCondition 조건이 true로 평가되려면 EnvironmentType 파라미터 값이 prod와 같지 않아야 합
니다.

JSON
"MyNotCondition" : {
"Fn::Not" : [{
"Fn::Equals" : [
{"Ref" : "EnvironmentType"},
"prod"
]
}]
}

YAML
MyNotCondition:
!Not [!Equals [!Ref EnvironmentType, prod]]

Fn::Or
지정된 모든 조건 중 하나라도 true로 평가되면 true가 반환되고, 조건 모두가 false로 평가되는 경우
false가 반환됩니다. Fn::Or는 OR 연산자 역할을 합니다. 포함할 수 있는 최소 조건 수는 2이고 최대값은
10입니다.

선언
JSON
"Fn::Or": [{condition}, {...}]

YAML
전체 함수 이름의 구문:
Fn::Or: [condition, ...]

짧은 형식의 구문:
!Or [condition, ...]

파라미터
condition
true 또는 false로 평가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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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다음 MyOrCondition이 true로 평가되려면 참조된 보안 그룹 이름이 sg-mysggroup과 같거나
SomeOtherCondition이 true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JSON
"MyOrCondition" : {
"Fn::Or" : [
{"Fn::Equals" : ["sg-mysggroup", {"Ref" : "ASecurityGroup"}]},
{"Condition" : "SomeOtherCondition"}
]
}

YAML
MyOrCondition:
!Or [!Equals [sg-mysggroup, !Ref ASecurityGroup], Condition: SomeOtherCondition]

지원되는 함수
Fn::If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n::Base64
• Fn::FindInMap
• Fn::GetAtt
• Fn::GetAZs
• Fn::If
• Fn::Join
• Fn::Select
• Fn::Sub
• Ref
Fn::Equals 및 Fn::Or 등 나머지 모든 조건 함수에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n::FindInMap
• Ref
• 기타 조건 함수

샘플 템플릿
프로덕션, 개발 또는 테스트 스택에 대한 리소스를 조건부로 생성
비슷하지만 약간 조정된 스택을 생성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덕션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템플릿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발 또는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프로덕션 스택을 생성하려고 합
니다. 하지만 개발 및 테스트의 경우 프로덕션 레벨 스택에 포함되는 추가 용량 중 일부가 필요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그 대신 다음 예제와 같이 환경 유형 입력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프로덕션, 개발 또는 테스트에
특정한 스택 리소스를 조건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mple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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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Mappings" : {
"RegionMap" : {
"us-east-1"
"us-west-1"
"us-west-2"
"eu-west-1"
"sa-east-1"
"ap-southeast-1"
"ap-southeast-2"
"ap-northeast-1"
}
},

:
:
:
:
:
:
:
:

{
{
{
{
{
{
{
{

"AMI"
"AMI"
"AMI"
"AMI"
"AMI"
"AMI"
"AMI"
"AMI"

:
:
:
:
:
:
:
:

"ami-0ff8a91507f77f867"},
"ami-0bdb828fd58c52235"},
"ami-a0cfeed8"},
"ami-047bb4163c506cd98"},
"ami-07b14488da8ea02a0"},
"ami-08569b978cc4dfa10"},
"ami-09b42976632b27e9b"},
"ami-06cd52961ce9f0d85"}

"Parameters" : {
"EnvType" : {
"Description" : "Environment type.",
"Default" : "test",
"Type" : "String",
"AllowedValues" : ["prod", "dev", "test"],
"ConstraintDescription" : "must specify prod, dev, or test."
}
},
"Conditions" : {
"CreateProdResources" : {"Fn::Equals" : [{"Ref" : "EnvType"}, "prod"]},
"CreateDevResources" : {"Fn::Equals" : [{"Ref" : "EnvType"}, "dev"]}
},
"Resources" : {
"EC2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ImageId" : { "Fn::FindInMap" : [ "RegionMap", { "Ref" : "AWS::Region" }, "AMI" ]},
"InstanceType" : { "Fn::If" : [
"CreateProdResources",
"c1.xlarge",
{"Fn::If" : [
"CreateDevResources",
"m1.large",
"m1.small"
]}
]}
}
},
"MountPoint" : {
"Type" : "AWS::EC2::VolumeAttachment",
"Condition" : "CreateProdResources",
"Properties" : {
"InstanceId" : { "Ref" : "EC2Instance" },
"VolumeId" : { "Ref" : "NewVolume" },
"Device" : "/dev/sdh"
}
},

}

"NewVolume" : {
"Type" : "AWS::EC2::Volume",
"Condition" : "CreateProdResources",
"Properties" : {
"Size" : "100",
"AvailabilityZone" : { "Fn::GetAtt" : [ "EC2Instance", "AvailabilityZon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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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mple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Mappings:
RegionMap:
us-east-1:
AMI: "ami-0ff8a91507f77f867"
us-west-1:
AMI: "ami-0bdb828fd58c52235"
us-west-2:
AMI: "ami-a0cfeed8"
eu-west-1:
AMI: "ami-047bb4163c506cd98"
sa-east-1:
AMI: "ami-07b14488da8ea02a0"
ap-southeast-1:
AMI: "ami-08569b978cc4dfa10"
ap-southeast-2:
AMI: "ami-09b42976632b27e9b"
ap-northeast-1:
AMI: "ami-06cd52961ce9f0d85"
Parameters:
EnvType:
Description: Environment type.
Default: test
Type: String
AllowedValues: [prod, dev, test]
ConstraintDescription: must specify prod, dev, or test.
Conditions:
CreateProdResources: !Equals [!Ref EnvType, prod]
CreateDevResources: !Equals [!Ref EnvType, "dev"]
Resources: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FindInMap [RegionMap, !Ref "AWS::Region", AMI]
InstanceType: !If [CreateProdResources, c1.xlarge, !If [CreateDevResources, m1.large,
m1.small]]
MountPoint:
Type: "AWS::EC2::VolumeAttachment"
Condition: CreateProdResources
Properties:
InstanceId: !Ref EC2Instance
VolumeId: !Ref NewVolume
Device: /dev/sdh
NewVolume:
Type: "AWS::EC2::Volume"
Condition: CreateProdResources
Properties:
Size: 100
AvailabilityZone: !GetAtt EC2Instance.AvailabilityZone

prod 파라미터에 대해 dev, test 또는 EnvType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에서는 환경 유형별
로 다른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합니다. 인스턴스 유형은 대용량의 컴퓨팅 최적화된 인스턴스 유형부
터 작은 범용 인스턴스 유형까지 다양합니다. 인스턴스 유형을 조건부로 지정하려면 템플릿의 조건
섹션에서 CreateProdResources 조건(EnvType 파라미터 값이 prod와 같으면 true로 평가됨)과
CreateDevResources 조건(파라미터 값이 dev로 평가되면 true로 평가됨)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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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Type 속성에서 템플릿은 두 Fn::If 내장 함수를 중첩하여 사용할 인스턴스 유형을 결
정합니다. CreateProdResources 조건이 true이면 인스턴스 유형은 c1.xlarge이고, false이면
CreateDevResources 조건이 평가됩니다. CreateDevResources 조건이 true이면 인스턴스 유형이
m1.large이고, 그렇지 않으면 m1.small입니다.
인스턴스 유형 이외에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Amazon EC2 볼륨을 생성하여 인스턴스에 연결합니
다. 조건이 true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리소스가 생성되도록 MountPoint 및 NewVolume 리소스는
CreateProdResources 조건과 연결됩니다.

조건부로 리소스 속성 할당
이 예에서는 스냅샷에서 Amazon RDS DB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DBSnapshotName 파라미터를
지정한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DB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파라미터 값을 스냅샷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기본값(빈 문자열)을 유지할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DB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제거하고 DB
인스턴스를 처음부터 생성합니다.
이 예에서는 NoEcho 속성이 true로 설정된 DBUser 및 DBPassword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NoEcho 속
성을 true로 설정한 경우, 아래 지정된 위치에 저장된 정보를 제외하고 CloudFormation은 스택 또는 스택
이벤트를 설명하는 모든 호출에 대해 별표(*****)로 마스킹 처리된 파라미터 값을 반환합니다.

Important
NoEcho 속성을 사용해도 다음에 저장된 정보는 마스킹되지 않습니다.
• Metadata 템플릿 섹션입니다. CloudFormation은 Metadata 섹션에 포함된 정보를 변환,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십시오.
• Outputs 템플릿 섹션. 자세한 내용은 출력을 참조하십시오.
• 리소스 정의의 Metadata 속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타데이터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암호나 보안 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Important
AWS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스토어 또는 AWS Secrets Manager와 같이 CloudFormation 외
부에서 저장 및 관리되는 민감한 정보를 참조하려면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직접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대신 스택 템플릿에 있는 동적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음을 참조하십시오.

Example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 "2010-09-09",
"Parameters": {
"DBUser": {
"NoEcho": "true",
"Description" : "The database admin account username",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16",
"AllowedPattern" :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DBPassword": {
"NoEcho": "true",
"Description" : "The database admin account password",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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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wedPattern" : "[a-zA-Z0-9]*",
"ConstraintDescription" : "must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
"DBSnapshotName": {
"Description": "The name of a DB snapshot (optional)",
"Default": "",
"Type": "String"
}

},

"Conditions": {
"UseDBSnapshot": {"Fn::Not": [{"Fn::Equals" : [{"Ref" : "DBSnapshotName"}, ""]}]}
},
"Resources" : {
"MyDB" : {
"Type" :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
"AllocatedStorage" : "5",
"DBInstanceClass" : "db.t2.small",
"Engine" : "MySQL",
"EngineVersion" : "5.5",
"MasterUsername" : { "Ref" : "DBUser" },
"MasterUserPassword" : { "Ref" : "DBPassword" },
"DBParameterGroupName" : { "Ref" : "MyRDSParamGroup" },
"DBSnapshotIdentifier" : {
"Fn::If" : [
"UseDBSnapshot",
{"Ref" : "DBSnapshotName"},
{"Ref" : "AWS::NoValue"}
]
}
}
},

}

}

"MyRDSParamGroup" : {
"Type": "AWS::RDS::DBParameterGroup",
"Properties" : {
"Family" : "MySQL5.5",
"Description" : "CloudFormation Sample Database Parameter Group",
"Parameters" : {
"autocommit" : "1" ,
"general_log" : "1",
"old_passwords" : "0"
}
}
}

Example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Parameters:
DBUser:
NoEcho: true
Description: The database admin account username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16
AllowedPattern: "[a-zA-Z][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begin with a letter and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DB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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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cho: true
Description: The database admin account password
Type: String
MinLength: 1
MaxLength: 41
AllowedPattern: "[a-zA-Z0-9]*"
ConstraintDescription: must contain only alphanumeric characters.
DBSnapshotName:
Description: The name of a DB snapshot (optional)
Default: ""
Type: String
Conditions:
UseDBSnapshot: !Not [!Equals [!Ref DBSnapshotName, ""]]
Resources:
MyDB: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AllocatedStorage: 5
DBInstanceClass: db.t2.small
Engine: MySQL
EngineVersion: 5.5
MasterUsername: !Ref DBUser
MasterUserPassword: !Ref DBPassword
DBParameterGroupName: !Ref MyRDSParamGroup
DBSnapshotIdentifier: !If [UseDBSnapshot, !Ref DBSnapshotName, !Ref "AWS::NoValue"]
MyRDSParamGroup:
Type: "AWS::RDS::DBParameterGroup"
Properties:
Family: MySQL5.5
Description: CloudFormation Sample Database Parameter Group
Parameters:
autocommit: 1
general_log: 1
old_passwords: 0

UseDBSnapshot 조건이 true로 평가되려면 DBSnapshotName이 빈 문자열이 아니어야 합니다.
UseDBSnapshot 조건이 true로 평가되면 CloudFormation에서는 DBSnapshotIdentifier 속성
에 대한 DBSnapshotName 파라미터 값을 사용합니다. 조건이 false로 평가되면 CloudFormation이
DB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제거합니다. AWS::NoValue 가상 파라미터는 반환 값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리소스 속성을 제거합니다.

조건부로 기존 리소스 사용
이 예제에서는 이미 생성한 Amazon EC2 보안 그룹을 사용하거나 템플릿에 지정된 새 보안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istingSecurityGroup 파라미터의 경우 default 보안 그룹 이름 또는 NONE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default를 지정한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이미 생성되어 있고 이름이 default인 보안
그룹을 사용합니다. NONE을 지정한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템플릿에 정의된 보안 그룹을 생성합니다.

Example JSON
{

"Parameters" : {
"ExistingSecurityGroup" : {
"Description" : "An existing security group ID (optional).",
"Default" : "NONE",
"Type" : "String",
"AllowedValues" : ["default", "NONE"]
}
},
"Conditions" : {
"CreateNewSecurityGroup" : {"Fn::Equals" : [{"Ref" : "ExistingSecurityGroup"},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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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s" : {
"My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ImageId" : "ami-0ff8a91507f77f867",
"SecurityGroups" : [{
"Fn::If" : [
"CreateNewSecurityGroup",
{"Ref" : "NewSecurityGroup"},
{"Ref" : "ExistingSecurityGroup"}
]
}]
}
},
"NewSecurityGroup" : {
"Type" : "AWS::EC2::SecurityGroup",
"Condition" : "CreateNewSecurityGroup",
"Properties" : {
"GroupDescription" : "Enable HTTP access via port 80",
"SecurityGroupIngress" : [ {
"IpProtocol" : "tcp",
"FromPort" : 80,
"ToPort" : 80,
"CidrIp" : "0.0.0.0/0"
} ]
}
}

},

}

"Outputs" : {
"SecurityGroupId" : {
"Description" : "Group ID of the security group used.",
"Value" : {
"Fn::If" : [
"CreateNewSecurityGroup",
{"Ref" : "NewSecurityGroup"},
{"Ref" : "ExistingSecurityGroup"}
]
}
}
}

Example YAML
Parameters:
ExistingSecurityGroup:
Description: An existing security group ID (optional).
Default: NONE
Type: String
AllowedValues:
- default
- NONE
Conditions:
CreateNewSecurityGroup: !Equals [!Ref ExistingSecurityGroup, NONE]
Resources:
My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ami-0ff8a91507f77f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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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Groups: !If [CreateNewSecurityGroup, !Ref NewSecurityGroup, !Ref
ExistingSecurityGroup]
New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Condition: CreateNew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Enable HTTP access via port 80
SecurityGroupIngress: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CidrIp: 0.0.0.0/0
Outputs:
SecurityGroupId:
Description: Group ID of the security group used.
Value: !If [CreateNewSecurityGroup, !Ref NewSecurityGroup, !Ref ExistingSecurityGroup]

NewSecurityGroup 리소스를 생성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리소스는 CreateNewSecurityGroup 조
건과 연결됩니다. 조건이 true인 경우(ExistingSecurityGroup 파라미터가 NONE과 같은 경우)에만 리소
스가 생성됩니다.
SecurityGroups 속성에서 템플릿은 Fn::If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사용할 보안 그룹을 결정합니
다. CreateNewSecurityGroup 조건이 true로 평가되면 보안 그룹 속성에서 NewSecurityGroup
리소스를 참조하고, CreateNewSecurityGroup 조건이 false로 평가되면 보안 그룹 속성에서
ExistingSecurityGroup 파라미터(default 보안 그룹)를 참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템플릿에서는 보안 그룹 ID를 조건부로 출력합니다. CreateNewSecurityGroup 조건이 true
로 평가되면 CloudFormation은 NewSecurityGroup 리소스의 보안 그룹 ID를 출력합니다. 조건이 false이
면 CloudFormation은 ExistingSecurityGroup 리소스의 보안 그룹 ID를 출력합니다.

Condition
내장 함수 Condition은 지정된 조건의 평가된 결과를 반환합니다.
템플릿에 조건을 선언하고 평가에 다른 조건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Condition을 사용하여 다른 조건을 참
조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의 조건 섹션에서 조건을 선언할 때 사용됩니다.

선언
JSON
{ "Condition" : "conditionName" }

YAML
전체 함수 이름의 구문:
Condition: conditionName

짧은 함수 이름의 구문:
!Condition conditionName

파라미터
conditionName
참조할 조건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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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참조된 조건의 부울 결과입니다.

예
다음은 템플릿의 Conditions 섹션에서 가져온 코드 조각입니다. MyAndCondition 조건은
SomeOtherCondition 조건을 포함합니다.

JSON
"MyAndCondition": {
"Fn::And": [
{"Fn::Equals": ["sg-mysggroup", {"Ref": "ASecurityGroup"}]},
{"Condition": "SomeOtherCondition"}
]
}

YAML
MyAndCondition: !And
- !Equals ["sg-mysggroup", !Ref "ASecurityGroup"]
- !Condition SomeOtherCondition

지원되는 함수
Condition 함수에서는 어떠한 함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건 이름인 문자열을 지정해야 합니다.

Fn::FindInMap
Fn::FindInMap 내장 함수는 Mappings 섹션에서 선언된 2수준 맵의 키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선언
JSON
{ "Fn::FindInMap" : [ "MapName", "TopLevelKey", "SecondLevelKey"] }

YAML
전체 함수 이름의 구문:
Fn::FindInMap: [ MapName, TopLevelKey, SecondLevelKey ]

짧은 형식의 구문:
!FindInMap [ MapName, TopLevelKey, SecondLevelKey ]

Note
두 함수의 인스턴스 두 개는 짧은 형식으로 중첩할 수 없습니다.

파라미터
MapName
키 및 값이 포함된 매핑 섹션에서 선언된 매핑의 논리적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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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LevelKey
최상위 키 이름입니다. 이 값은 키-값 페어 목록입니다.
SecondLevelKey
TopLevelKey에 할당된 목록의 키 중 하나로 설정된 두 번째 수준 키 이름입니다.

반환 값:
SecondLevelKey에 할당된 값입니다.

예
다음 예에서는 AMI를 AWS 리전과 연결하는 단일 맵 Fn::FindInMap이 포함된 Mappings 섹션이 있는 템
플릿에 RegionMap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이 맵에는 다양한 AWS 리전에 해당하는 5가지 최상위 키가 있습니다.
• 각 최상위 키는 AMI의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두 번째 수준 키 2개 "HVM64" 및 "HVMG2"가 있는 목록에 할
당됩니다.
• 각각의 두 번째 수준 키에는 적절한 AMI 이름이 할당됩니다.
예제 템플릿에는 AWS::EC2::Instance 함수를 통해 ImageId 속성이 설정된 FindInMap 리소스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MapName이 관심 맵인 "RegionMap"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TopLevelKey는 스택이
생성된 리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리전은 "AWS::Region" 가상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SecondLevelKey는 이 예제에 필요한 아키텍처인 "HVM6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FindInMap은 FindInMap에 할당된 AMI을 반환합니다. us-east-1의 HVM64 인스턴스의 경우
FindInMap은 "ami-0ff8a91507f77f867"를 반환합니다.

JSON
{

...
"Mappings" : {
"RegionMap" : {
"us-east-1" : {
"HVM64" : "ami-0ff8a91507f77f867",
},
"us-west-1" : {
"HVM64" : "ami-0bdb828fd58c52235",
},
"eu-west-1" : {
"HVM64" : "ami-047bb4163c506cd98",
},
"ap-southeast-1" : {
"HVM64" : "ami-08569b978cc4dfa10",
},
"ap-northeast-1" : {
"HVM64" : "ami-06cd52961ce9f0d85",
}
}
},

"HVMG2" : "ami-0a584ac55a7631c0c"
"HVMG2" : "ami-066ee5fd4a9ef77f1"
"HVMG2" : "ami-0a7c483d527806435"
"HVMG2" : "ami-0be9df32ae9f92309"
"HVMG2" : "ami-053cdd503598e4a9d"

"Resourc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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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EC2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ImageId" : {
"Fn::FindInMap" : [
"RegionMap",
{
"Ref" : "AWS::Region"
},
"HVM64"
]
},
"InstanceType" : "m1.small"
}
}

YAML
Mappings:
RegionMap:
us-east-1:
HVM64: "ami-0ff8a91507f77f867"
HVMG2: "ami-0a584ac55a7631c0c"
us-west-1:
HVM64: "ami-0bdb828fd58c52235"
HVMG2: "ami-066ee5fd4a9ef77f1"
eu-west-1:
HVM64: "ami-047bb4163c506cd98"
HVMG2: "ami-31c2f645"
ap-southeast-1:
HVM64: "ami-08569b978cc4dfa10"
HVMG2: "ami-0be9df32ae9f92309"
ap-northeast-1:
HVM64: "ami-06cd52961ce9f0d85"
HVMG2: "ami-053cdd503598e4a9d"
Resources:
my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FindInMap
- RegionMap
- !Ref 'AWS::Region'
- HVM64
InstanceType: m1.small

지원되는 함수
Fn::FindInMap 함수에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n::FindInMap
• Ref

Fn::GetAtt
Fn::GetAtt 내장 함수는 템플릿의 리소스에서 속성 값을 반환합니다. 특정 리소스의 GetAtt 반환 값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및 속성 참조 (p. 721)의 해당 리소스에 대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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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JSON
{ "Fn::GetAtt" : [ "logicalNameOfResource", "attributeName" ] }

YAML
전체 함수 이름의 구문:
Fn::GetAtt: [ logicalNameOfResource, attributeName ]

짧은 형식의 구문:
!GetAtt logicalNameOfResource.attributeName

파라미터
logicalNameOfResource
원하는 속성을 포함하는 리소스의 논리적 이름(논리적 ID라고도 함)입니다.
attributeName
값을 가져올 리소스 관련 속성의 이름입니다. 리소스 유형에 대해 사용 가능한 속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리소스의 참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반환 값
속성 값입니다.

예제:
문자열 반환
이 예제 조각에서는 논리적 이름이 myELB인 로드 밸런서의 DNS 이름을 포함하는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JSON
"Fn::GetAtt" : [ "myELB" , "DNSName" ]

YAML
!GetAtt myELB.DNSName

여러 문자열 반환
다음 예제 템플릿은 논리적 이름이 SourceSecurityGroup.OwnerAlias인 로드 밸런서의
SourceSecurityGroup.GroupName 및 myELB을 반환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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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
"myELB":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
"AvailabilityZones": [
"eu-west-1a"
],
"Listeners": [
{
"LoadBalancerPort": "80",
"InstancePort": "80",
"Protocol": "HTTP"
}
]
}
},
"myELBIngress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ELB ingress group",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tcp",
"FromPort": 80,
"ToPort": 80,
"SourceSecurityGroupOwnerId": {
"Fn::GetAtt": [
"myELB",
"SourceSecurityGroup.OwnerAlias"
]
},
"SourceSecurityGroupName": {
"Fn::GetAtt": [
"myELB",
"SourceSecurityGroup.GroupName"
]
}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Resources:
myELB: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AvailabilityZones:
- eu-west-1a
Listeners:
- LoadBalancerPort: '80'
InstancePort: '80'
Protocol: HTTP
myELBIngress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ELB ingress group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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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Port: 80
ToPort: 80
SourceSecurityGroupOwnerId: !GetAtt myELB.SourceSecurityGroup.OwnerAlias
SourceSecurityGroupName: !GetAtt myELB.SourceSecurityGroup.GroupName

지원되는 함수
Fn::GetAtt 논리적 리소스 이름에는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리소스의 논리적 ID인 문자열을 지정해야
합니다.
Fn::GetAtt 속성 이름에 대해 Ref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n::GetAZs
Fn::GetAZs 내장 함수는 지정된 리전의 가용 영역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는 어레이를 반환합니다. 고객이
다른 가용 영역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템플릿 작성자는 Fn::GetAZs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호출하는 사용
자의 액세스 권한에 따라 조정되는 템플릿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리전에 대한 전체 가용 영역
목록을 하드코딩할 필요가 없습니다.

Important
EC2-Classic 플랫폼의 경우 Fn::GetAZs 함수는 리전에 대한 모든 가용 영역을 반환합니다. EC2VPC 플랫폼의 경우 Fn::GetAZs 함수는 기본 서브넷을 포함하는 가용 영역만 반환합니다. 기본 서
브넷을 포함하는 가용 영역이 없을 경우 모든 가용 영역이 반환됩니다.
describe-availability-zones AWS CLI 명령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Fn::GetAZs 함수에서
반환되는 결과의 순서는 보장되지 않으며 새 가용 영역이 추가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IAM 권한
Fn::GetAZs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은 Amazon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플랫폼에 따라 다릅
니다. 두 플랫폼 모두 Amazon EC2 DescribeAvailabilityZones 및 DescribeAccountAttributes
작업에 대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EC2-VPC의 경우 Amazon EC2 DescribeSubnets 작업에 대한 권한도 필
요합니다.

선언
JSON
{ "Fn::GetAZs" : "region" }

YAML
전체 함수 이름의 구문:
Fn::GetAZs: region

짧은 형식의 구문:
!GetAZs region

파라미터
region
가용 영역을 가져올 리전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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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Region 가상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스택이 생성되는 리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빈 문자열을 지
정하면 AWS::Region을 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환 값
리전에 대한 가용 영역 목록입니다.

예제
리전 평가
이 예에서 CloudFormation은 사용자가 us-east-1 리전에 스택을 생성한 것으로 가정하고 Fn::GetAZs를
다음 어레이로 평가합니다.
[ "us-east-1a", "us-east-1b", "us-east-1c", "us-east-1d" ]

JSON
{ "Fn::GetAZs" : "" }
{ "Fn::GetAZs" : { "Ref" : "AWS::Region" } }
{ "Fn::GetAZs" : "us-east-1" }

YAML
Fn::GetAZs: ""
Fn::GetAZs:
Ref: "AWS::Region"
Fn::GetAZs: us-east-1

서브넷의 가용 영역 지정
다음 예에서는 Fn::GetAZs를 사용하여 서브넷의 가용 영역을 지정합니다.

JSON
"mySubnet" : {
"Type" : "AWS::EC2::Subnet",
"Properties" : {
"VpcId" : {
"Ref" : "VPC"
},
"CidrBlock" : "10.0.0.0/24",
"AvailabilityZone" : {
"Fn::Select" : [
"0",
{
"Fn::GetAZs" : ""
}
]
}
}
}

YAML
mySu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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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짧은 형식의 YAML을 가진 중첩 함수
다음 예제는 짧은 형식의 YAML을 사용하여 중첩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데 유효한 패턴을 보여 줍니다. 짧은
형식 함수를 연속적으로 중첩할 수 없기 때문에 !GetAZs !Ref 같은 패턴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YAML
AvailabilityZone: !Select
- 0
- !GetAZs
Ref: 'AWS::Region'

YAML
AvailabilityZone: !Select
- 0
- Fn::GetAZs: !Ref 'AWS::Region'

지원되는 함수
Ref 함수 내에서 Fn::GetAZs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n::ImportValue
내장 함수 Fn::ImportValue는 다른 스택에서 내보낸 출력 (p. 331)의 값을 반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함
수를 사용하여 교차 스택 참조를 생성 (p. 380)합니다. 다음 예제 템플릿 조각에서 스택 A는 VPC 보안 그룹
값을 내보내고 스택 B는 이 값을 가져옵니다.

Note
교차 스택 참조에 적용되는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AWS 계정의 Export 이름은 한 리전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 여러 리전 간에 교차 스택 참조를 만들 수 없습니다. Fn::ImportValue 내장 함수는 동일 리전
안에서 내보냈던 값을 가져오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력의 경우, 리소스에 의존하는 Name 또는 Export 함수를 Ref의 GetAtt 속성 값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ImportValue 함수는 리소스에 의존하는 Ref 또는 GetAtt 함수를 포함할 수 없습
니다.
• 다른 스택에서 출력을 참조 중인 스택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스택에서 참조하는 출력 값은 수정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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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스택 A 내보내기
"Outputs" : {
"PublicSubnet" : {
"Description" : "The subnet ID to use for public web servers",
"Value" : { "Ref" : "PublicSubnet" },
"Export" : { "Name" : {"Fn::Sub": "${AWS::StackName}-SubnetID" }}
},
"WebServerSecurityGroup" : {
"Description" : "The security group ID to use for public web servers",
"Value" : { "Fn::GetAtt" : ["WebServerSecurityGroup", "GroupId"] },
"Export" : { "Name" : {"Fn::Sub": "${AWS::StackName}-SecurityGroupID" }}
}
}

YAML
스택 A 내보내기
Outputs:
PublicSubnet:
Description: The subnet ID to use for public web servers
Value:
Ref: PublicSubnet
Export:
Name:
'Fn::Sub': '${AWS::StackName}-SubnetID'
WebServerSecurityGroup:
Description: The security group ID to use for public web servers
Value:
'Fn::GetAtt':
- WebServerSecurityGroup
- GroupId
Export:
Name:
'Fn::Sub': '${AWS::StackName}-SecurityGroupID'

JSON
스택 B 가져오기
"Resources" : {
"WebServerInstance" : {
"Type" : "AWS::EC2::Instance",
"Properties" : {
"InstanceType" : "t2.micro",
"ImageId" : "ami-a1b23456",
"NetworkInterfaces" : [{
"GroupSet" : [{"Fn::ImportValue" : {"Fn::Sub" : "${NetworkStackNameParameter}SecurityGroupID"}}],
"AssociatePublicIpAddress" : "true",
"DeviceIndex" : "0",
"DeleteOnTermination" : "true",
"SubnetId" : {"Fn::ImportValue" : {"Fn::Sub" : "${NetworkStackNameParameter}SubnetID"}}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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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스택 B 가져오기
Resources:
WebServer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nstanceType: t2.micro
ImageId: ami-a1b23456
NetworkInterfaces:
- GroupSet:
- !ImportValue
'Fn::Sub': '${NetworkStackNameParameter}-SecurityGroupID'
AssociatePublicIpAddress: 'true'
DeviceIndex: '0'
DeleteOnTermination: 'true'
SubnetId: !ImportValue
'Fn::Sub': '${NetworkStackNameParameter}-SubnetID'

선언
JSON
{ "Fn::ImportValue" : sharedValueToImport }

YAML
전체 함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n::ImportValue: sharedValueToImport

또는 짧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mportValue sharedValueToImport

Important
!ImportValue가 포함되면 !Sub의 짧은 형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예제는 AWS
CloudFormation에 대해 유효하지만, YAML에 대해 유효하지 않습니다.
!ImportValue
!Sub "${NetworkStack}-SubnetID"

대신, 다음과 같은 전체 함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Fn::ImportValue:
!Sub "${NetworkStack}-SubnetID"

파라미터
sharedValueToImport
가져올 스택 출력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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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스택 출력 값입니다.

예
JSON
{ "Fn::ImportValue" : {"Fn::Sub": "${NetworkStackNameParameter}-SubnetID" } }

YAML
Fn::ImportValue:
!Sub "${NetworkStackName}-SecurityGroupID"

지원되는 함수
Fn::ImportValue 함수에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의 값은 리소스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 Fn::Base64
• Fn::FindInMap
• Fn::If
• Fn::Join
• Fn::Select
• Fn::Split
• Fn::Sub
• Ref

Fn::Join
내장 함수 Fn::Join은 지정된 구분 기호로 구분된 값 세트를 단일 값에 추가합니다. 구분 기호가 빈 문자열
이면 값 세트는 구분 기호 없이 연결됩니다.

선언
JSON
{ "Fn::Join" : [ "delimiter", [ comma-delimited list of values ] ] }

YAML
전체 함수 이름의 구문:
Fn::Join: [ delimiter, [ comma-delimited list of values ] ]

짧은 형식의 구문:
!Join [ delimiter, [ comma-delimited list of valu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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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delimiter
조각 두 개 사이에서 발생하길 원하는 값. 구분 기호는 조각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최종 값을 종료하지 않
습니다.
ListOfValues
결합하려는 값 목록

반환 값
결합된 문자열

예제
간단한 문자열 배열 연결
다음 예제는 "a:b:c"를 반환합니다.

JSON
"Fn::Join" : [ ":", [ "a", "b", "c" ] ]

YAML
!Join [ ":", [ a, b, c ] ]

파라미터와 함께 Ref 함수를 사용하여 연결
다음 예제는 Fn::Join을 사용하여 문자열 값을 생성합니다. 이는 Ref 파라미터 및 AWS::Partition 가상
파라미터와 함께 AWS::AccountId 함수를 사용합니다.

JSON
{

}

"Fn::Join": [
"", [
"arn:",
{
"Ref": "AWS::Partition"
},
":s3:::elasticbeanstalk-*-",
{
"Ref": "AWS::AccountId"
}
]
]

YAML
!Jo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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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n:'
!Ref AWS::Partition
':s3:::elasticbeanstalk-*-'
!Ref AWS::AccountId

Note
유사한 기능은 Fn::Sub (p. 6557) 함수를 참조하십시오.

지원되는 함수
Fn::Join 구분 기호의 경우 어떠한 함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자열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Fn::Join 값 목록의 경우 다음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n::Base64
• Fn::FindInMap
• Fn::GetAtt
• Fn::GetAZs
• Fn::If
• Fn::ImportValue
• Fn::Join
• Fn::Split
• Fn::Select
• Fn::Sub
• Ref

Fn::Select
내장 함수 Fn::Select는 인덱스별 객체 목록에서 객체 하나를 반환합니다.

Important
인덱스가 어레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Fn::Select는 null 값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조건
에서 모두 스택 오류가 발생하므로 선택하는 인덱스가 유효하며 목록에 null이 아닌 값이 포함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언
JSON
{ "Fn::Select" : [ index, listOfObjects ] }

YAML
전체 함수 이름의 구문:
Fn::Select: [ index, listOfObjects ]

짧은 형식의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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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 index, listOfObjects ]

파라미터
인덱스를 구축하고 배포할 것입니다
가져올 객체의 인덱스입니다. 이 항목은 0부터 N-1까지의 값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N은 어레이에 있는
요소의 수를 나타냅니다.
listOfObjects
선택할 객체의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null이 아니어야 하며 null 항목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반환 값
선택한 객체입니다.

예제:
기본 예제
다음 예제는 "grapes"를 반환합니다.

JSON
{ "Fn::Select" : [ "1", [ "apples", "grapes", "oranges", "mangoes" ] ] }

YAML
!Select [ "1", [ "apples", "grapes", "oranges", "mangoes" ] ]

쉼표로 구분된 목록 파라미터 유형
Fn::Select를 사용하여 CommaDelimitedList 파라미터에서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ommaDelimitedList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관련 파라미터의 값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템플
릿의 총 파라미터 수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파라미터는 세 개의 CIDR 블록이 포함된 쉼표로 구분된
목록을 지정합니다.

JSON
"Parameters" : {
"DbSubnetIpBlocks": {
"Description": "Comma-delimited list of three CIDR blocks",
"Type": "CommaDelimitedList",
"Default": "10.0.48.0/24, 10.0.112.0/24, 10.0.176.0/24"
}
}

YAML
Parameters:
DbSubnetIp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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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Comma-delimited list of three CIDR blocks"
Type: CommaDelimitedList
Default: "10.0.48.0/24, 10.0.112.0/24, 10.0.176.0/24"

세 개의 CIDR 블록 중 하나를 지정하려면 다음 예제 코드 조각과 같이 동일한 템플릿의 리소스 섹션에서
Fn::Select를 사용합니다.

JSON
"Subnet0":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VpcId": { "Ref": "VPC" },
"CidrBlock": { "Fn::Select" : [ "0", {"Ref": "DbSubnetIpBlocks"} ] }
}
}

YAML
Subnet0: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Select [ 0, !Ref DbSubnetIpBlocks ]

짧은 형식의 YAML을 가진 중첩 함수
다음 예제는 짧은 형식의 !Select와 함께 중첩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데 유효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짧은
형식 함수를 연속적으로 중첩할 수 없기 때문에 !GetAZs !Ref 같은 패턴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YAML
AvailabilityZone: !Select
- 0
- !GetAZs
Ref: 'AWS::Region'

YAML
AvailabilityZone: !Select
- 0
- Fn::GetAZs: !Ref 'AWS::Region'

지원되는 함수
Fn::Select 인덱스 값의 경우 Ref 및 Fn::FindInMap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n::Select 객체 목록의 경우 다음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n::FindInMap
• Fn::GetAtt
• Fn::GetAZs
• Fn::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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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Split
• Ref

Fn::Split
결과로 얻은 문자열 목록에서 요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문자열을 문자열 값 목록으로 분할하려면
Fn::Split 내장 함수를 사용합니다. 쉼표(,)와 같은 구분 기호를 사용하여 분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문자열
을 분할한 후 Fn::Select (p. 6552) 함수를 사용하여 특정 요소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쉼표로 구분된 서브넷 ID 문자열을 스택 템플릿으로 가져올 경우 각 쉼표로 문자열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 ID 목록에서 Fn::Select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리소스에 대한 서브넷 ID를 지정합니다.

선언
JSON
{ "Fn::Split" : [ "delimiter", "source string" ] }

YAML
전체 함수 이름의 구문:
Fn::Split: [ delimiter, source string ]

짧은 형식의 구문:
!Split [ delimiter, source string ]

파라미터
두 파라미터를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delimiter
원본 문자열을 분할할 위치를 결정하는 문자열 값입니다.
source string
분할할 문자열 값입니다.

반환 값
문자열 값의 목록입니다.

예제
다음은 Fn::Split 함수의 동작을 설명하는 예제입니다.

단순 목록
다음은 각 세로 막대(|)에서 문자열을 분할하는 예제입니다. 이 함수는 ["a", "b", "c"]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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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Fn::Split" : [ "|" , "a|b|c" ] }

YAML
!Split [ "|" , "a|b|c" ]

빈 문자열 값 목록
연속하는 구분 기호로 문자열을 분할할 경우 결과 목록에 빈 문자열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두 개의 연속하
는 구분 기호와 추가 구분 기호로 문자열을 분할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이 함수는 ["a", "",
"c", ""]를 반환합니다.

JSON
{ "Fn::Split" : [ "|" , "a||c|" ] }

YAML
!Split [ "|" , "a||c|" ]

가져온 출력 값 분할
다음은 Fn::Select 함수에 지정된 대로 가져온 출력 값을 분할한 다음 서브넷 ID의 결과 목록에서 세 번째
요소를 선택하는 예제입니다.

JSON
{ "Fn::Select" : [ "2", { "Fn::Split": [",", {"Fn::ImportValue": "AccountSubnetIDs"}]}] }

YAML
!Select [2, !Split [",", !ImportValue AccountSubnetIDs]]

지원되는 함수
Fn::Split 구분 기호의 경우 어떠한 함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자열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Fn::Split 값 목록의 경우 다음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n::Base64
• Fn::FindInMap
• Fn::GetAtt
• Fn::GetA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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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If
• Fn::ImportValue
• Fn::Join
• Fn::Select
• Fn::Sub
• Ref

Fn::Sub
내장 함수 Fn::Sub는 입력 문자열의 변수를 지정한 값으로 바꿉니다. 템플릿에 이 함수를 사용해 스택을 생
성하거나 업데이트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값이 포함된 명령 또는 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언
다음 단원에서는 함수의 구문을 보여줍니다.

JSON
{ "Fn::Sub" : [ String, { Var1Name: Var1Value, Var2Name: Var2Value } ] }

템플릿 파라미터, 리소스의 논리적 ID 또는 String 파라미터의 리소스 속성만 바꾸는 경우 변수 맵을 지정
하지 마십시오.
{ "Fn::Sub" : String }

YAML
전체 함수 이름의 구문:
Fn::Sub:
- String
- Var1Name: Var1Value
Var2Name: Var2Value

짧은 형식의 구문:
!Sub
- String
- Var1Name: Var1Value
Var2Name: Var2Value

템플릿 파라미터, 리소스의 논리적 ID 또는 String 파라미터의 리소스 속성만 바꾸는 경우 변수 맵을 지정
하지 마십시오.
전체 함수 이름의 구문:
Fn::Sub: String

짧은 형식의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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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String

파라미터
String
변수가 포함된 문자열로, AWS CloudFormation은 실행 시간 시 이를 연결된 값으로 바꿉니다. 변수를
${MyVarName}으로 씁니다. 변수는 템플릿 파라미터 이름, 리소스의 논리적 ID, 리소스 속성 또는 키값 맵의 변수일 수 있습니다. 템플릿 파라미터 이름, 리소스의 논리적 ID 및 리소스 속성만 지정하는 경
우에는 키-값 맵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템플릿 파라미터 이름 또는 리소스의 논리적 ID(예: ${InstanceTypeParameter})를 지정하는 경
우 CloudFormation에서는 Ref 내장 함수를 사용했을 때와 동일한 값을 반환합니다. 리소스 속성(예:
${MyInstance.PublicIp})을 지정하는 경우 CloudFormation에서는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
했을 때와 동일한 값을 반환합니다.
달러 문자 및 중괄호(${})를 그대로 쓰려면 여는 중괄호 뒤에 느낌표(!)를 추가합니다(예:
${!Literal}). CloudFormation에서는 이 텍스트를 ${Literal}로 해석합니다.
VarName
String 파라미터에 포함한 변수의 이름입니다.
VarValue
CloudFormation은 실행 시간 시 연결된 변수 이름을 이 값으로 바꿉니다.

반환 값
CloudFormation은 모든 변수를 이 값으로 바꾸어 원본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예제:
다음은 Fn::Sub 함수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예제입니다.

매핑을 사용하는 Fn::Sub
다음은 매핑을 사용하여 ${Domain} 변수를 Ref 함수의 결과 값으로 바꾸는 예제입니다.

JSON
{ "Fn::Sub": [ "www.${Domain}", { "Domain": {"Ref" : "RootDomainName" }} ]}

YAML
Name: !Sub
- www.${Domain}
- { Domain: !Ref RootDomainName }

매핑을 사용하지 않는 Fn::Sub
다음 예제에서는 AWS::Region 및 AWS::AccountId 가상 파라미터 및 vpc 리소스 논리적 ID와 함께
Fn::Sub를 사용하여 VPC에 대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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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Fn::Sub": "arn:aws:ec2:${AWS::Region}:${AWS::AccountId}:vpc/${vpc}" }

YAML
!Sub 'arn:aws:ec2:${AWS::Region}:${AWS::AccountId}:vpc/${vpc}'

UserData 명령
다음 예제에서는 Fn::Sub를 사용하여 실행 시간 시 실제 스택 이름 및 리전을 AWS::StackName 및
AWS::Region 가상 파라미터로 바꿉니다.

JSON
가독성을 위해, JSON 예제에서는 전체 사용자 데이터 스크립트를 단일 문자열 값으로 지정하는 대신
Fn::Join 함수를 사용하여 각 명령을 구분합니다.
"UserData": { "Fn::Base64": { "Fn::Join": ["\n", [
"#!/bin/bash -xe",
"yum update -y aws-cfn-bootstrap",
{ "Fn::Sub": "/opt/aws/bin/cfn-init -v --stack ${AWS::StackName} --resource LaunchConfig
--configsets wordpress_install --region ${AWS::Region}" },
{ "Fn::Sub": "/opt/aws/bin/cfn-signal -e $? --stack ${AWS::StackName} --resource
WebServerGroup --region ${AWS::Region}" }]]
}}

YAML
YAML 예제에서는 리터럴 블록을 사용하여 사용자 데이터 스크립트를 지정합니다.
UserData:
Fn::Base64:
!Sub |
#!/bin/bash -xe
yum update -y aws-cfn-bootstrap
/opt/aws/bin/cfn-init -v --stack ${AWS::StackName} --resource LaunchConfig -configsets wordpress_install --region ${AWS::Region}
/opt/aws/bin/cfn-signal -e $? --stack ${AWS::StackName} --resource WebServerGroup -region ${AWS::Region}

지원되는 함수
String 파라미터의 경우 어떠한 함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자열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VarName 및 VarValue 파라미터의 경우 다음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n::Base64
• Fn::FindInMap
• Fn::GetAtt
• Fn::GetAZs
• Fn::If
• Fn::Import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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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Join
• Fn::Select
• Ref

Fn::Transform
내장 함수 Fn::Transform은 스택 템플릿의 일부분인 사용자 지정 처리를 수행하는 매크로를 지정합니다.
매크로를 통해 찾기 및 바꾸기 작업 같은 간단한 작업부터 전체 템플릿 변형과 같은 작업까지 템플릿에 대한
사용자 지정 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매크로를 사용하여 템플릿에
사용자 지정 처리 수행 (p. 618) 섹션을 참조하세요.
또한 Fn::Transform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에서 호스팅된 매크로인 AWS::Include #
# (p. 6567) 변형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선언
JSON
전체 함수 이름의 구문:
{

}

"Fn::Transform": {
"Name": "macro name",
"Parameters": {
"Key": "value"
}
}

짧은 형식의 구문:
{

}

"Transform": {
"Name": "macro name",
"Parameters": {
"Key": "value"
}
}

YAML
전체 함수 이름의 구문:
Fn::Transform:
Name : macro name
Parameters :
Key : value

짧은 형식의 구문:
Transform:
Name: macro nam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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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value

파라미터
이름
처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매크로의 이름입니다.
파라미터
매크로에 전달하는 키-값 페어로 지정된 목록 파라미터입니다.

반환 값
처리된 스택 템플릿에 포함될 처리된 템플릿 코드 조각입니다.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AWS::Include 변형을 호출하여 템플릿 코드 조각을 검색하는 위치가 InputValue 파라
미터에 전달되도록 지정합니다.

JSON
{

}

"Fn::Transform" : {
"Name" : "AWS::Include",
"Parameters" : {
"Location" : { "Ref" : "InputValue" }
}
}

YAML
'Fn::Transform':
Name: 'AWS::Include'
Parameters: {Location: {Ref: InputValue}}

다음 예제에서는 AWS::Include 변형을 호출하여 템플릿 코드 조각을 검색하는 위치가 RegionMap 매핑
에 위치하고, 키는 us-east-1, 중첩된 키가 s3Location에 있도록 지정합니다.

JSON
{

}

"Fn::Transform" : {
"Name" : "AWS::Include",
"Parameters" : {
"Location" : {"Fn::FindInMap" : ["RegionMap", "us-east-1", "s3Location"] }
}
}

YAML
'Fn::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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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AWS::Include'
Parameters: {Location: {'Fn::FindInMap': [RegionMap, us-east-1, s3Location]}}

지원되는 함수
없음. CloudFormation에서는 Fn::Transform에 포함된 모든 내장 함수를 리터럴 문자열로 지정된 매크로
에 전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매크로 함수 인터페이스 (p. 619) 섹션을 참조하세요.

Ref
Ref 내장 함수는 지정된 파라미터 또는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반환합니다.
• 파라미터의 논리적 이름을 지정하면 파라미터의 값이 반환됩니다.
• 리소스의 논리적 이름을 지정하면 해당 리소스를 참조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이 반환됩니다
(예: 물리적 ID (p. 329)).
템플릿에서 리소스를 선언하는 데 이름으로 또 다른 템플릿 리소스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Ref를 사용하여
해당하는 다른 리소스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ef는 리소스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에 대한 참조는 Auto Scaling 그룹 리소스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일부 리소스의 경우 리소스 측면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식별자가 반환됩니다. 예를 들어,
AWS::EC2::EIP 리소스는 IP 주소를, AWS::EC2::Instance는 인스턴스 ID를 반환합니다.

Tip
또한 Ref를 사용하여 출력 메시지에 값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리소스 또는 속성의 Ref 반환 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및 속성 참조 (p. 721)의 해당 리소스
또는 속성에 대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선언
JSON
{ "Ref" : "logicalName" }

YAML
전체 함수 이름의 구문:
Ref: logicalName

짧은 형식의 구문:
!Ref logicalName

파라미터
logicalName
역참조하려는 리소스 또는 파라미터의 논리적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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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리소스의 물리적 ID 또는 파라미터의 값입니다.

예
탄력적 IP 주소에 대한 다음 리소스 선언에는 EC2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ID가 필요하고 이 선언에서는 Ref
함수를 사용하여 MyEC2Instance 리소스의 인스턴스 ID를 지정합니다.

JSON
"MyEIP" : {
"Type" : "AWS::EC2::EIP",
"Properties" : {
"InstanceId" : { "Ref" : "MyEC2Instance" }
}
}

YAML
MyEIP:
Type: "AWS::EC2::EIP"
Properties:
InstanceId: !Ref MyEC2Instance

지원되는 함수
Ref 함수에서는 어떠한 함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리소스 논리적 ID인 문자열을 지정해야 합니다.

가상 파라미터 참조
가상 파라미터는 AWS CloudFormation에서 사전 정의된 파라미터입니다. 따라서 템플릿에서 가상 파라미터
를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상 파라미터는 Ref 함수의 인수로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
로 사용합니다.

예
다음 코드 조각에서는 AWS::Region 가상 파라미터의 값을 출력 값에 할당합니다.

JSON
"Outputs" : {
"MyStacksRegion" : { "Value" : { "Ref" : "AWS::Region" } }
}

YAML
Out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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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acksRegion:
Value: !Ref "AWS::Region"

AWS::AccountId
스택이 생성되는 계정의 AWS 계정 ID를 반환합니다(예: 123456789012).

AWS::NotificationARNs
현재 스택에 대한 알림 Amazon 리소스 이름(ARN) 목록을 반환합니다.
목록에서 단일 ARN을 가져오려면 Fn::Select (p. 6552)를 사용합니다.

JSON
"myASGrpOne" : {
"Type" :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Version" : "2009-05-15",
"Properties" : {
"AvailabilityZones" : [ "us-east-1a" ],
"LaunchConfigurationName" : { "Ref" : "MyLaunchConfiguration" },
"MinSize" : "0",
"MaxSize" : "0",
"NotificationConfigurations" : [{
"TopicARN" : { "Fn::Select" : [ "0", { "Ref" : "AWS::NotificationARNs" } ] },
"NotificationTypes" : [ "autoscaling:EC2_INSTANCE_LAUNCH",
"autoscaling:EC2_INSTANCE_LAUNCH_ERROR" ]
}]
}
}

YAML
myASGrpOne:
Typ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Version: '2009-05-15'
Properties:
AvailabilityZones:
- "us-east-1a"
LaunchConfigurationName:
Ref: MyLaunchConfiguration
MinSize: '0'
MaxSize: '0'
NotificationConfigurations:
- TopicARN:
Fn::Select:
- '0'
- Ref: AWS::NotificationARNs
NotificationTypes:
- autoscaling:EC2_INSTANCE_LAUNCH
- autoscaling:EC2_INSTANCE_LAUNCH_ERROR

AWS::NoValue
Fn::If 내장 함수에 반환 값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리소스 속성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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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스냅샷 ID가 제공된 경우에만 Amazon RDS DB 인스턴스에 대한 스냅샷을 사용하려는 경우
AWS::NoValue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eDBSnapshot 조건이 true로 평가되면 CloudFormation
에서는 DBSnapshotIdentifier 속성에 대한 DBSnapshotName 파라미터 값을 사용합니다. 조건이 false
로 평가되면 CloudFormation이 DBSnapshotIdentifier 속성을 제거합니다.

JSON
"MyDB" : {
"Type" :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
"AllocatedStorage" : "5",
"DBInstanceClass" : "db.t2.small",
"Engine" : "MySQL",
"EngineVersion" : "5.5",
"MasterUsername" : { "Ref" : "DBUser" },
"MasterUserPassword" : { "Ref" : "DBPassword" },
"DBParameterGroupName" : { "Ref" : "MyRDSParamGroup" },
"DBSnapshotIdentifier" : {
"Fn::If" : [
"UseDBSnapshot",
{"Ref" : "DBSnapshotName"},
{"Ref" : "AWS::NoValue"}
]
}
}
}

YAML
MyDB: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AllocatedStorage: '5'
DBInstanceClass: db.t2.small
Engine: MySQL
EngineVersion: '5.5'
MasterUsername:
Ref: DBUser
MasterUserPassword:
Ref: DBPassword
DBParameterGroupName:
Ref: MyRDSParamGroup
DBSnapshotIdentifier:
Fn::If:
- UseDBSnapshot
- Ref: DBSnapshotName
- Ref: AWS::NoValue

AWS::Partition
리소스가 있는 파티션을 반환합니다. 표준 AWS 리전에서 파티션은 aws입니다. 다른 파티션에 있는 리소스
의 경우 파티션은 aws-partitionname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베이징 및 닝샤) 리전에 있는 리소스에 대한
파티션은 aws-cn이고 AWS GovCloud (US-West) 리전에 있는 리소스에 대한 파티션은 aws-us-gov입니
다.

AWS::Region
포괄 리소스를 생성하는 리전을 나타내는 문자열을 반환합니다(예: us-we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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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tackId
aws cloudformation create-stack 명령으로 지정된 스택의 ID를 반환합니다(예:
arn:aws:cloudformation:us-west-2:123456789012:stack/teststack/51af3dc0da77-11e4-872e-1234567db123).

AWS::StackName
aws cloudformation create-stack 명령으로 지정된 스택의 이름을 반환합니다(예: teststack).

AWS::URLSuffix
도메인에 대한 접미사를 반환합니다. 접미사는 일반적으로 amazonaws.com이지만 리전에 따라 다를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베이징) 리전의 접미사는 amazonaws.com.cn입니다.

변환 참조
이 단원에서는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원하는 변환에 대한 참조 정보를 제시합니다. 변환은
CloudFormation에서 호스팅하는 매크로입니다. 사용자 지정 매크로와는 달리 변환은 특별한 권한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CloudFormation에서 호스팅되기 때문입니다. 변환은 CloudFormation 내에 있는 모든 계정의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환을 사용하는 경우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CloudFormation에
서는 변환을 평가 순서 및 범위 측면에서 다른 매크로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템플릿에서 변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환 템플릿 섹션을 참조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매크로를 사용
하여 템플릿에 사용자 지정 처리 수행을 참조하세요.
주제
• AWS::CodeDeployBlueGreen 변환 (p. 6566)
• AWS::Include 변환 (p. 6567)
• AWS::SecretsManager 변환 (p. 6569)
• AWS::Serverless 변환 (p. 6571)
• AWS::ServiceCatalog 변환 (p. 6573)

AWS::CodeDeployBlueGreen 변환
AWS::CodeDeployBlueGreen 변환을 사용하여 스택에서 CodeDeploy를 통한 ECS 블루/그린 배포를 활
성화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사용 예는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CodeDeploy를 통한 ECS 블루/그린
배포 수행을 참조하세요.

사용량
템플릿의 최상위 수준에서 AWS::CodeDeployBlueGreen 변환을 사용합니다. 다른 템플릿 섹션에 포함된
변환으로 AWS::CodeDeployBlueGree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환 선언 값은 리터럴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파라미터나 함수를 사용하여 변환 값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템플릿 최상위의 구문
Transform 섹션에 AWS::CodeDeployBlueGreen을 포함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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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Transform": [
"AWS::CodeDeployBlueGreen"
],

YAML
Transform:
- 'AWS::CodeDeployBlueGreen'

파라미터
AWS::CodeDeployBlueGreen 변환에는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명
매크로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 사항은 AWS CloudFormation 매크로 정의 생성 시 고려 사항 (p. 622) 단
원을 참조하십시오.

예
전체 사용 예는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CodeDeploy를 통한 ECS 블루/그린 배포 수행을 참조하세
요.

AWS::Include 변환
AWS CloudFormation에서 호스팅된 매크로인 AWS::Include 변형을 사용하여 보일러플레이트 콘텐츠를
템플릿에 삽입합니다. AWS::Include 변형을 사용하여 Amazon S3 버킷에서 템플릿 코드 조각에 대한 참
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변경 세트 생성 (p. 132) 또는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스택 업데이트 (p. 131) 및 템플
릿에서 AWS::Include를 참조할 때 AWS CloudFormation에서 템플릿에 있는 변형의 위치에 지정된 파일
의 콘텐츠를 삽입합니다. AWS::Include 함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include, copy 또는 import 지시문
과 비슷하게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재사용하려는 Lambda 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량
템플릿 파라미터 섹션 또는 템플릿 버전 필드를 제외하고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내의 어디서든지
AWS::Include 변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핑 섹션에서 AWS::Include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템플릿 최상위의 구문
Transform 섹션에 있는 템플릿 최상위에 AWS::Include 변형을 포함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ransform" : {
"Name" : "AWS::Include",
"Parameters" : {
"Location" : "s3://MyAmazonS3BucketName/MyFileName.js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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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Transform:
Name: 'AWS::Include'
Parameters:
Location: 's3://MyAmazonS3BucketName/MyFileName.yaml'

변형이 템플릿의 섹션 내에 포함되는 경우의 구문
섹션 내에 포함된 변형을 포함하려면 Fn::Transform (p. 6560) 내장 함수 및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Fn::Transform" : {
"Name" : "AWS::Include",
"Parameters" : {
"Location" : "s3://MyAmazonS3BucketName/MyFileName.json"
}
}

YAML
'Fn::Transform':
Name: 'AWS::Include'
Parameters:
Location: s3://MyAmazonS3BucketName/MyFileName.yaml

파라미터
위치
위치는 구체적인 파일 이름이 S3 버킷인 Amazon S3 URI입니다. 예: s3://MyBucketName/
MyFile.yaml.

설명
AWS::Include 사용 시 다음 사항을 명심하십시오. 매크로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 사항은 AWS
CloudFormation 매크로 정의 생성 시 고려 사항 (p. 62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현재 Amazon S3 URI를 지원하지만, 다른 Amazon S3 형식(예: Amazon S3 ARN)은 없습니다. GitHub 리
포지토리와는 반대로, 이름은 버킷이어야 합니다.
• Amazon S3 URL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템플릿에 조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템플릿 조각은 YAML 또는 유효한 JSON이어야 합니다.
• 템플릿 조각은 "KeyName": "keyValue"와 같은 유효한 키– 객체여야 합니다.
• AWS::Include를 사용하여 AWS::Include를 사용하는 템플릿 코드 조각을 참조할 수는 없습니다.
• 코드 조각이 변경되는 경우 스택은 자동으로 해당 변경 사항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변경 사항을 가져
오려면 업데이트된 코드 조각으로 스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스택을 업데이트할 경우 포함된 코드 조각
이 모르는 사이에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택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확인하려면 변경 세트를 확
인하십시오.
• 템플릿과 코드 조각을 생성할 때 YAML 및 JSON 템플릿 언어를 혼합할 수 있습니다.
• AWS는 현재 YAML 코드 조각의 간편 표기법 사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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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Include를 사용하여 교차 리전 복제 Amazon S3 URI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차 리전 복제 객체
에 액세스할 때는 반드시 Amazon S3 버킷을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교차 리전 복제를 참조하세요.

예
다음 예제에서는 AWS::Include 변형을 사용하여 대기 조건 핸들을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JSON 버전과 YAML 버전은 모두 다음 대기 조건 코드 조각을 사용합니다. 파일을
single_wait_condition.yaml로 저장하고, MyAmazonS3BucketName과 동일한 이름으로 S3 버킷에
저장합니다.
WebServerWaitHandle:
Type: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JSON
{

}

"Resources": {
"MyWaitHandle": {
"Type":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
"Fn::Transform": {
"Name": "AWS::Include",
"Parameters": {
"Location": "s3://MyAmazonS3BucketName/single_wait_condition.yaml"
}
}
}

YAML
Resources:
MyWaitHandle:
Type: 'AWS::CloudFormation::WaitConditionHandle'
'Fn::Transform':
Name: 'AWS::Include'
Parameters:
Location : "s3://MyAmazonS3BucketName/single_wait_condition.yaml"

AWS::SecretsManager 변환
AWS CloudFormation에서 호스팅하는 매크로인 AWS::SecretsManager 변환을 사용하여 보안 암호
를 교체하는 Lambda 함수를 지정합니다. 변경 세트 생성 (p. 132) 또는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스택 업데이
트 (p. 131) 및 템플릿이 AWS::SecretsManager를 참조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보안 암
호를 교체하는 Lambda 함수를 생성합니다.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리소스의
HostedRotationLambda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원하는 Lambda 함수의 속성을 지정합니다.
Lambda 함수는 처리된 템플릿에 중첩 스택(즉, AWS::CloudFormation::Stack 리소스)으로 포함됩니다. 이 리
소스는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리소스에 지정된 RotationType을 기반으로 AWS
Secrets Manager 교체 Lambda 함수 리포지토리의 해당 함수 템플릿에 연결됩니다.

사용량
템플릿의 최상위 수준에서 AWS::SecretsManager 변환을 사용합니다. 다른 템플릿 섹션에 포함된 변환으
로 AWS::SecretsManager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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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선언 값은 리터럴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파라미터나 함수를 사용하여 변환 값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템플릿 최상위의 구문
Transform 섹션에 있는 템플릿 최상위에 AWS::SecretsManager를 포함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

"Transform": "AWS::SecretsManager-2020-07-23",
. . .

YAML
Transform: AWS::SecretsManager-2020-07-23

파라미터
AWS::SecretsManager 변환에는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스택 템플릿에 있는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리소스의 HostedRotationLambda 속성 유형을 사용하
여 생성하려는 보안 암호 교체 Lambda 함수의 속성을 지정합니다.

설명
매크로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 사항은 AWS CloudFormation 매크로 정의 생성 시 고려 사항 (p. 622) 단
원을 참조하십시오.

예
다음 부분적 템플릿 예제에서는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리소스의
HostedRotationLambda 속성 유형에 지정된 속성을 기반으로 AWS::SecretsManager 변환을 사용하
여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단일 사용자의 보안 암호를 교체하는 Lambda 함수를 지정하는 방법을 보여줍
니다.
RDS 데이터베이스,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및 Document DB 클러스터의 보안 암호 교체를 보여주는 전
체 템플릿 예제는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의 예제 섹션을 참조하세요.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Transform": "AWS::SecretsManager-2020-07-23",
"Resources": {
. . .
"MySecretRotationSchedule": {
"Type":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DependsOn": "SecretRDSInstanceAttachment",
"Properties": {
"SecretId": {
"Ref": "MyRDSInstanceRotationSecret"
},
"HostedRotationLamb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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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onType": "MySQLSingleUser",
"RotationLambdaName": "SecretsManagerRotation",
"VpcSecurityGroupIds": {
"Fn::GetAtt": [
"TestVPC",
"DefaultSecurityGroup"
]
},
"VpcSubnetIds": {
"Fn::Join": [
",",
[
{
"Ref": "TestSubnet01"
},
{
"Ref": "TestSubnet02"
}
]
]
}

}

}

}

}

},
"RotationRules": {
"AutomaticallyAfterDays": 30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Transform: AWS::SecretsManager-2020-07-23
Resources:
. . .
MySecretRotationSchedule:
Type: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DependsOn: SecretRDSInstance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 MyRDSInstanceRotationSecret
HostedRotationLambda:
RotationType: MySQLSingleUser
RotationLambdaName: SecretsManagerRotation
VpcSecurityGroupIds: !GetAtt TestVPC.DefaultSecurityGroup
VpcSubnetIds:
Fn::Join:
- ","
- - Ref: TestSubnet01
- Ref: TestSubnet02
RotationRules:
AutomaticallyAfterDays: 30

AWS::Serverless 변환
CloudFormation에 의해 호스팅되는 매크로인 AWS::Serverless 변형은 AWS Serverless Application
Model (AWS SAM) 구문에서 작성된 전체 템플릿을 가져온 다음 이를 변형 후 규정 준수 CloudFormation 템
플릿으로 확장합니다.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과 AWS SA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Lambda Developer
Guide의 Lambda 기반 애플리케이션 배포와 AWS Serverless Application Model 개발자 안내서의 AWS
SAM 리소스 및 속성 참고 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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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제에서 템플릿은 AWS SAM 구문을 사용하여 Lambda 함수 및 해당 실행 역할의 선언을 간소화합니
다.
Transform: AWS::Serverless-2016-10-31
Resources:
MyServerlessFunctionLogicalID:
Type: AWS::Serverless::Function
Properties:
Handler: index.handler
Runtime: nodejs8.10
CodeUri: 's3://testBucket/mySourceCode.zip'

템플릿에서 변경 세트 생성 시 CloudFormation에서 AWS SAM 구문을 변환에 정의된 대로 확장합니다. 처리
된 템플릿은 AWS::Serverless::Function 리소스를 확장하여 AWS Lambda 함수 및 해당 실행 역할을
선언합니다.
{

"Resources": {
"MyServerlessFunctionLogicalID": {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
"Handler": "index.handler",
"Code": {
"S3Bucket": "testBucket",
"S3Key": "mySourceCode.zip"
},
"Role": {
"Fn::GetAtt": ["FunctionNameRole", "Arn"]
},
"Runtime": "nodejs8.10"
}
},
"FunctionName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ManagedPolicyArns":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
AWSLambdaBasicExecutionRole"],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sts:AssumeRole"],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lambda.amazonaws.com"]
}
}]
}
}
}
}
}

구문
변환 선언 값은 리터럴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파라미터나 함수를 사용하여 변환 값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음 코드 조각은 변환 선언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JSON
"Transform" : "AWS::Serverless-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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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Transform: "AWS::Serverless-2016-10-31"

AWS::ServiceCatalog 변환
AWS::ServiceCatalog 변환을 통해 Service Catalog 사용자가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기존 Service
Catalog가 프로비저닝된 제품에서 출력을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프로비저닝된 제품의 출력을 참조하려면 템플릿 상단에 AWS::ServiceCatalog 변환을 포함해야 합
니다. 출력 값이 필요한 경우, 프로비저닝된 제품의 이름과 출력 키 이름을 입력합니다.
템플릿에서 프로비저닝된 제품과 키 이름을 여러 개 참조할 수 있으며, 최대 개수는 템플릿당 20개입
니다. 프로비저닝하는 동안 변환을 실행하면 각각의 참조된 프로비저닝 제품 및 키에서 값을 검색하여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출력 값을 대체합니다.

사용량
템플릿 위에서 AWS::ServiceCatalog 변환을 사용합니다. 다른 템플릿 섹션에 포함된 변환으로
AWS::ServiceCatalog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환 선언 값은 리터럴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파라미터나 함수를 사용하여 변환 값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템플릿 최상위의 구문
변환 섹션에 있는 템플릿 최상위에 AWS::ServiceCatalog를 포함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JSON
{
"Transform": "AWS::ServiceCatalog",
. . .
}

YAML
Transform: AWS::ServiceCatalog

파라미터
AWS::ServiceCatalog 변환에는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아래의 JSON 및 YAML 예제는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Service Catalog의 프로비저닝된 기존 제품에서
출력을 참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예제에서 SampleProvisionedProduct는 이전에 생성된 프로비저닝 제품이고,
SampleOutputKey는 이 프로비저닝된 제품의 출력 키입니다.

JSON
이 예제는 작업 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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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리터럴로 값을 묶지 않은 템플릿 버전은 실패합니다.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Transform": "AWS::ServiceCatalog",
"Resources": {
"ExampleParameter": {
"Type": "AWS::SSM::Parameter",
"Properties": {
"Type": "String",
"Value":
"[[servicecatalog:provisionedproduct:SampleProvisionedProduct:SampleOutputKey]]"
}
}
}
}

YAML
예제 1–4는 유효한 템플릿입니다. 예제 1과 2는 변환과 값이 문자열 리터럴입니다.
예제 5는 유효한 템플릿이 아닙니다. 값은 문자열 '이나 ", 또는 >-로 묶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
자가 오류를 수신합니다.
// Example 1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Transform: 'AWS::ServiceCatalog'
Resources:
ExampleParameter:
Type: 'AWS::SSM::Parameter'
Properties:
Type: String
Value:
'[[servicecatalog:provisionedproduct:SampleProvisionedProduct:SampleOutputKey]]'
// Example 2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Transform: 'AWS::ServiceCatalog'
Resources:
ExampleParameter:
Type: 'AWS::SSM::Parameter'
Properties:
Type: String
Value:
'[[servicecatalog:provisionedproduct:SampleProvisionedProduct:SampleOutputKey]]'
// Example 3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Transform: AWS::ServiceCatalog
Resources:
ExampleParameter:
Type: 'AWS::SSM::Parameter'
Properties:
Type: String
Value:
"[[servicecatalog:provisionedproduct:SampleProvisionedProduct:SampleOutputKey]]"
// Example 4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Transform: AWS::Service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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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ExampleParameter:
Type: 'AWS::SSM::Parameter'
Properties:
Type: String
Value: >[[servicecatalog:provisionedproduct:SampleProvisionedProduct:SampleOutputKey]]
// Example 5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Transform: AWS::ServiceCatalog
Resources:
ExampleParameter2:
Type: 'AWS::SSM::Parameter'
Properties:
Type: String
Value:
[[servicecatalog:provisionedproduct:SSMProductProvisionedProduct:SampleOutputKey]]

CloudFormation 헬퍼 스크립트 참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의 일부로 생성한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서
비스를 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Python 헬퍼 스크립트 세트를 제공합니다.
• cfn-init (p. 6578): 리소스 메타데이터를 검색 및 해석하고, 패키지를 설치하고, 파일을 생성하고,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 cfn-signal (p. 6581): 필수 리소스나 애플리케이션이 준비될 때 스택에서 다른 리소스를 동기화할 수 있도
록 CreationPolicy 또는 WaitCondition에서 신호를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 cfn-get-metadata (p. 6586): 특정 키에 대한 리소스나 경로의 메타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사용됩니다.
• cfn-hup (p. 6588): 메타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감지된 경우 사용자 지정
후크를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템플릿에서 직접 헬퍼 스크립트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헬퍼 스크립트는 동일한 템플릿에서 정의한 리소스
메타데이터와 함께 작동합니다. 헬퍼 스크립트는 스택 생성 과정에서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됩니
다.

Note
기본적으로 이러한 스크립트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특정 헬퍼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호출이 템플릿
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Amazon Linux AMI 이미지
CloudFormation 헬퍼 스크립트는 Amazon Linux AMI 이미지에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 최신 버전의 Amazon Linux AMI에는 /opt/aws/bin에 헬퍼 스크립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전 버전의 Amazon Linux AMI의 경우, 헬퍼 스크립트가 포함된 aws-cfn-bootstrap 패키지가 Yum 리포지
토리에 위치합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패키지 다운로드
Amazon Linux AMI 이미지 이외의 Linux/Unix 배포판과 Microsoft Windows(2008 이상)의 경우에는 aws-cfnbootstrap 패키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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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헬퍼 스크립트 버전 2.0–1 이상은 Python 3.4 이상을 지원합니다. 이전 버전의 Python을 지원하는
헬퍼 스크립트가 필요한 경우 CloudFormation 헬퍼 스크립트 1.4의 릴리스 기록을 참조하세요.
파일 형식

URL 다운로
드

TAR.GZ

https://
s3.amazonaws.com/
cloudformationexamples/
aws-cfnbootstrappy3latest.tar.gz
Python easyinstall 도구
를 사용합니
다. Ubuntu의
경우 설치를
완료하려면
symlink를 생
성해야 합니
다.
ln -s /
root/
aws-cfnbootstraplatest/
init/
ubuntu/
cfnhup /etc/
init.d/
cfn-hup

ZIP

https://
s3.amazonaws.com/
cloudformationexamples/
aws-cfnbootstrappy3latest.zip

EXE

32비트
Windows:
https://
s3.amazonaws.com/
cloudformationexamples/
aws-cfnbootstrappy3latest.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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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형식

URL 다운로
드
64비트
Windows:
https://
s3.amazonaws.com/
cloudformationexamples/
aws-cfnbootstrappy3-win64latest.exe

헬퍼 스크립트에 대한 권한
기본적으로 헬퍼 스크립트에는 자격 증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access-key, --secret-key, -role 또는 --credential-file 옵션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 증명을 지정하지 않으면
CloudFormation이 스택 멤버십을 확인하고 해당 인스턴스가 속한 스택에 대한 호출 범위를 제한합니다.
옵션 지정을 선택할 경우 다음 중 하나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role
• --credential-file
• --access-key와 --secret-key
옵션을 지정할 경우 다양한 헬퍼 스크립트에 필요한 권한을 염두에 두십시오.
• cfn-signal에는 cloudformation:SignalResource가 필요합니다.
• 다른 모든 헬퍼 스크립트에는 cloudformation:DescribeStackResource가 필요합니다.
IAM 정책에서 CloudFormation 지정 작업과 조건 컨텍스트 키의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을 통한 액세스 제어 (p. 59) 섹션을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 사용
헬퍼 스크립트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헬퍼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 시작된 인스턴스가 최신 버전
의 스크립트를 사용 중인지 확인합니다.
• 스크립트를 호출하기 전에 템플릿의 UserData 속성에 다음 명령을 포함합니다. 이 명령은 최신 버전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
• yum install 명령을 포함하지 않고 cfn-init, cfn-signal 또는 cfn-get-metadata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명령을 사용해 각 Amazon EC2 Linux 인스턴스에서 스크립트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해
야 합니다.
sudo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

Note
sudo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을 실행하면 yum 리포지토리에서 도우미 스크
립트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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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 install 명령을 포함하지 않고 cfn-hup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명령을 사용해 각
Amazon EC2 Linux 인스턴스에서 스크립트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udo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
sudo /sbin/service cfn-hup restart

Note
sudo yum install -y aws-cfn-bootstrap을 실행하면 yum 리포지토리에서 도우미 스크
립트가 설치됩니다.
• 다른 Linux 버전 또는 다른 플랫폼에서 작업하기 위해 스크립트의 소스 코드를 사용하는데 고유한 트러스
트 스토어를 이미 생성한 경우에는 트러스트 스토어도 업데이트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aws-cfn-bootstrap 패키지의 버전 이력은 AWS CloudFormation 헬퍼 스크립트의 릴리스 기록 (p. 6930) 단
원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cfn-init (p. 6578)
• cfn-signal (p. 6581)
• cfn-get-metadata (p. 6586)
• cfn-hup (p. 6588)

cfn-init
설명
cfn-init 헬퍼 스크립트는 AWS::CloudFormation::Init 키에서 템플릿 메타데이터를 읽고 그에 따라 작
동합니다.
• CloudFormation에서 메타데이터 가져오기 및 구문 분석
• 패키지 설치
• 디스크에 파일 쓰기
• 서비스 활성화/비활성화 및 시작/중지

Note
cfn-init를 사용하여 기존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동일한 디렉터리에 원본 파일의 백업 사본
이 .bak라는 확장명으로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path/to/file_name을 업데이트하면 이 작업
에서는 다음과 같은 파일 2개를 생성합니다. /path/to/file_name.bak 파일에는 원본 파일의
내용이 들어 있고, /path/to/file_name 파일에는 업데이트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템플릿 메타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CloudFormation::Init (p. 25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Note
cfn-initl에는 자격 증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access-key, --secret-key, --role 또는
--credential-file 옵션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 증명을 지정하지 않으면
CloudFormation이 스택 멤버십을 확인하고 해당 인스턴스가 속한 스택에 대한 호출 범위를 제한합
니다.

구문
cfn-init --stack|-s stack.name.or.id \

API 버전 2010-05-15
657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fn-init
--resource|-r logical.resource.id \
--region region \
--access-key access.key \
--secret-key secret.key \
--role rolename \
--credential-file|-f credential.file \
--configsets|-c config.sets \
--url|-u service.url \
--http-proxy HTTP.proxy \
--https-proxy HTTPS.proxy \
--verbose|-v

옵션
이름

설명

필수

-s, --stack

스택 이름 또는 스택 ID입니다.

예

Type: String
기본값: 없음
예제: --stack { "Ref" :
"AWS::StackName" },
-r, --resource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리소스의 논리적 리소스 ID입니
다.

예

Type: String
예제: --resource WebServerHost
--region

사용할 CloudFormation 리전 엔드포인트입니다.

아니요

Type: String
기본값: us-east-1
예제: --region ", { "Ref" :
"AWS::Region" },
--access-key

CloudFormation에서 DescribeStackResource를 호
출할 권한이 있는 계정의 AWS 액세스 키입니다. 자격
증명 파일 파라미터가 이 파라미터를 대신합니다.

아니요

Type: String
--secret-key

지정된 AWS 액세스 키에 해당하는 AWS 비밀 액세스
키입니다.

아니요

Type: String
--role

인스턴스와 연결되는 IAM 역할의 이름입니다.
Type: String
조건: 자격 증명 파일 파라미터가 이 파라미터를 대신합
니다.

API 버전 2010-05-15
6579

아니요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fn-init

이름

설명

필수

-f, --credentialfile

보안 액세스 키 및 액세스 키가 둘 다 포함된 파일입니
아니요
다. 자격 증명 파일 파라미터는 --role, --access-key 및 -secret-key 파라미터를 대신합니다.
Type: String

-c, --configsets

(순서대로) 실행할 configset의 쉼표로 구분된 목록입니
다.

아니요

Type: String
기본값: default
-u, --url

사용할 CloudFormation 엔드포인트입니다.

아니요

Type: String
--http-proxy

HTTP 프록시입니다(비 SSL). 다음 형식을 사용합니다.
http://user:password@host:port

아니요

Type: String
--https-proxy

HTTPS 프록시입니다. 다음 형식을 사용합니다.
https://user:password@host:port

아니요

Type: String
-v, --verbose

상세 정보 표시 출력입니다. 이 옵션은 cfn-init가 초기화
에 실패하는 사례를 디버깅하는 데 유용합니다.

아니요

Note
초기화 이벤트를 디버깅하려면
DisableRollback을 켜야 합니다.
CloudFormation 콘솔에서 [고급 옵션 표시
(Show Advanced Options)]를 선택한 다음 [실
패 시 롤백(Rollback on failure)]을 [아니요(No)]
로 설정하면 이 옵션을 켤 수 있습니다. 그런 다
음 콘솔에 대해 SSH 접속을 수행하고 /var/log/
cfn-init.log에서 로그를 읽습니다.
-h, --help

도움말 메시지를 표시하고 종료합니다.

아니요

예
Amazon Linux 예제
다음 코드 조각은 WebServerInstance 리소스와 연결된 InstallAndRun configset를 실행하는 EC2 인
스턴스의 UserData 속성을 보여줍니다.
전체 예제 템플릿은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mazon EC2에서 애플리케이션 배포 (p. 39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JSON
"UserData" : { "Fn::Base64" :
{ "Fn::Joi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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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bash -xe\n",
"# Install the files and packages from the metadata\n",
"/opt/aws/bin/cfn-init -v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Instance ",
"
--configsets InstallAndRun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

]]}

YAML
UserData: !Base64
'Fn::Join':
- ''
- - |
#!/bin/bash -xe
- |
# Install the files and packages from the metadata
- '/opt/aws/bin/cfn-init -v '
- '
--stack '
- !Ref 'AWS::StackName'
- '
--resource WebServerInstance '
- '
--configsets InstallAndRun '
- '
--region '
- !Ref 'AWS::Region'
- |+

cfn-signal
설명
cfn-signal 헬퍼 스크립트는 Amazon EC2 인스턴스가 성공적으로 생성 또는 업데이트되었는지 여부를 나타
내도록 CloudFormation에 신호를 보냅니다. 인스턴스에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구성하는 경
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준비되면 CloudFormation에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CreationPolicy (p. 6495)와 함께 cfn-signal 스크립트를 사용하거나 WaitOnResourceSignals (p. 6506)
업데이트 정책과 함께 Auto Scaling 그룹을 사용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여 리소
스를 생성 또는 업데이트하는 경우 리소스가 필요한 신호 수를 수신하거나 제한 시간이 초과될 때가지 스택
에 대한 작업을 일시 중지합니다. CloudFormation에서 수신하는 각각의 유효한 신호에 대해 CloudFormation
에서는 스택 이벤트에 해당 신호를 게시합니다. 따라서 각 신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생성 정책 및 cfnsignal 사용에 대한 연습은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mazon EC2에서 애플리케이션 배포 (p. 39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Note
cfn-signal에는 자격 증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access-key, --secret-key, --role 또는
--credential-file 옵션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 증명을 지정하지 않으면
CloudFormation이 스택 멤버십을 확인하고 해당 인스턴스가 속한 스택에 대한 호출 범위를 제한합
니다.

리소스 신호 전송을 위한 구문(권장)
CloudFormation 리소스 신호를 전송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cfn-signal --success|-s signal.to.send \
--access-key access.key \
--credential-file|-f credential.file \
--exit-code|-e exit.code \
--http-proxy HTTP.prox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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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roxy HTTPS.proxy \
--id|-i unique.id \
--region AWS.region \
--resource resource.logical.ID \
--role IAM.role.name \
--secret-key secret.key \
--stack stack.name.or.stack.ID \
--url AWS CloudFormation.endpoint

대기 조건 핸들과 함께 사용할 구문
대기 조건 핸들 신호를 전송하려는 경우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cfn-signal --success|-s signal.to.send \
--reason|-r resource.status.reason \
--data|-d data \
--id|-i unique.id \
--exit-code|-e exit.code \
waitconditionhandle.url

옵션
생성 정책 또는 대기 조건 핸들 신호를 전송할지 여부에 따라 사용 가능한 옵션이 달라집니다. 생성 정책에
적용되는 일부 옵션은 대기 조건 핸들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름

설명

필수

--access-key(리소스 신
호 전송에만 해당)

CloudFormation SignalResource API를 호출할 권
한이 있는 계정의 AWS 액세스 키입니다. 자격 증명 파
일 파라미터가 이 파라미터를 대신합니다.

아니요

Type: String
-d, --data(대기 조건 핸 waitConditionHandle을 사용해 다시 전송할 데이
들에만 해당)
터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아니요

Type: String
기본값: 비어 있음
-e, --exit-code

성공 또는 실패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오류
코드입니다. 지정한 경우 --success 옵션이 무시됩니
다.

아니요

Type: String
예: -e $?(Linux의 경우), -e %ERRORLEVEL
%(Windows cmd.exe의 경우) 및 -e $lastexitcode
(Windows PowerShell의 경우)
-f, --credentialfile(리소스 신호 전송에
만 해당)

보안 액세스 키 및 액세스 키가 둘 다 포함된 파일입니
다. 자격 증명 파일 파라미터는 --role, --access-key 및
--secret-key 파라미터를 대신합니다.

아니요

Type: String
--http-proxy

HTTP 프록시입니다(비 SSL). 다음 형식을 사용합니다.
http://user:password@host:port
API 버전 2010-05-15
6582

아니요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fn-signal

이름

설명

필수

Type: String
--https-proxy

HTTPS 프록시입니다. 다음 형식을 사용합니다.
https://user:password@host:port

아니요

Type: String
-i, --id

전송할 고유한 ID입니다.

아니요

Type: String
기본값: Amazon EC2 인스턴스의 ID입니다. 이 ID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머신의 FQDN(Fully Qualified
Domain Name)이 반환됩니다.
-r, --reason (대기 조
건 핸들에만 해당)

리소스 이벤트의 상태 사유(현재, 실패 시에만 사용됨)
- 성공하지 못한 경우 기본적으로 '구성 실패'로 지정됩
니다.

아니요

Type: String
--region(리소스 신호 전
송에만 해당)

사용할 CloudFormation 리전 엔드포인트입니다.

아니요

Type: String
기본값: us-east-1

--resource(리소스 신호
전송에만 해당)

신호를 전송하려는 생성 정책이 포함된 리소스의 논리
적 ID (p. 329)입니다.

예

Type: String
--role(리소스 신호 전송
에만 해당)

인스턴스와 연결되는 IAM 역할의 이름입니다.

아니요

Type: String
조건: 자격 증명 파일 파라미터가 이 파라미터를 대신합
니다.

-s, --success

true인 경우 SUCCESS를 신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FAILURE를 신호합니다.

아니요

Type: Boolean
기본값: true
--secret-key(리소스 신
호 전송에만 해당)

지정된 AWS 액세스 키에 해당하는 AWS 비밀 액세스
키입니다.

아니요

Type: String
--stack(리소스 신호 전
송에만 해당)

신호를 전송하려는 리소스가 포함된 스택 이름 또는 스
택 ID입니다.

예

Type: String
-u, --url(리소스 신호
전송에만 해당)

사용할 CloudFormation 엔드포인트입니다.
Type: String

API 버전 2010-05-15
6583

아니요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cfn-signal

이름

설명

필수

waitconditionhandle.url(대
연결된 WaitCondition에 성공 또는 실패 신호를 전
기 조건 핸들에만 해당)
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미리 서명된 URL입니다.

예

Type: String

예
Amazon Linux 예제
일반적인 사용 패턴은 cfn-init와 cfn-signal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cfn-signal 호출은 cfn-init에 대한 호출
의 반환 상태를 사용합니다($? 셸 구성 사용). 애플리케이션이 설치에 실패하면 인스턴스 생성에 실패하고
스택이 롤백됩니다. Windows 스택은 AWS CloudFormation Windows 스택 부트스트랩 (p. 241)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imple EC2 instance",
"Resources": {
"My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Metadata": {
"AWS::CloudFormation::Init": {
"config": {
"files": {
"/tmp/test.txt": {
"content": "Hello world!",
"mode": "000755",
"owner": "root",
"group": "root"
}
}
}
}
},
"Properties": {
"ImageId": "ami-a4c7edb2",
"InstanceType": "t2.micro",
"UserData": {
"Fn::Base64": {
"Fn::Join": [
"",
[
"#!/bin/bash -x\n",
"# Install the files and packages from the metadata\n",
"/opt/aws/bin/cfn-init -v ",
"
--stack ",
{
"Ref": "AWS::StackName"
},
"
--resource MyInstance ",
"
--region ",
{
"Ref": "AWS::Region"
},
"\n",
"# Signal the status from cfn-init\n",
"/opt/aws/bin/cfn-signal -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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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ck ",
"Ref": "AWS::StackName"

},
"
"
{

}

}

}

}

}

]

]

--resource MyInstance ",
--region ",
"Ref": "AWS::Region"

},
"\n"

},
"CreationPolicy": {
"ResourceSignal": {
"Timeout": "PT5M"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imple EC2 instance
Resources:
MyInstance:
Type: AWS::EC2::Instance
Metadata:
'AWS::CloudFormation::Init':
config:
files:
/tmp/test.txt:
content: Hello world!
mode: '000755'
owner: root
group: root
Properties:
ImageId: ami-a4c7edb2
InstanceType: t2.micro
UserData: !Base64
'Fn::Join':
- ''
- - |
#!/bin/bash -x
- |
# Install the files and packages from the metadata
- '/opt/aws/bin/cfn-init -v '
- '
--stack '
- !Ref 'AWS::StackName'
- '
--resource MyInstance '
- '
--region '
- !Ref 'AWS::Region'
- |+
- |
# Signal the status from cfn-init
- '/opt/aws/bin/cfn-signal -e $? '
- '
--stack '
- !Ref 'AWS::StackName'
- '
--resource MyInst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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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 '
- !Ref 'AWS::Region'
- |+
CreationPolicy:
ResourceSignal:
Timeout: PT5M

예제
여러 CloudFormation 샘플 템플릿은 다음 템플릿을 비롯하여 cfn-signal을 사용합니다.
• LAMP: 로컬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단일 EC2 인스턴스
• WordPress: 로컬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단일 EC2 인스턴스

cfn-get-metadata
설명
cfn-get-metadata 헬퍼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CloudFormation에서 메타데이터 블록을 가져와 표준으로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를 지정하는 경우 메타데이터 블록의 하위 트리를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
상위 키만 지원됩니다.

Note
cfn-get-metadata에는 자격 증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access-key, --secret-key, --role
또는 --credential-file 옵션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 증명을 지정하지 않으면
CloudFormation이 스택 멤버십을 확인하고 해당 인스턴스가 속한 스택에 대한 호출 범위를 제한합
니다.

구문
cfn-get-metadata --access-key access.key \
--secret-key secret.key \
--credential-file|f credential.file \
--key|k key \
--stack|-s stack.name.or.id \
--resource|-r logical.resource.id \
--role IAM.role.name \
--url|-u service.url \
--region region

옵션
이름

설명

필수

-k, --key

키-값 페어의 경우 지정한 값에 대한 키의 이름을 반환
합니다.

아니요

Type: String
예: { "Key1": "SampleKey1", "Key2":
"SampleKey2" }의 경우 cfn-get-metadata -k
Key2에서는 SampleKey2를 반환합니다.
-s, --stack

스택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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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필수

Type: String
기본값: 없음
예제: -s { "Ref" : "AWS::StackName" },
-r, --resource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리소스의 논리적 리소스 ID입니
다.

예

Type: String
예제: -r WebServerHost
--role(리소스 신호 전송
에만 해당)

인스턴스와 연결되는 IAM 역할의 이름입니다.

아니요

Type: String
조건: 자격 증명 파일 파라미터가 이 파라미터를 대신합
니다.

--region

CloudFormation URL이 파생되는 리전입니다.

아니요

Type: String
기본값: 없음
예제: --region ", { "Ref" :
"AWS::Region" },
--access-key

CloudFormation에서 DescribeStackResource를 호출할
권한이 있는 계정의 AWS 액세스 키입니다.

조건

Type: String
조건: 자격 증명 파일 파라미터가 이 파라미터를 대신합
니다.
--secret-key

지정된 AWS 액세스 키에 해당하는 AWS 비밀 키입니
다.

조건

Type: String
조건: 자격 증명 파일 파라미터가 이 파라미터를 대신합
니다.
-f, --credentialfile

보안 키 및 액세스 키가 둘 다 포함된 파일입니다.
Type: String
조건: 자격 증명 파일 파라미터가 --access-key 및 -secret-key 파라미터를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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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n-hup
설명
cfn-hup 헬퍼는 리소스 메타데이터의 변경 사항을 감지하고 변경 사항이 감지되면 사용자 지정 작업을 실행
하는 데몬입니다. 이렇게 하면UpdateStack API 작업을 통해 실행 중인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한 구
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구문
cfn-hup --config|-c config.dir \
--no-daemon \
--verbose|-v

옵션
이름

설명

필수

--config|-c
config.dir

cfn-hup 스크립트가 cfn-hup.conf 및 hooks.d 디렉
터리를 찾는 경로를 지정합니다. Windows에서 기본 경
로는 system_drive\cfn입니다. Linux에서 기본 경로
는 /etc/cfn입니다.

아니요

--no-daemon

이 옵션을 지정하면 cfn-hup 스크립트를 한 번 실행한
다음 종료합니다.

아니요

-v, --verbose

이 옵션을 지정하면 상세 정보 표시 모드를 사용합니다.

아니요

cfn-hup.conf 구성 파일
cfn-hup.conf 파일은 cfn-hup 데몬이 대상으로 지정한 스택의 이름과 AWS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cfn-hup.conf 파일은 다음 형식을 사용합니다.
[main]
stack=<stack-name-or-id>

이름

설명

필수

stack

스택 이름 또는 ID입니다.

예

Type: String
credential-file

명령줄 도구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형식의 소유자
전용 자격 증명 파일입니다.

아니요

Type: String
조건: role 파라미터가 이 파라미터를 대신합니다.
role

인스턴스와 연결되는 IAM 역할의 이름입니다.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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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필수

region

스택이 포함된 AWS 리전의 이름입니다.

아니요

예: us-east-2
umask

cfn-hup 데몬에 사용되는 umask입니다.

아니요

앞에 0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이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Linux umask 명령과 유사하게)
8진수로 해석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Windows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형: 0~0777 사이의 8진수
기본값: 022, 버전 1.4–22 이상 022의 기본값은 그룹 및
세계 쓰기 권한을 마스킹하므로 cfn-hup 데몬으로 만든
파일은 기본적으로 그룹 또는 세계 쓰기가 가능하지 않
습니다. 버전 1.4–21 이전의 기본값은 아무것도 마스킹
하지 않는 0입니다.
interval

리소스 메타데이터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
는 데 사용되는 간격(분)입니다.

아니요

유형: 정수
기본값: 15
verbose

상세 정보 로깅을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아니요

유형: 부울
기본값: false

hooks.conf 구성 파일
cfn-hup 데몬이 정기적으로 호출하는 사용자 작업은 hooks.conf 구성 파일에서 정의됩니다. hooks.conf 파일
은 다음 형식을 사용합니다.
[hookname]
triggers=post.add or post.update or post.remove
path=Resources.<logicalResourceId> (.Metadata or .PhysicalResourceId)
(.<optionalMetadatapath>)
action=<arbitrary shell command>
runas=<runas user>

이 작업이 실행될 때는 (cfn-hup가 있는) 현재 환경의 사본에서 실행되고, CFN_OLD_METADATA는 이전 경
로 값으로, CFN_NEW_METADATA는 현재 경로 값으로 설정됩니다.
후크 구성 파일은 cfn-hup 데몬이 시작될 때만 로드되므로 새 후크를 사용하려면 데몬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
다. 이전 메타데이터 값의 캐시는 /var/lib/cfn-hup/data/metadata_db에 저장됩니다. 이 캐시를 삭제하여 cfnhup가 모든 post.add 작업을 다시 강제로 실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름

설명

필수

hookname

이 후크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예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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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필수

triggers

감지할 조건의 쉼표로 구분된 목록입니다.

예

유효한 값: post.add, post.update 또는
post.remove
예제: post.add, post.update
path

메타데이터 객체의 경로입니다. 메타데이터 블록 내에
서 임의 깊이의 경로를 지원합니다.

예

경로 형식 옵션
• Resources.<LogicalResourceId> — 리소스가 마
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을 모니터링하고, 리소스가
변경되면 트리거됩니다.
• Resources.<LogicalResourceId>PhysicalResourceId
— 리소스의 물리적 ID를 모니터링하고 연결된 리소
스 자격 증명이 변경되는 경우에만(예: 새 EC2 인스
턴스) 트리거됩니다.
• Resources.<LogicalResourceId>Metadata(.optional
path) — 리소스의 메타데이터에 변경 사항이 있는지
모니터링합니다(특정 값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메타
데이터 하위 경로를 임의 깊이 수준으로 지정할 수 있
음).
action

그대로 실행되는 임의 셸 명령입니다.

예

runas

명령을 실행하는 사용자입니다. Cfn-hup에서는 su 명령
을 사용하여 이 사용자로 전환합니다.

예

hooks.d 디렉터리
변경 알림 후크를 배포하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cfn-hup에서는 후크 구성 디렉터리
에 있는 hooks.d 디렉터리를 지원합니다. hooks.d 디렉터리에는 후크 구성 파일을 하나 이상 추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후크 파일은 hooks.conf 파일과 동일한 레이아웃을 사용해야 합니다.
cfn-hup 데몬은 이 디렉터리의 각 파일을 구문 분석하고 로드합니다. hooks.d 디렉터리에 있는 임의 후크가
hooks.conf의 후크와 이름이 같으면 후크가 병합됩니다(즉, hooks.d와 hooks.conf 파일 둘 다에서 지정하는
모든 값에 대해 hooks.d가 hooks.conf를 덮어 씀).

예
LaunchConfig 리소스와 연결된 AWS::CloudFormation::Init 리소스를 변경하면 다음 템플릿 조각에
서 CloudFormation이 cfn-auto-reloader.conf 후크 파일을 트리거합니다.

JSON
...

...

"LaunchConfig": {
"Type" :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Metadata" : {
"QBVersion": {"Ref": "paramQBVersion"},
"AWS::CloudFormation::In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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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
"content": { "Fn::Join": [ "", [
"[cfn-auto-reloader-hook]\n",
"triggers=post.update\n",
"path=Resources.LaunchConfig.Metadata.AWS::CloudFormation::Init\n",
"action=/opt/aws/bin/cfn-init -v ",
"
--stack ", { "Ref" : "AWS::StackName" },
"
--resource LaunchConfig ",
"
--configsets wordpress_install ",
"
--region ", { "Ref" : "AWS::Region" }, "\n",
"runas=root\n"
]]},
"mode" : "000400",
"owner" : "root",
"group" : "root"
}

YAML
...
LaunchConfig:
Typ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Metadata:
QBVersion: !Ref paramQBVersion
AWS::CloudFormation::Init:
...
/etc/cfn/hooks.d/cfn-auto-reloader.conf:
content: !Sub |
[cfn-auto-reloader-hook]
triggers=post.update
path=Resources.LaunchConfig.Metadata.AWS::CloudFormation::Init
action=/opt/aws/bin/cfn-init -v --stack ${AWS::StackName} --resource
LaunchConfig --configsets wordpress_install --region ${AWS::Region}
runas=root
mode: "000400"
owner: "root"
group: "root"
...

추가 예
샘플 템플릿은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mazon EC2에서 애플리케이션 배포 (p. 392)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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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템플릿
AWS CloudFormation 샘플 템플릿은 다양한 용도의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한 샘플 템플릿은 의 로드 밸런싱 Auto Scaling WordPress 블로그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샘플 템플릿은 고유
의 템플릿을 생성하기 위한 시작 지점으로 사용하고 프로덕션 레벨 환경을 시작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샘플 템플릿을 보려면 https://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cfn-sampletemplates.html을 참조하십시오.

Note
AWS Quick Starts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 AWS에서 Chef Server 또는
MongoDB와 같은 소프트웨어 배포를 자동화합니다. 이러한 템플릿을 사용하여 AWS에서 고유의
솔루션을 배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Quick Start 참조 배포를 참조하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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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ormation 문제 해결
AWS CloudFormation을(를) 사용할 때 CloudFormation 스택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원은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은 AWS CloudFormation FAQ를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포럼에서 답을 검색하고 질문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주제
• 문제 해결 안내서 (p. 6593)
• 오류 문제 해결 (p. 6593)
• 지원에 문의 (p. 6598)

문제 해결 안내서
AWS CloudFormation에서 스택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에 실패하면 오류 메시지 또는 로그를 보고 해당 문
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은 CloudFormation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
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오류와 해결책에 대해서는 오류 문제 해결 (p. 6593)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스택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는 스택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
제 중 스택 이벤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서 실패 이벤트를 찾은 다음 해당 이벤트에 대한 상
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 사유에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AWS CloudFormation 또는
특정 서비스의 오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택 이벤트 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AWS CloudFormation 스택 데이터 및 리소스 보기 (p. 108)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 Amazon EC2 문제의 경우 cloud-init 및 cfn 로그를 확인하십시오.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한 이러한
로그는 /var/log/ 디렉터리에 게시됩니다. 이러한 로그는 AWS CloudFormation에서 인스턴스를 설정
하는 동안 발생하는 프로세스 및 명령 출력을 캡처합니다. Windows의 경우 %ProgramFiles%\Amazon
\EC2ConfigService 및 C:\cfn\log에서 EC2Configure 서비스 및 cfn 로그를 확인합니다.
또한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를 표시하는 Amazon CloudWatch에 로그가 게시되도록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ication Management 블로그의 View CloudFormation Logs in the Console을 참조하세
요.

오류 문제 해결
AWS CloudFormation 스택과 관련해 다음 오류가 발생하면 아래 해결책에 따라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스택 삭제 실패 (p. 6594)
• 종속성 오류 (p. 6594)
• 목록 전달 시 발생하는 파라미터 구분 분석 오류 (p. 6594)
• IAM 권한 부족 (p. 6595)
• 잘못된 값 또는 지원되지 않는 리소스 속성 (p. 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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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초과 (p. 6595)
• 중첩 스택이 UPDATE_COMPLETE_CLEANUP_IN_PROGRESS,
UPDATE_ROLLBACK_COMPLETE_CLEANUP_IN_PROGRESS 또는
UPDATE_ROLLBACK_IN_PROGRESS 상태에서 정체됨 (p. 6595)
• 수행할 업데이트 없음 (p. 6596)
• 스택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 작업 중 리소스 안정화에 실패 (p. 6596)
• VPC에 보안 그룹이 없음 (p. 6596)
• 업데이트 롤백에 실패 (p. 6596)
• 대기 조건이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필요한 수의 신호를 수신하지 못함 (p. 6597)
• 리소스가 스택에서 제거되었지만 삭제되지 않음 (p. 6598)

스택 삭제 실패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다음 작업을 시도해 보십시오.
• 삭제하려면 일부 리소스는 비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버킷 또는 보안 그룹을 삭제하려면 Amazon S3
버킷의 객체를 모두 삭제하거나 Amazon EC2 보안 그룹의 인스턴스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 스택의 리소스를 삭제하려면 필수 IAM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 권한 이외에 기본 서
비스(예: Amazon S3 또는 Amazon EC2)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AWS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를 삭제할 수 없어 스택이 DELETE_FAILED 상태인 경우
RetainResources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삭제를 다시 실행한 다음 AWS CloudFormation에서 삭제할 수
없는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은 보존된 리소스를 삭제하지 않고 스택을 삭제합니다.
유지하려는 객체가 포함된 리소스(예: S3 버킷)를 삭제할 수 없지만 스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리소
스를 보존하면 유용합니다.
스택을 삭제한 후에는 연결된 AWS 서비스를 사용하여 보존한 리소스를 수동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종료 방지 기능이 활성화된 스택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종료 방지 기능이 활성화된 스택을 삭제하려고 시
도하면 삭제가 실패하고 스택(상태 포함)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스택의 종료 방지 기능을 비활성
화한 다음 삭제 작업을 다시 수행하십시오.
여기에는 루트 스택의 종료 방지 기능이 활성화된 중첩 스택 (p. 230)이 포함됩니다. 루트 스택의 종료 방지
기능을 비활성화한 다음 삭제 작업을 다시 수행하십시오. 중첩 스택은 직접 삭제하지 말고 루트 스택과 모
든 리소스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택 삭제 방지 (p. 11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다른 모든 문제의 경우, AWS Support이(가) 있으면 AWS Support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에 문
의 (p. 659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종속성 오류
종속성 오류를 해결하려면 템플릿의 기타 리소스에 따라 리소스에 DependsOn 속성을 추가합니다. 경우에
따라 AWS CloudFormation이 올바른 순서로 리소스를 생성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종속성을 명시적으로 선
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스택에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탄력적 IP 및 VPC를 생성하는 경
우 탄력적 IP는 인터넷 게이트웨이 연결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ependsOn 속성 (p. 650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목록 전달 시 발생하는 파라미터 구분 분석 오류
AWS Command Line Interface 또는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목록을 전달하는 경우 각 쉼표 앞에
이스케이프 문자(\)를 추가합니다. 다음 샘플은 AWS CLI를 사용하는 경우 입력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방법
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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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권한 부족
AWS CloudFormation 스택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 사용 권한 뿐만 아니라 템플릿에
설명된 기본 서비스 사용 권한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mazon S3 버킷을 생성하거나 Amazon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경우 Amazon S3 또는 Amazon EC2에 대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IAM 정책을 검토하
고 AWS CloudFormation 스택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필수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을 통한 액세스 제어 (p. 5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잘못된 값 또는 지원되지 않는 리소스 속성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생성 또는 업데이트하는 경우 잘못된 입력 파라미터, 지원되지 않는 리소스 속
성 이름 또는 지원되지 않는 리소스 속성 값으로 인해 스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력 파라미터의
경우 리소스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Amazon EC2 키 페어 또는 VPC ID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리소스가 사용자 계정에 있어야 하고, 스택을 생성 또는 업데이트한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AWS 특정 파라
미터 유형 (p. 275)을 사용하여 올바른 값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속성 이름 및 값의 경우 올바른 이름 및 값을 사용하도록 템플릿을 업데이트합니다. 전체 리소스 및
해당 속성 이름 목록은 AWS 리소스 및 속성 유형 참조 (p. 72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제한 초과
리소스 제한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시작할 수 있는 Amazon EC2 인스턴스의 최대 개
수는 20개입니다. 계정 제한보다 더 많은 Amazon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려고 하면 인스턴스 생성에 실
패하고 오류 Status=start_failed가 수신됩니다. 서비스별 기본 AWS 한도를 보려면 AWS General
Reference에서 AWS 서비스 한도를 참조하세요.
AWS CloudFormation 제한 및 조정 전략은 AWS CloudFormation 할당량 (p. 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업데이트 중 리소스가 바뀌면 AWS CloudFormation은 이전 리소스를 삭제하기 전에 새 리소스를 생성
합니다. 이로 인해 계정이 리소스 제한을 초과할 수 있고, 결국 업데이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초과 리소스
를 삭제하거나 한도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첩 스택이
UPDATE_COMPLETE_CLEANUP_IN_PROGRESS,
UPDATE_ROLLBACK_COMPLETE_CLEANUP_IN_PROGRESS
또는 UPDATE_ROLLBACK_IN_PROGRESS 상태에서 정
체됨
중첩 스택 롤백에 실패합니다. 중첩 스택 간의 잠재적인 리소스 종속성으로 인해 모든 중첩 스택이 업데이
트되거나 롤백될 때까지 AWS CloudFormation에서 중첩 스택 리소스 정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중첩 스
택 롤백에 실패하면 AWS CloudFormation은 나머지 중첩 스택의 상태와 관계없이 작업을 모두 취소합니
다. 업데이트 또는 롤백을 완료했으나 다른 중첩 스택의 롤백 실패로 인해 AWS CloudFormation으로부터
정리 시작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중첩 스택의 상태는 UPDATE_COMPLETE_CLEANUP_IN_PROGRESS 또는
UPDATE_ROLLBACK_COMPLETE_CLEANUP_IN_PROGRESS입니다. 업데이트에 실패했으나 롤백 신호를 수
신하지 못한 중첩 스택의 상태는 UPDATE_ROLLBACK_IN_PROGRESS입니다.
스택 템플릿이 스택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경우 AWS CloudFormation 외부에서 수행된 변경
사항으로 인해 중첩 스택 롤백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이 생성 또는 업데이트된 경우 중첩 스택의
Auto Scaling 그룹에 리소스 신호 제한 시간이 짧게 지정되어 있으면 중첩 스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659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수행할 업데이트 없음

스택을 수정하려면 AWS Support (p. 6598)에 문의하세요.

수행할 업데이트 없음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업데이트하려면 템플릿 또는 파라미터 값 변경 사항을 AWS CloudFormation
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AWS CloudFormation은 일부 템플릿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로 인식하지 않습니
다(예: 삭제 정책, 업데이트 정책, 조건 선언 또는 출력 선언에 대한 변경 사항). 다른 변경 없이 이러한 변경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리소스에 대한 메타데이터 (p. 6505) 속성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중 템플릿 수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템플릿 수정 (p. 12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스택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 작업 중 리소스 안정화
에 실패
작업이 AWS CloudFormation 제한 시간을 초과했거나 AWS 서비스가 중단되어 리소스가 응답하지 않았습
니다. 서비스 중단의 경우 관련 AWS 서비스가 실행 중인지 확인한 다음 스택 작업을 다시 시도합니다.
AWS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스택에 다음 리소스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 작업의 경우)
•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생성 작업의 경우)
• AWS::CloudFormation::Stack(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 작업의 경우)
• AWS::ElasticSearch::Domain(업데이트 작업의 경우)
• AWS::RDS::DBCluster(생성 및 업데이트 작업의 경우)
• AWS::RDS::DBInstance(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 작업의 경우)
• AWS::Redshift::Cluster(업데이트 작업의 경우)
이러한 리소스에 대한 작업은 기본 제한 시간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사용하는 리소스와 자
격 증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한 시간을 연장하려면 스택 작업을 수행할 때 서비스 역할 (p. 69)을 지정합니
다. 이미 서비스 역할을 사용 중이거나 스택에 목록에 없는 리소스가 포함된 경우 AWS Support (p. 6598)에
문의하세요.
스택 상태가 UPDATE_ROLLBACK_FAILED인 경우 업데이트 롤백 실패 (p. 6596)를 참조하십시오.

VPC에 보안 그룹이 없음
VPC에 지정한 보안 그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안 그룹이 없으면 보안 그룹 이름이 아니라 보안
그룹 ID를 지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AWS::EC2::SecurityGroupIngress 리소스에는
SourceSecurityGroupName 및 SourceSecurityGroupId 속성이 있습니다. VPC 보안 그룹의 경우
SourceSecurityGroupId 속성을 사용하고 보안 그룹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롤백에 실패
종속 리소스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없으면 롤백에 실패합니다(UPDATE_ROLLBACK_FAILED 상태). 예
를 들어, AWS CloudFormation 외부에서 삭제된 이전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로 롤백되는 스택이 있을 수 있
습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되었는지 알지 못하므로 해당 데이터베이스 인
스턴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롤백을 시도합니다. 따라서 업데이트 롤백에 실패합니다.
실패 원인에 따라 오류를 수동으로 수정하거나 계속해서 롤백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롤백하여 스택을 작
업 상태(UPDATE_ROLLBACK_COMPLETE 상태)로 되돌린 다음 스택을 다시 업데이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목록에는 업데이트 롤백 실패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오류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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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신호 수 수신에 실패
signal-resource 명령을 사용하여 성공 신호를 대기 중인 리소스에 필요한 수의 성공 신호를 수동으로
전송한 다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롤백합니다. 예를 들어 업데이트 롤백 중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
턴스가 지정된 제한 시간 이내에 성공 신호를 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Auto Scaling 그룹에 성공 신
호를 수동으로 전송합니다. 업데이트 롤백을 계속 진행하면 AWS CloudFormation에서 수동으로 보낸
신호를 감지해 롤백을 계속 진행합니다.
• AWS CloudFormation 외부에서 리소스 변경이 수행됨
원본 스택의 템플릿과 일치하도록 리소스를 수동으로 동기화한 다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롤백합니
다. 예를 들어, AWS CloudFormation에서 롤백하려는 리소스를 수동으로 삭제한 경우 원본 스택과 이
름 및 속성이 동일한 리소스를 수동으로 생성해야 합니다.
• 권한 부족
리소스를 수정할 IAM 권한이 충분한지 확인한 다음 업데이트 롤백을 계속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IAM 정책이 S3 버킷의 생성은 허용하지만 해당 버킷의 수정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책에 수
정 작업을 추가하십시오.
• 잘못된 보안 토큰
AWS CloudFormation에는 새로운 자격 증명 세트가 필요합니다. 아무 변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
속해서 업데이트를 롤백하면 자격 증명이 갱신됩니다.
• 제한 오류
필요 없는 리소스를 삭제하거나 할당량 증가를 요청한 다음 계속해서 업데이트 롤백을 진행합니다. 예
를 들어, EC2 인스턴스 개수에 대한 계정 제한이 20개인데 업데이트 롤백이 이 제한을 초과한 경우 롤
백에 실패합니다.
• 리소스가 안정화되지 않음
작업이 AWS CloudFormation 제한 시간을 초과했거나 AWS 서비스가 중단되어 리소스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변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리소스 작업이 완료되거나 AWS 서비스가 다시 작동 상
태가 되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롤백합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롤백하려면 AWS CloudFormation 콘솔 또는 AWS 명령줄 인터페이스(AWS CLI)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롤백 계속 (p. 168) 단원을 참조하세요.
이러한 해결책을 모두 수행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AWS CloudFormation에서 성공적으로 롤
백할 수 없는 리소스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API Reference의
ContinueUpdateRollback 작업에 대한 ResourcesToSkip 파라미터를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에서 지정된 리소스의 상태를 UPDATE_COMPLETE(으)로 설정하고 스택을 계속 롤백합니다.
롤백이 완료된 이후에는 건너뛴 리소스의 상태가 스택 템플릿에 있는 리소스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게 됩니
다. 다른 스택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서로 일치하도록 리소스를 수정하거나 스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
렇지 않으면 후속 스택 업데이트에 실패할 수 있고, 이 경우 스택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대기 조건이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필요한 수의
신호를 수신하지 못함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다음 작업을 시도해 보십시오.
• 사용 중인 AMI에 AWS CloudFormation 헬퍼 스크립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AMI에 헬퍼 스크
립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스턴스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헬퍼 스크립트 참조 (p. 6575) 섹션을 참조하세요.
• 인스턴스에서 cfn-signal 명령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var/log/cloudinit.log 또는 /var/log/cfn-init.log와 같은 로그를 보면 인스턴스 시작을 디버그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에 로그인해 로그를 검색할 수 있지만 실패 시 롤백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
정 (p. 104)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택 생성 실패 후 AWS CloudFormation에서 인스턴스를 삭제합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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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Amazon CloudWatch에 로그를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의 경우 C:\cfn\log에서 cfn 로그를,
%ProgramFiles%\Amazon\EC2ConfigService에서 EC2Configure 서비스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 인스턴스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스턴스가 VPC에 있는 경우 인스턴스가 프라이빗 서
브넷에 있는 경우에는 NAT 디바이스를 통해 또는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스턴스의 인터넷 연결을 테스트하려면 퍼블릭 웹 페이지(예:
http://aws.amazon.com)에 액세스해 봅니다. 예를 들어 인스턴스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
다. 이 명령이 HTTP 200 상태 코드를 반환해야 합니다.
curl -I https://aws.amazon.com

NAT 디바이스 구성에 대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NAT를 참조하십시오.

리소스가 스택에서 제거되었지만 삭제되지 않음
스택 업데이트 중 CloudFormation이 스택에서 리소스를 제거했지만 리소스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리소스
가 아직 남아 있지만 더 이상 CloudFormation을 통해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스택 업데이트 중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CloudFormation이 기존 리소스를 교체해야 하므로, 먼저 새로운 리소스를 만들고 이전 리소스를 삭제하려
고 시도합니다.
• 스택 템플릿에서 리소스를 제거했기 때문에 CloudFormation이 스택에서 리소스를 삭제하려고 시도합니
다.
그러나 CloudFormation이 리소스를 삭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 유형의 리
소스를 삭제할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은 세 번에 걸쳐 이전 리소스를 삭제하려고 시도합니다. CloudFormation이 이전 리소스를 삭
제하지 못하면 스택에서 이전 리소스를 제거하고 스택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스택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CloudFormation이 UPDATE_COMPLETE 스택 이벤트를 실행하지만 하나 이상의 리소스를 삭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StatusReason이 포함됩니다. CloudFormation은 특정 리소스에 대한 DELETE_FAILED 이벤트
를 실행하는데, CloudFormation이 리소스 삭제에 실패한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는 해당 StatusReason도
제공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콘솔 또는 API를 사용하여 기본 서비스에 대한 리소스를 직접 삭제하세요.

지원에 문의
AWS Support를 사용하는 경우 https://console.aws.amazon.com/support/home#/에서 기술 지원 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 센터에 연락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수집합니다.
• 스택의 ID. 스택 ID는 AWS CloudFormation 콘솔의 개요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AWS CloudFormation 스택 데이터 및 리소스 보기 (p. 108) 섹션을 참조하세
요.

Important
AWS CloudFormation 외부의 스택은 변경하지 마십시오. AWS CloudFormation 외부에서 스택을
변경하면 스택이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스택 오류 메시지. 스택 오류 메시지 보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 해결 안내서 (p. 6593) 단원을 참조하
십시오.
• Amazon EC2 문제의 경우 cloud-init 및 cfn 로그를 수집하십시오.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한 이러한
로그는 /var/log/ 디렉터리에 게시됩니다. 이러한 로그는 인스턴스를 설정하는 동안 발생하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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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명령 출력을 캡처합니다. Windows의 경우 %ProgramFiles%\Amazon\EC2ConfigService 및 C:
\cfn\log에서 EC2Configure 서비스 및 cfn 로그를 수집합니다.
AWS CloudFormation 포럼에서 답을 검색하고 질문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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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스 기록
다음 표에서는 2018년 5월 이후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의 각 릴리스에서 변경된 중요 사항에 대
해 설명합니다. 이 설명서에 대한 업데이트 알림을 받으려면 RSS 피드를 구독하면 됩니다.
변경 사항

설명

날짜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612)

AWS::CloudTrail::Trail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September 10, 2021

AWS::CloudTrail::Trail
ExcludeManagementEventSources
속성을 사용하여 추적 로그
에서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이벤트를
제외합니다.
추적의 인사이트 이벤
트를 로깅하려는 경우
InsightSelectors 속성을
사용하여 인사이트 이벤트 유
형을 지정합니다.
Organizations를 계정
에서 사용하는 경우
AWS Organizations
추적을 생성하려면
IsOrganizationTrail 속
성을 사용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226)

AWS::Cassandra::Table 리소 September 3, 2021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assandra::Table
AWS::Cassandra::Table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Keyspaces의 기존 테이블
에 새 일반 열을 추가합니다
(Apache Cassandra용).

업데이트된 리소스 (p. 725)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September 2, 2021
OcspConfiguration 리
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RevocationConfiguration 리소스
가 추가되었습니다.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OcspConfiguration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OcspConfiguration
객체를 사용하여 C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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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SP(온라인 인증서 상태 프
로토콜) 지원을 구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172)

AWS::DataSync::Task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September 2, 2021

AWS::DataSync::Task
이Includes 속성을 사용하
여 작업에 포함할 파일을 지
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273)

September 2, 2021
AWS::EventSchemas::Discoverer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ventSchemas::Discoverer
이 CrossAccount 속성을 사
용하여 다른 계정의 이벤트
스키마를 검색할 수 있습니
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333)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September 2, 2021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이제 CloudFormation
의 전송 스트림에
DynamicPartitioningConfiguration
속성 유형이 지원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231)

AWS::Transfer::Server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September 2, 2021

AWS::Transfer::Server
WorkflowDetail
이 WorkflowDetail 속성을
사용하여 워크플로우에 대한
단계 및 기타 세부 정보를 지
정합니다.
AWS::Transfer::Server
WorkflowDetails
WorkflowDetails 속성을
WorkflowDetails 속성의
컨테이너로 사용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3725)

새로운 리소스
AWS::IoT::FleetMetric입니다.
AWS::IoT::FleetMetric
AWS::IoT::FleetMetric
리소스를 사용하여 플릿 지표
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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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5560)

AWS::S3::MultiRegionAccessPoint September 2, 2021
및
AWS::S3::MultiRegionAccessPointPolicy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S3::MultiRegionAccessPoint
AWS::S3::MultiRegionAccessPoint
리소스를 사용하여 S3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 구성을
생성합니다.
AWS::S3::MultiRegionAccessPointPolicy
AWS::S3::MultiRegionAccessPointPolicy
리소스를 사용하여 S3 다중
리전 액세스 포인트 정책 구
성을 생성합니다.

용어집 변경 (p. 4393)

AWS KMS은(는) CMK(고객 마스
터 키)라는 용어를 AWS KMS key
및 KMS 키로 대체합니다. 개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호환성에 영
향을 미치는 변경을 방지하기 위
해 AWS KMS은(는) 이 용어의 일
부 변형을 유지합니다.

August 30, 2021

스택 장애 옵션 (p. 6600)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된 리소
스를 롤백하지 않고 장애 지점
에서 시작하여 프로비저닝 장
애가 발생할 경우 애플리케이
션을 반복적으로 개발할 수 있
습니다. 스택 장애 옵션을 지
정하여CREATE_FAILED 또
는UPDATE_FAILED 상태의 리소
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
든 스택 배포 및 변경 집합 작업에
대한 실패 옵션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August 30, 2021

자세한 내용은스택 장애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716)

AWS::CodeBuild::Project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odeBuild::Project
퍼블릭 빌드를 지원하기 위
해 ResourceAccessRole
및Visibility 속성이 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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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2676)

AWS::AutoScaling::ScalingPolicy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ugust 19, 2021

AWS::AutoScaling::ScalingPolicy
PredictiveScaling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예측 크
기 조정 정책 구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5402)

AWS::Redshift::Cluster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ugust 19, 2021

다음 속성을 추가하도록
AWS::Redshift::Cluster 리소스를
업데이트했습니다.
AquaConfigurationStatus
AvailabilityZoneRelocation
AvailabilityZoneRelocationStatus
클래식
DeferMaintenance
DeferMaintenanceDuration
DeferMaintenanceEndTime
DeferMaintenanceIdentifier
DeferMaintenanceStartTime
DestinationRegion
EnhancedVpcRouting
MaintenanceTrackName
ManualSnapshotRetentionPeriod
ResourceAction
RevisionTarget
RotateEncryptionKey
SnapshotCopyGrantName
SnapshotCopyManual
SnapshotCopyRetention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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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5722)

AWS::SageMaker::EndpointConfig August 19, 2021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ageMaker::EndpointConfig
AsyncInferenceClientConfig
속성 유형에서
MaxConcurrentInvocationsPerInstance
속성을 사용하여 최대 동시
요청 수를 설정합니다.
AsyncInferenceConfig 속성
유형에서 ClientConfig를
사용하여 SageMaker가 사용
하는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구
성합니다. OutputConfig를
사용하여 호출 출력을 지정합
니다.
AsyncInferencenotificationConfig
속성에서 ErrorTopic
및SuccessTopic을 사용하
여 추론이 실패하거나 성공적
으로 완료될 경우 알림을 게
시할 Amazon SNS 주제를 정
의합니다.
OutputConfig 속성 유
형에서 KmsKeyId를
사용하여 비동기 추론
출력을 암호화합니다.
NotificationConfig를
사용하여 알림 구성을 지정하
고 S3OutputPath를 사용하
여 S3에서 출력 위치를 지정
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202)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AWS::Elasticsearch::Domain.

August 17, 2021

AWS::Elasticsearch::Domain
ColdStorageOptions 속
성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콜
드 스토리지를 사용할지 여부
를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789)

다음 리소스가 업
August 12, 2021
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iGateway::DomainName
AWS::ApiGateway::DomainName
OwnershipVerificationCertificateArn
속성을 사용하여 상호 TLS를
통해 도메인 소유권을 확인하
는 데 사용할 인증서 ARN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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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889)

AWS::ApiGatewayV2::DomainNameAugust 12, 2021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iGatewayV2::DomainName
OwnershipVerificationCertificateArn
속성을 사용하여 상호 TLS를
통해 도메인 소유권을 확인하
는 데 사용할 인증서 ARN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502)

AWS::LookoutEquipment::InferenceScheduler
August 12, 2021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LookoutEquipment::InferenceScheduler
ModelName 속성이 변경되어
업데이트를 교체해야 합니다.
ServerSideKmsKeyId 속성이
변경되어 업데이트를 교체해
야 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5722)

AWS::SageMaker::Model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ugust 12, 2021

AWS::SageMaker::Model
ImageConfig 속성 유형에서
RepositoryAuth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모델 이미지
가 호스팅되는 프라이빗 도커
레지스트리에 대한 인증 구성
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347)

AWS::WAFv2::WebACL 리소스가 August 12, 2021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WAFv2::WebACL
이제 관리형 규칙 그룹에
사용할 버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ManagedRuleGroupStatement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347)

AWS::WAFv2::LoggingConfigurationAugust 12, 2021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WAFv2::LoggingConfiguration
AWS WAF에서 로깅을 위
해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대상과 웹 ACL 리소
스 간의 연결을 정의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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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1261)

AWS::AppSync::GraphQLApi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ugust 5, 2021

AWS::AppSync::GraphQLApi
LambdaAuthorizer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AWS
Lambda 함수 권한 부여에 대
한 구성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350)

AWS::FSx::FileSystem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ugust 5, 2021

AWS::FSx::FileSystem
WindowsConfiguration
속성 유형에서
AuditLog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FSx Windows File Server 인
스턴스의 파일, 폴더 및 파일
공유에 대한 최종 사용자 액
세스에 대한 감사 이벤트 로
깅을 활성화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1312)

AWS::Athena::PreparedStatement August 5, 2021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Athena::PreparedStatement
AWS::Athena::PreparedStatement
리소스를 사용하여 Athena에
서 SQL 쿼리에 사용할 준비
된 문을 지정합니다. 서로 다
른 쿼리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쿼리를 반복적으로 실
행하려면 준비된 문을 사용합
니다. 준비된 문에는 실행 시
값이 제공되는 파라미터 자리
표시자가 포함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065)

AWS::DataBrew::Job 리소스가 업 July 29, 2021
데이트되었습니다.
AWS::DataBrew::Job
AWS::DataBrew::Job.DatabaseOutputs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작성하
려는 DataBrew 작업의 출력
대상을 정의합니다.
AWS::DataBrew::Job.ProfileConfiguration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DataBrew 프로파일 작업을
실행할 때 포함할 통계를 구
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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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5701)

AWS::S3Outposts::EndPoint 리소 July 29, 2021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3Outposts::EndPoint
AWS::S3Outposts::EndPoint.AccessType
속성을 사용하여 고객 소유
IP(CoIP) 주소를 사용하여 엔
드포인트를 만들고 온프레미
스 네트워크에서로컬 게이트
웨이를 만들어 Amazon S3
on AWS Outposts 객체에 액
세스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5513)

다음 리소스가 릴리스되었습니다. July 29, 2021
AWS::Route53RecoveryControl::Cluster,
AWS::Route53RecoveryControl::ControlPanel,
AWS::Route53RecoveryControl::RoutingControl,
AWS::Route53RecoveryControl::SafetyRule
AWS::Route53RecoveryControl::Cluster
트래픽 라우팅을 위한 간단
한 온/오프 스위치인 라우
팅 컨트롤을 호스팅하려면
AWS::Route53RecoveryControl::Cluster을
(를) 사용합니다.
AWS::Route53RecoveryControl::ControlPanel
AWS::Route53RecoveryControl::ControlPanel을
(를) 사용하여 단일 트랜잭션
에서 함께 업데이트할 수 있
는 라우팅 컨트롤 그룹을 정
의합니다.
AWS::Route53RecoveryControl::RoutingControl
AWS::Route53RecoveryControl::RoutingControl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복제
본으로의 트래픽을 장애 조치
하고 가용 영역 또는 리전에
걸쳐 애플리케이션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AWS::Route53RecoveryControl::SafetyRule
라우팅 컨트롤을 위한 세
이프가드를 구성하려면
AWS::Route53RecoveryControl::SafetyRule을
(를) 사용하여 라우팅 컨트롤
을 한 번에 끄고 모든 트래픽
흐름을 중지하는 등의 작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660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새로운 리소스 (p. 5523)

다음 리소스가 릴리스되었습니다. July 29, 2021
AWS::Route53RecoveryReadiness::Cell,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adinessCheck,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coveryGroup,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sourceSet
AWS::Route53RecoveryReadiness::Cell
AWS::Route53RecoveryReadiness::Cell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대
한 단일 셀을 정의합니다.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adinessCheck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adinessCheck을
(를) 사용하여 장애 조치
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준
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Amazon Route
53 Application Recovery
Controller는 준비 상태 검사
를 사용하여 리소스 세트의
리소스 준비 상태를 확인합니
다.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coveryGroup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coveryGroup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대
한 복구 그룹을 정의합니다.
복구 그룹은 애플리케이션을
모델링하고 애플리케이션 복
제본을 나타내는 셀을 포함합
니다.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sourceSet
AWS::Route53RecoveryReadiness::ResourceSet을
(를) 사용하여 준비 확인과 연
결할 수 있는 단일 유형의 리
소스 그룹을 정의합니다.

스택을 스택 세트로 가져오
기 (p. 6600)

AWS CloudFormation스택 가져오 July 28, 2021
기 작업은 기존 스택을 새 스택 세
트 또는 기존 스택 세트로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한 번의 작업으로 기
존 스택을 스택 세트로 마이그레
이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택을 스택 세트
로 가져오기를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0-05-15
660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622)

AWS::CloudWatch::Alarm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uly 22, 2021

AWS::CloudWatch::Alarm
MetricDataQuery 속성 유형
에서 교차 계정 경보인 경우
AccountId 속성을 사용하여
지표가 있는 계정의 ID를 지
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5179)

AWS::QLDB::Ledger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July 22, 2021

AWS::QLDB::Ledger
KmsKey 속성을 사용하여
원장에서 저장 중인 암호화
에 사용할 고객 관리형 AWS
KMS 키를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4502)

AWS::LookoutEquipment::InferenceScheduler
July 22, 2021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LookoutEquipment::InferenceScheduler
AWS::LookoutEquipment::InferenceScheduler
리소스를 사용하여 새로운 측
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시간 추론 계획을
설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346)

AWS::EC2::VPCCidrBlock 리소스 July 21, 2021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C2::VPCCidrBlock
Ipv6CidrBlock 속성을
사용하여 IPv6 주소 풀에서
IPv6 CIDR 블록을 지정합니
다.
Ipv6Pool 속성을 사용하
여 IPv6 CIDR 블록을 할당할
IPv6 주소 풀의 ID를 지정합
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226)

AWS::Cassandra::Table 리소 July 21, 2021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assandra::Table.EncryptionSpecification
AWS::Cassandra::Table.EncryptionSpecification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Keyspaces(Apache
Cassandra용)에 새 테이블 또
는 기존 테이블에 대한 암호
화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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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량 증가 (p. 6600)

다음 AWS CloudFormation 할당
량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uly 15, 2021

• 이제 AWS CloudFormation 계
정에서 기본값으로 설정된 최
대 2000개의 스택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할당량을 참조
하세요.
새로운 리소스 (p. 1677)

AWS::Logs::ResourcePolicy 리소
스가 추가되었습니다.

July 15, 2021

AWS::Logs::ResourcePolicy
AWS::Logs::ResourcePolicy
리소스를 사용하여 다른
AWS 서비스에서 이 계정
에 로그 이벤트를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는 IAM 정책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Watch Logs로 전송되
는 로그를 참조하세요.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065)

AWS::DataBrew::Job 리소스가 업 July 9, 2021
데이트되었습니다.
AWS::DataBrew::Job
AWS::DataBrew::Job.DataCatalogOutput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DataBrew 레시피 작업의
출력을 AWS Glue Data
Catalog로 정의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586)

July 8, 2021
AWS::ServiceDiscovery::PrivateDnsNamespace
및
AWS::ServiceDiscovery::PublicDnsNamespac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erviceDiscovery::PrivateDnsNamespace
Properties 속성을 사용하
여 AWS Cloud Map 프라이
빗 DNS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DNS 속성을 지정합니다.
AWS::ServiceDiscovery::PublicDnsNamespace
Properties 속성을 사용하
여 AWS Cloud Map 퍼블릭
DNS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DNS 속성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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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1775)

AWS::CodeDeploy::Application,
July 8, 2021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및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odeDeploy::Application
Tags 속성을 사용하여
CodeDeploy 애플리케이션에
추가할 메타데이터를 지정합
니다.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TrafficRouting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배포 트래픽
의 경로 지정 방법을 지정합
니다.
ComputePlatform 속성을
사용하여 배포의 대상 플랫
폼 유형(Lambda, Server 또
는ECS)을 지정합니다.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BlueGreenDeployment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배포 그룹의
블루/그린 배포 옵션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ECSServices 속성을 사
용하여 배포 그룹의 대상
Amazon ECS 서비스를 지정
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676)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July 8, 2021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BlockDevice 속성을 사용
하여 시작 구성에 대한 블록
디바이스 매핑에서 GP3 볼륨
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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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649)

AWS::ImageBuilder::ContainerRecipe
July 1, 2021
및
AWS::ImageBuilder::DistributionConfiguration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ImageBuilder::DistributionConfiguration
LaunchTemplate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Image
Builder 이미지를 배포한 지정
된 계정에 Amazon EC2 시작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AWS::ImageBuilder::ContainerRecipe
• GN::GetAtt 함수로 컨테
이너 레시피 Name 속성을
검색합니다.
• InstanceBlockDeviceMapping
속성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빌드
인스턴스에 대한 블록 디바
이스 매핑을 정의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July 1, 2021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ScheduledAction 속성 유형
에서 Timezone 속성을 사용
하여 현지 표준 시간대의 예
약 작업을 생성합니다. 해당
하는 표준 시간대에서 일광
절약 시간(DST)이 관찰되는
경우 일광 절약 시간에 맞춰
반복 작업이 자동으로 조정됩
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212)

AWS::DAX::Cluster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June 24, 2021

AWS::DAX::Cluster
ClusterEndpointEncryptionType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엔드포인
트의 암호화 유형을 지정합니
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231)

AWS::Transfer::Server.ProtocolDetails
June 24, 2021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Transfer::Server
ProtocolDetails
ProtocolDetails 속성을
사용하여 FTP 및 FTPS 프로
토콜의 PassiveIp 주소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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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1458)

AWS::CloudFormation::PublicTypeVersion,
June 24, 2021
AWS::CloudFormation::Publisher
및
AWS::CloudFormation::TypeActivation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loudFormation::PublicTypeVersion
AWS::CloudFormation::PublicTypeVer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등록된 확
장을 퍼블릭 서드 파티 확장
으로 테스트하고 게시합니다.
AWS::CloudFormation::Publisher
AWS::CloudFormation::Publisher
리소스를 사용하여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
에 퍼블릭 확장 게시자로 계
정을 등록합니다.
AWS::CloudFormation::TypeActivation
AWS::CloudFormation::TypeActiv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퍼블릭 서
드 파티 확장을 활성화하여
CloudFormation 작업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2017)

AWS::Connect::QuickConnect 리
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June 24, 2021

AWS::Connect::QuickConnect
AWS::Connect::QuickConnect
리소스를 사용하여 빠른 연결
을 생성합니다.
퍼블릭 서드 파티 확장 게
시 (p. 6600)

Amazon의 확장과 마찬가지로 서
드 파티 게시자가 제공하는 퍼블
릭 확장을 사용합니다.

June 21, 2021

자세한 내용은 퍼블릭 확장 사
용을 참조하세요. 서드 파티 퍼블
릭 확장 게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CloudFormation CLI 사용 설명
서에서 확장 게시를 참조하세요.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908)

AWS::MWAA::Environment 리소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스케줄러
Schedulers 속성을 사용하
여 환경에서 실행되는 최소
Apache Airflow 스케줄러 수
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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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2676)

AWS::AutoScaling::ScheduledActionJune 18, 2021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utoScaling::ScheduledAction
TimeZone 속성을 사용하여
현지 표준 시간대로 반복되는
예약 작업을 생성합니다. 해
당하는 표준 시간대에서 일광
절약 시간(DST)이 관찰되는
경우 일광 절약 시간에 맞춰
반복 작업이 자동으로 조정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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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1089)

AWS::AppMesh::VirtualNode,
AWS::AppMesh::GatewayRoute,
and AWS::AppMesh::Route 리소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une 17, 2021

AWS::AppMesh::VirtualNode
DnsServiceDiscovery 속
성을 사용하여 가상 노드에
대한 DNS 서비스 검색 정보
를 나타냅니다.
AWS::AppMesh::GatewayRoute
GatewayRouteHostnameMatch
속성을 사용하여 일치할 게이
트웨이 경로 호스트 이름을
나타냅니다.
GatewayRouteHostnameRewrite
속성을 사용하여 다시 작성할
게이트웨이 경로 호스트 이름
을 나타냅니다.
GrpcGatewayRouteMetadata
속성을 사용하여 게이트웨이
경로의 메타데이터를 나타냅
니다.
GrpcGatewayRouteRewrite
속성을 사용하여 다시 작성할
게이트웨이 경로를 나타냅니
다.
GrpcMetadataMatchMethod
속성을 사용하여 일치할 메서
드 헤더를 나타냅니다.
HttpGatewayRouteHeader
속성을 사용하여 게이트웨이
경로에서 HTTP 헤더를 나타
냅니다.
HttpGatewayRoutePathRewrite
속성을 사용하여 다시 작성할
경로를 나타냅니다.
HttpGatewayRoutePrefixRewrite
속성을 사용하여 다시 작성할
경로의 시작 문자를 나타냅니
다.
HttpGatewayRouteRewrite
속성을 사용하여 다시 작성할
경로의 시작 문자를 나타냅니
다.
HttpGatewayRoutePathRewrite
속성을 사용하여 다시 작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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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 시작 문자를 나타냅니
다.
AWS::AppMesh::Route
HttpQueryParameter 속
성을 사용하여 요청의 쿼리
파라미터를 나타냅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393)

AWS::KMS::Key 리소스가 업데이
트되었습니다.

June 17, 2021

AWS::KMS::Key
MultiRegionKey 속성을 사
용하여 다중 리전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4393)

AWS::KMS::ReplicaKey 리소스가 June 17, 2021
추가되었습니다.
AWS::KMS::ReplicaKey
AWS::KMS::ReplicaKey
리소스를 사용하여 지정된 다
중 리전 프라이머리 키의 복
제본을 지정합니다.

병렬 노드 업그레이드 및 0으로 크 NodegroupUpdateConfig
June 16, 2021
기 조정 (p. 2905)
에서 MaxUnavailable 및
MaxUnavailablePercentage 값을
사용하여 병렬로 업그레이드할 노
드 수를 정의합니다. scalingconfig
에서 minsize 및 desiredsize 값을
모두 0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346)

AWS::EC2::NatGateway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C2::NatGateway
ConnectivityType 속성을
사용하여 NAT 게이트웨이에
서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연
결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나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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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4276)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June 10, 2021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ApplicationConfiguration
ZeppelinApplication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Apache
Zeppelin을 사용하는 Studio
노트북 애플리케이션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대
화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내구성 있는 상태 및 자동 크
기 조정 기능을 바탕으로 지
속적으로 실행되는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5300)

AWS::RAM:ResourceShare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une 10, 2021

AWS::RAM::ResourceShare
PermissionArns 속성을 사
용하여 리소스 공유에 연결할
권한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068)

AWS::SQS::Queue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AWS::SQS::Queue
이제
DeduplicationScope 및
FifoThroughputLimit 속
성을 사용하여 FIFO 대기열
에 더 높은 처리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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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102)

AWS::SSM::Document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une 10, 2021

AWS::SSM::Document
Attachments 속성을 사용
하여 문서 버전에 대한 연결
을 설명하는 키 및 값 페어의
목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s 속성을 사용하여
문서에 필요한 SSM 문서 목
록을 지정합니다. 이 파라미
터는 AWS AppConfig에서만
사용됩니다. 사용자가 SSM
문서에서 AWS AppConfig 구
성을 생성할 때 사용자는 유
효성 검사를 위해 필요한 문
서도 지정해야 합니다. 이 경
우 ApplicationConfiguration
문서에는 검증을 위한
ApplicationConfigurationSchema
문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AppConfig 사용
설명서에서 구성 및 구성 프
로파일 생성을 참조하세요.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350)

AWS::FSx::FileSystem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FSx::FileSystem
DNSName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FSx 파일 시스템의
DNS 이름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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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4489)

June 7, 2021
AWS::Location::GeofenceCollection,
AWS::Location::Map,
AWS::Location::PlaceIndex,
AWS::Location::RouteCalculator,
AWS::Location::Tracker 및
AWS::Location::TrackerConsumer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Location::GeofenceCollection
AWS::Location::GeofenceCollec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추적된 디
바이스가 정의된 지리적 경계
로 들어가거나 나갈 때 감지
하고 작동하는 기능을 지정합
니다.
AWS::Location::Map
AWS::Location::Map 리
소스를 사용하여 AWS 계정
에 맵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맵 리소스는 사용 가능한 데
이터 공급자로부터 공급되는
다양한 스타일의 맵 타일을
제공합니다.
AWS::Location::PlaceIndex
AWS::Location::PlaceIndex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계
정에 위치 인덱스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위치 인덱스 리
소스는 선택한 데이터 공급자
로부터 공급되는 지리 공간
데이터가 포함된 Places 함수
를 지원합니다.
AWS::Location::RouteCalculator
AWS::Location::RouteCalculator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계
정에 경로 계산기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AWS::Location::Tracker
AWS::Location::Tracker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account에 추적기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추적기 리소스는
디바이스의 현재 위치 및 이
전 위치를 수신할 수 있습니
다.
AWS::Location::TrackerConsumer
AWS::Location::TrackerConsumer
리소스를 사용하여 지오펜스
컬렉션과 추적기 리소스 간의
연결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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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725)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됨:
May 27, 2021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S3ObjectAcl 속성을 사용
하여 CRL에 대한 퍼블릭 액
세스를 제한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315)

AWS::FraudDetector::Detector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May 27, 2021

AWS::FraudDetector::Detector
AssociatedModels 속성을
사용하여 모델을 탐지기에 연
결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350)

AWS::FSx::FileSystem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FSx::FileSystem
LustreConfiguration
속성 유형에서
DataCompressionType를
사용하여 Amazon FSx for
Lustre 파일 시스템에 사용되
는 데이터 압축 유형을 지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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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4784)

AWS::MediaPackage::Channel,
May 27, 2021
AWS::MediaPackage::OriginEndpoint,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및
AWS::MediaPackage::PackagingGroup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MediaPackage::Channel.
EgressAccessLogs 속성을
사용하여 채널에 대한 송신
액세스 로그를 지정합니다.
IngressAccessLogs 속성
을 사용하여 채널에 대한 수
신 액세스 로그를 지정합니
다.
AWS::MediaPackage::OriginEndpoint.
CmafEncryption.ConstantInitializationVector
속성을 사용하여 블록 암호
화를 위한 키와 함께 사용되
는 32자 문자열로 표현되는
선택적 128비트 16바이트
16진수 값(옵션)을 지정합니
다. 값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MediaPackage는 상수 초기
화 벡터(IV)를 생성합니다.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CmafPackage.IncludeEncoderConfigurationInSegments
속성을 사용하여 인코더의 메
타데이터를 초기 조각(기본
동작) 대신 모든 비디오 세그
먼트에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콘텐츠 재생 중에 자산
에 대해 서로 다른 SPS/PPS/
VPS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AWS::MediaPackage::PackagingGroup.
EgressAccessLogs 속성을
사용하여 패키징 그룹에 대한
송신 액세스 로그를 구성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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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4908)

AWS::MWAA::Environment 리소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May 27, 2021

ModuleLoggingConfiguration
ModuleLoggingConfiguration
속성 유형에서 Apache
Airflow DAG 로그가 게
시되는 CloudWatch
Logs ARN에 대한
CloudWatchLogGroupArn
응답 속성 유형이 로그 사용
요청에서 제거되었고 응답으
로 반환됩니다.
AirflowConfigurationOptions
AirflowConfigurationOptions
속성 유형에서 Json
PrimitiveType을 사용하
여 Apache Airflow 구성 옵션
을 추가합니다.
MinWorkers
MinWorkers 속성을 사용하
여 환경에서 실행되는 최소
Apache Airflow 작업자 수를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5179)

AWS::QLDB::Ledger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May 27, 2021

AWS::QLDB::Ledger
중단 없이 업데이트할 수 있
도록 PermissionsMode 속
성이 변경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347)

AWS::WAFv2::WebACL 및
AWS::WAFv2::RuleGroup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WAFv2::WebACL
이제 추가 텍스트 변환 옵션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WAFv2::RuleGroup
이제 추가 텍스트 변환 옵션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6622

May 27, 202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새로운 리소스 (p. 2062)

AWS::CUR::ReportDefinition 리소 May 27, 2021
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CUR::ReportDefinition
AWS::CUR::ReportDefini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Cost and Usage Report를 정
의합니다.

리전 가용성 (p. 4835)

AWS::AmazonMQ::Broker 리소스 May 26, 2021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mazonMQ::Broker
이제 Amazon MQ for
RabbitMQ를 Amazon Web
Services 중국(베이징) 및
Amazon Web Services 중국
(닝샤)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새로운 리소스 (p. 1214)

다음 리소스가 추가됨:
AWS::AppRunner::Service.

May 20, 2021

AWS::AppRunner::Service
AWS::AppRunner::Servic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App
Runner 서비스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2346)

다음 리소스가 추가됨:
May 20, 2021
AWS::EC2::TransitGatewayPeeringAttachment.
AWS::EC2::TransitGatewayPeeringAttachment
TransitGatewayPeeringAttachment
리소스를 사용하여 지정된 전
송 게이트웨이(요청자)와 피
어 전송 게이트웨이(수락자)
간에 전송 게이트웨이 피어링
연결을 요청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3901)

다음 리소스가 추가됨:
May 20, 2021
AWS::IoTCoreDeviceAdvisor::SuiteDefinition
SuiteDefinition
SuiteDefinition 리소스
를 사용하여 Device Advisor
에 대한 새 테스트 제품군 구
성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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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1458)

AWS::CloudFormation::StackSet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May 14, 2021

AWS::CloudFormation::StackSet
CallAs 속성 유형을 사용하
여 귀하가 조직의 관리 계정
에서 계정 관리자 역할을 수
행할지 아니면 구성원 계정에
서 위임된 관리자 역할을 수
행할지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767)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됨:
AWS::ECS::TaskDefinition

May 14, 2021

AWS::ECS::TaskDefinition
EphemeralStorage
AWS::ECS::TaskDefinition
EphemeralStorage 리소스
를 사용하여 AWS Fargate에
서 호스팅되는 Amazon ECS
작업에 대한 사용자 지정 임
시 스토리지 설정을 정의합니
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767)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됨:
AWS::ECS::CapacityProvider

May 14, 2021

AWS::ECS::CapacityProvider
ManagedScaling
AWS::ECS::CapacityProvider
ManagedScaling.InstanceWarmupPeriod
리소스를 사용하여 새로 시작
된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한 인스턴스 준비 기간을
설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905)

AWS::EKS::Nodegroup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KS::Nodegroup
Taints 속성을 사용
하여 No_Schedule,
Prefer_No_Schedule 또
는 No_Execute의 결과를 노
드 그룹에 적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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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202)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AWS::Elasticsearch::Domain.

May 14, 2021

AWS::Elasticsearch::Domain
EncryptionAtRestOptions
속성을 사용하여 도메인이 유
휴 데이터를 암호화할지 여
부와 암호화하는 경우 사용
할 AWS Key Management
Service(KMS) 키를 지정합니
다.
NodeToNodeEncryptionOptions
속성을 사용하여 노드 간 암
호화의 활성화 여부를 지정합
니다.
새로운 리소스 (p. 2300)

다음 리소스가 추가됨:
AWS::DynamoDB::GlobalTable

May 14, 2021

AWS::DynamoDB::GlobalTable
AWS::DynamoDB::GlobalTable
리소스를 사용하여
DynamoDB 전역 테이블을 생
성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3701)

다음 리소스가 추가됨:
May 14, 2021
AWS::SSMIncidents::ReplicationSet,
AWS::SSMIncidents::ResponsePlan
AWS::SSMIncidents::ReplicationSet
ReplicationSet 리소스를
사용하여 Incident Manager
데이터가 복제되는 리전 세트
와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KMS 키를 지정합니
다.
AWS::SSMIncidents::ResponsePlan
ResponsePlan 리소스를 사
용하여 인시던트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응답 계획의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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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3711)

다음 리소스가 추가됨:
May 14, 2021
AWS::SSMContacts::Contact,
AWS::SSMContacts::ContactChannel
AWS::SSMContacts::Contact
AWS::SSMContacts::Contact
리소스를 사용하여 Incident
Manager 연락처 또는 에스컬
레이션 계획을 지정합니다.
AWS::SSMContacts::ContactChannel
AWS::SSMContacts::ContactChannel
리소스를 사용하여 인시던트
관리자가 연락처를 참여시키
는 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
락처 채널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751)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됨:
AWS::ECR::Repository

May 13, 2021

AWS::ECR::Repository
AWS::ECR::Repository.Encryption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프라이빗 리
포지토리의 컨텐츠에 대한 암
호화를 구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5560)

AWS::S3::Bucket 리소스가 업데
이트되었습니다.

May 13, 2021

AWS::S3::Bucket
ExpiredObjectDeleteMarker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S3
이 최신 버전이 아닌 삭제 마
커를 제거할지 여부를 지정합
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725)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됨:
May 6, 2021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KeyStorageSecurityStandard
속성을 사용하여 최소 FIPS
키 보안 표준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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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1505)

AWS::CloudFront::Distribution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May 6, 2021

AWS::CloudFront::Distribution
CacheBehavior 및
DefaultCacheBehavior
속성 유형에서
FunctionAssociations
속성을 사용하여 캐시 동작과
연결된 CloudFront 함수를 지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CloudFront 함수로 사용자 지
정을 참조하세요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372)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
May 6, 2021
됨: AWS::GameLift:Fleet,
AWS::GameLift::GameSessionQueue.
AWS::GameLift::Fleet
LocationCapacity
속성 유형에서
DesiredEc2Instance을
(를) 사용하여 원하는 EC2
인스턴스 수를 지정하고
MinSize 및 MaxSize을(를)
사용하여 최소 및 최대 용량
크기를 지정합니다.
LocationConfiguration
속성 유형에서 Location
위치를 사용하여 AWS
리전 코드를 지정하고
LocationConfiguration을
사용하여 지정된 플릿에서 리
소스 용량 설정을 지정합니
다.
AWS::GameLift::GameSessionQueue
Priority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게임 세션
배치에 대한 우선 순위 대상
및 위치를 지정합니다.
FilterConfiguration 속
성을 사용하여 대기열이 새로
운 게임 세션을 배치할 수 있
는 위치 목록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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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725)

AWS::IoT::TopicRule 리소스가 업 May 6, 2021
데이트되었습니다.
AWS::IoT::TopicRule
CloudwatchLogsAction
속성을 사용하여 Cloudwatch
로그 작업을 지정합니다.
TimestreamAction 속성을
사용하여 Timestream 작업을
지정합니다.
KafkaAction 속성을 사용
하여 kafka 작업을 지정합니
다.
S3Action 속성에서
CannedAcl 값을 사용하여
미리 준비된 ACL 작업을 지
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860)

AWS::MSK::Cluster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May 6, 2021

AWS::MSK::Cluster
이제 IAM 액세스 제어를 사
용하여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라
이언트를 인증하고 Apache
Kafka 작업을 인증할 수 있습
니다.
새로운 리소스 (p. 1505)

다음 리소스가 추가됨:
AWS::CloudFront::Function.

May 6, 2021

AWS::CloudFront::Function
AWS::CloudFront::Func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CloudFront 함수에서 함수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CloudFront 함수로 사용자 지
정을 참조하세요
새로운 리소스 (p. 3285)

다음 리소스가 추가됨:
AWS::FinSpace::Environment

May 6, 2021

AWS::FinSpace::Environment
AWS::FinSpace::Environment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FinSpace 환경을 지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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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3315)

다음 리소스가 추가됨:
AWS::FraudDetector::Detector,
AWS::FraudDetector::EntityType,
AWS::FraudDetector::EventType,
AWS::FraudDetector::Label,
AWS::FraudDetector::Outcome,
AWS::FraudDetector::Variable

May 6, 2021

AWS::FraudDetector::Detector
AWS::FraudDetector::Detector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Fraud Detector의 탐지기 또
는 관련 탐지기 버전을 관리
합니다.
AWS::FraudDetector::EntityType
AWS::FraudDetector::EntityType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Fraud Detector의 개체 유형
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합니
다.
AWS::FraudDetector::EventType
AWS::FraudDetector::EventType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Fraud Detector의 이벤트 유
형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합
니다.
AWS::FraudDetector::Label
AWS::FraudDetector::Label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Fraud Detector의 라벨을 생
성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AWS::FraudDetector::Outcome
AWS::FraudDetector::Outcome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Fraud Detector의 결과를 생
성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AWS::FraudDetector::Variable
AWS::FraudDetector::Variable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Fraud Detector의 변수를 생
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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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465)

다음 리소스가 추가됨:
AWS::XRay::Group,
AWS::XRay::SamplingRule.

May 6, 2021

AWS::XRay::Group
AWS::XRay::Group 리소스
를 사용하여 X-Ray 그룹을 지
정합니다.
AWS::XRay::SamplingRule
AWS::XRay::SamplingRule
리소스를 사용하여 X-Ray 샘
플링 규칙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224)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됨:
AWS::Detective::Graph

April 29, 2021

AWS::Detective::Graph
Tags 속성을 사용하여 동작
그래프에 태그 값을 할당합니
다.
새로운 리소스 (p. 3944)

다음 리소스가 추가됨:
AWS::IoTFleetHub::Application

April 29, 2021

AWS::IoTFleetHub::Application
AWS::IoTFleetHub::Applic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Fleet
Hub for AWS IoT Device
Management 웹 애플리케이
션을 생성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6018)

AWS::SES::ContactList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SES::ContactList
AWS::SES::ContactList
리소스를 사용하여 특정 주제
를 구독한 연락처가 포함된
목록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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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4110)

다음 리소스가 추가됨:
April 26, 2021
AWS::IoTWireless::PartnerAccount,
AWS::IoTWireless::TaskDefinition
AWS::IoTWireless::PartnerAccount
파트너 계정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PartnerAccountId 및
PartnerType이(가) null인
경우 모든 파트너 계정을 반
환합니다.
AWS::IoTWireless::TaskDefinition
무선 게이트웨이의 게이트웨
이 작업 정의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리소스 (p. 4999)

AWS::NimbleStudio::Studio,
April 26, 2021
AWS::NimbleStudio::StudioComponent,
AWS::NimbleStudio::StreamingImage
및
AWS::NimbleStudio::LaunchProfile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NimbleStudio::Studio
AWS::NimbleStudio::Studio
리소스를 사용하여 Studio 리
소스를 지정합니다.
AWS::NimbleStudio::StudioComponent
AWS::NimbleStudio::StudioComponent
리소스를 사용하여 워크스테
이션 유형, 렌더 팜, 라이센스
서버 및 공유 파일 시스템과
같은 Studio 구성 요소를 구성
합니다.
AWS::NimbleStudio::StreamingImage
AWS::NimbleStudio::StreamingImage
리소스를 사용하여 스트리밍
세션에서 가상 워크스테이션
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운영 체
제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머신 이미지를 구성합니다.
AWS::NimbleStudio::LaunchProfile
AWS::NimbleStudio::LaunchProfile
리소스를 사용하여 Studio 구
성 요소에 대한 사용자 액세
스 권한을 지정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663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930)

AWS::ElastiCache::CacheCluster, April 22, 2021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AWS::ElastiCache::CacheCluster
이제 CloudWatch Logs 또는
Kinesis Data Firehose 대상
으로의 로그 전송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이제 CloudWatch Logs 또는
Kinesis Data Firehose 대상
으로의 로그 전송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5427)

AWS::ResourceGroups::Group 리 April 22, 2021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ResourceGroups::Group
Configuration 속성을 사
용하여 리소스 그룹의 구성원
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AWS
서비스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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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347)

AWS::WAFv2::WebACL 및
AWS::WAFv2::RuleGroup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pril 22, 2021

AWS::WAFv2::WebACL
이제 서로 다른 수준에서
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
지 않고 규칙 문을 중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AndStatementOne 및
AndStatementTwo를 사용
하여 AND 규칙 문을 다른 AND
규칙 문 안에 중첩하는 대신
둘 다에 AndStatemen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 속성은 AndStatement,
NotStatement,
OrStatement,
RateBasedStatement 및
Statement입니다.
AWS::WAFv2::RuleGroup
이제 서로 다른 수준에서
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
지 않고 규칙 문을 중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AndStatementOne 및
AndStatementTwo를 사용
하여 AND 규칙 문을 다른 AND
규칙 문 안에 중첩하는 대신
둘 다에 AndStatemen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 속성은 AndStatement,
NotStatement,
OrStatement,
RateBasedStatement 및
Statement입니다.
새로운 리소스 (p. 2676)

AWS::AutoScaling::WarmPool 리
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pril 22, 2021

AWS::AutoScaling::WarmPool
AWS::AutoScaling::WarmPool
리소스를 사용하여 Auto
Scaling 그룹의 웜 풀을 지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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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789)

AWS::ApiGateway::RestApi 리소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pril 15, 2021

AWS::ApiGateway::RestApi
OpenAPI를 사용하여 REST
API를 정의할 때 Mode 속성
을 사용하여 API Gateway가
리소스 업데이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458)

AWS::CloudFormation::StackSet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pril 15, 2021

AWS::CloudFormation::StackSet
RegionConcurrencyType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리전의
StackSets 작업 배포에 대한
동시성 유형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143)

AWS::IVS::Channel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April 15, 2021

AWS::IVS::Channel
Recording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라이브 스
트림을 데이터 스토어에 기
록하는 것과 관련된 구성 정
보를 저장하는 Amazon IVS
RecordingConfiguration을 지
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2346)

AWS::EC2::EnclaveCertificateIamRoleAssociation
April 15, 2021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EC2::EnclaveCertificateIamRoleAssociation
EnclaveCertificateIamRoleAssoci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
할을 AWS Certificate
Manager(ACM) 인증서에 연
결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4143)

AWS::IVS::RecordingConfiguration April 15, 2021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IVS::RecordingConfiguration
AWS::IVS::RecordingConfigu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IVS RecordingConfiguration
을 지정합니다. 이 구성은 라
이브 스트림을 데이터 스토어
에 기록하는 것과 관련된 구
성 정보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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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세트 템플릿의 참조 매크
로 (p. 6600)

이제 StackSets가 매크로를 참조
하는 템플릿에서 자체 관리형 권
한으로 스택 세트를 생성 또는 업
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pril 14, 2021

매크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
플릿에서 사용자 지정 처리를 수
행하는 AWS CloudFormation 매
크로 사용을 참조하세요.
동적 참조에서 SSM 파라미터의
최신 값을 사용합니다. (p. 6600)

동적 참조를 사용하는 경우 이제
April 13, 2021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마다 CloudFormation에 최신 버전
의 SSM 파라미터가 사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특정 버전
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SM 파라미터를
참조하세요.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300)

AWS::DynamoDB::Table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pril 8, 2021

AWS::DynamoDB::Table
KinesisStreamSpecification
속성을 사용하여 테이블의
Kinesis Data Streams 구성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930)

AWS::ElastiCache::ParameterGroup,
April 8, 2021
AWS::ElastiCache::SecurityGroup,
AWS::ElastiCache::SubnetGroup.
AWS::ElastiCache::ParameterGroup
이제
AWS::ElastiCache::ParameterGroup
유형에 태그를 추가할 수 있
습니다.
AWS::ElastiCache::SecurityGroup
이제
AWS::ElastiCache::SecurityGroup
리소스에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AWS::ElastiCache::SubnetGroup
이제
AWS::ElastiCache::SubnetGroup
리소스에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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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이름의 마침표 구분 기호
사용에 대한 모듈 지원 (p. 6600)

이제 모듈에 포함된 리소스의 정
규화된 논리적 이름을 지정할 때
마침표를 구분 기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ril 8, 2021

자세한 내용은 모듈의 리소스 참
조를 참조하세요.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에서 병렬 리전 배포 지
원 (p. 6600)

이제 StackSets를 리전에 순차 또
는 병렬로 배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April 6, 2021

자세한 내용은 스택 세트 작업 옵
션을 참조하세요.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362)

AWS::Backup::BackupPlan 리소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pril 3, 2021

AWS::Backup::BackupPlan
BackupPlanResourceType
속성 유형에서
AdvancedBackupSetting
속성을 사용하여 백업할 각
리소스 유형에 대한 백업 옵
션 목록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958)

AWS::Config::DeliveryChannel 리 April 1, 2021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onfig::DeliveryChannel
S3KmsKeyArn 속성을 사
용하여 AWS Config에서
제공하는 객체를 암호화하
는 데 사용되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KMS)
고객 관리형 키(CMK)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789)

AWS::ApiGateway::RestApi 리소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pril 1, 2021

AWS::ApiGateway::RestApi
REST API의 기본 엔드포
인트를 비활성화하려면
DisableExecuteApiEndpoint
속성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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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1422)

AWS::Budgets::BudgetsAction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pril 1, 2021

AWS::Budgets::BudgetsAction
AWS::Budgets::BudgetsAction
리소스를 사용하면 예산 임계
값이 초과될 때 시작되는 미
리 정의된 조치를 취할 수 있
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454)

AWS::Cloud9::EnvironmentEC2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loud9::EnvironmentEC2
ImageId 속성을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Amazon Machine
Image(AMI)의 식별자를 지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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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2065)

AWS::DataBrew::Dataset 및
April 1, 2021
AWS::DataBrew::Job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AWS::DataBrew::Dataset
CsvOptions 속성을 사용하
여 DataBrew가 해당 파일에
서 데이터 집합을 생성할 때
쉼표로 구분된 값(CSV) 파일
을 읽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DatabaseInputDefinition
속성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된 데이터 집합 입
력 파일에 대한 연결 정보를
정의합니다.
DataCatalogInputDefinition
속성을 사용하여 AWS Glue
Data Catalog에 저장된 메타
데이터가 DataBrew 데이터
집합에 정의되는 방식을 정의
합니다.
DatasetParameter 속성
을 사용하여 데이터 집합의
Amazon S3 경로에 있는 파라
미터의 유형 및 조건을 정의
합니다.
DatetimeOptions 속성
을 사용하여 데이터 집합의
Amazon S3 경로에 사용되는
datetime 파라미터의 올바른
해석을 정의합니다.
ExcelOptions 속성을 사용
하여 DataBrew가 해당 파일
에서 데이터 집합을 생성할
때 Microsoft Excel 파일을 해
석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FilesLimit 속성을 사용하
여 연결된 Amazon S3 경로의
데이터 집합에 대해 선택해야
하는 Amazon S3 파일 수를
제한합니다.
FilterExpression 속성을
사용하여 파라미터 조건을 정
의합니다.
FilterValue 속성을
사용하여 ValuesMap의
FilterExpression에 단일
항목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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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Options 속성을
사용하여 쉼표로 구분된 값
(CSV), Excel 또는 JSON 입
력의 구조를 정의합니다.
Input 속성을 사용하여
DataBrew가 AWS Glue Data
Catalog 또는 Amazon S3의
데이터를 찾는 방법을 정의합
니다.
JsonOptions 속성을 사용
하여 AWS Glue DataBrew에
서 입력을 해석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PathOptions 속성을 사용
하여 DataBrew에서 데이터
집합의 지정된 Amazon S3 경
로에 대한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PathParameter 속성을 사
용하여 데이터 집합의 파일
형식을 정의합니다.
S3Location 속성을 사용하
여 데이터 집합의 경로 파라
미터에 있는 단일 항목을 정
의합니다.
AWS::DataBrew::Job
JobSample 속성을 사용하여
프로파일 작업이 실행되는 행
수를 정의합니다.
OutputLocation 속성을 사
용하여 작업이 출력을 기록하
는 Amazon S3의 위치를 정의
합니다.
Recipe 속성을 사용하여 데
이터 집합에 대해 수행할 작
업을 정의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346)

AWS::EC2::LaunchTemplate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C2::LaunchTemplate
TagSpecifications 속성
을 사용하여 생성 시에 시작
템플릿을 태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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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2976)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April 1, 2021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OperationsRole 속성을
사용하여 환경의 작업 역할
로 사용할 기존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225)

AWS::Events::Rule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April 1, 2021

AWS::Events::Rule
SageMakerPipelineParameter
속성은 SageMaker 모델 구축
파이프라인의 실행을 시작하
여 API 대상을 생성하는 파라
미터의 이름/값 페어입니다.
API 대상은 규칙의 대상으로
사용할 HTTP 호출 엔드포인
트를 정의합니다.
SageMakerPipelineParameters에
는 SageMaker 모델 구축 파
이프라인의 실행을 시작하는
SageMaker 모델 구축 파이프
라인 파라미터가 포함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297)

AWS::FMS::Policy 리소스가 업데
이트되었습니다.

April 1, 2021

AWS::FMS::Policy
이제 AWS::FMS::Policy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Route 53 Resolver DNS
Firewall에 대한 DNS 방화벽
정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372)

AWS::GameLift::GameSessionQueue
April 1, 2021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GameLift::GameSessionQueue
NotificationTarget 속
성을 사용하여 대기열에서 발
생하는 게임 세션 배치 이벤
트를 게시할 SNS 주제 ARN
을 지정합니다.
CustomEventData 속성을
사용하여 대기열에서 발생하
는 모든 게임 세션 배치 이벤
트에 추가할 문자열 값을 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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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347)

AWS::WAFv2::WebACL 및
AWS::WAFv2::RuleGroup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pril 1, 2021

AWS::WAFv2::WebACL
이제 웹 요청 본문을 JSON
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제 웹 ACL 기본 작업 및 규
칙 작업 설정에 사용자 지
정 요청 및 응답 처리를 추
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규
칙의 레이블을 정의할 수 있
습니다. 이 레이블은 일치하
는 요청에 자동으로 추가되
고 웹 ACL 평가 중에 요청
과 함께 유지됩니다. 새 규칙
LabelMatchStatement를
사용하여 레이블에 대해 일치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관리
형 규칙 그룹 문에 범위 축소
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AWS::WAFv2::RuleGroup
이제 웹 요청 본문을 JSON
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제 규칙 작업 설정에 사용자
지정 요청 및 응답 처리를 추
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규
칙의 레이블을 정의할 수 있
습니다. 이 레이블은 일치하
는 요청에 자동으로 추가되
고 웹 ACL 평가 중에 요청
과 함께 유지됩니다. 새 규칙
LabelMatchStatement를
사용하여 레이블에 대해 일치
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소스 (p. 1622)

AWS::CloudWatch::MetricStream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pril 1, 2021

AWS::CloudWatch::MetricStream
AWS::CloudWatch::MetricStream
리소스를 사용하여 선택한 대
상에 대한 CloudWatch 지표
데이터의 지표 스트림을 생
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지표 스트림을 참조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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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1677)

AWS::Logs::QueryDefinition 리소
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pril 1, 2021

AWS::Logs::QueryDefinition
AWS::Logs::QueryDefini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CloudWatch Logs Insights 쿼
리 정의를 생성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CloudWatch Logs
Insights로 로그 데이터 분
석을 참조하세요.
새로운 리소스 (p. 5533)

AWS::Route53Resolver::FirewallDomainList,
April 1, 2021
AWS::Route53Resolver::FirewallRuleGroup,
AWS::Route53Resolver::FirewallRuleGroupAssociation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Route53Resolver::FirewallDomainList
AWS::Route53Resolver::FirewallDomainList
리소스를 사용하여 Route 53
Resolver DNS Firewall에 대
한 도메인 목록 구성을 지정
합니다.
AWS::Route53Resolver::FirewallRuleGroup
AWS::Route53Resolver::FirewallRule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Route 53
Resolver DNS Firewall에 대
한 규칙 그룹 구성을 지정합
니다.
AWS::Route53Resolver::FirewallRuleGroupAssociation
AWS::Route53Resolver::FirewallRuleGroupAssoci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방화벽 규
칙 그룹과 VPC 간의 연결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374)

AWS::Batch::JobDefinition 리소스 March 31, 2021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Batch::JobDefinition
볼륨 속성 유형에서
EfsVolumeConfiguration 속
성을 사용하여 작업 정의에
대한 Amazon EFS 구성을 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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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1058)

AWS::AppIntegrations::EventIntegration
March 25, 2021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AppIntegrations::EventIntegration
AWS::AppIntegrations::EventInteg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EventIntegration을 생성합니
다.

새로운 리소스 (p. 4506)

AWS::LookoutMetrics::Alert 리소
스가 추가되었습니다.

March 25, 2021

AWS::LookoutMetrics::Alert
AWS::LookoutMetrics::Alert
리소스를 사용하여 이상 탐지
기에 대한 알림을 지정합니
다.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AWS::LookoutMetrics::AnomalyDetector
리소스를 사용하여 이상 탐지
기를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586)

March 18, 2021
AWS::ServiceDiscovery::Servic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erviceDiscovery::Service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DNS
네임스페이스의 서비스에
있는 서비스 인스턴스가
DiscoverInstances API
작업을 통해서만 검색되도록
하려면 Type 속성을 사용합
니다.

새로운 리소스 (p. 3290)

AWS::FIS::ExperimentTemplate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March 18, 2021

AWS::FIS::ExperimentTemplate
AWS::FIS::ExperimentTemplat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Fault Injection Simulator에서
실험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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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5696)

AWS::S3ObjectLambda::AccessPoint
March 18, 2021
및
AWS::S3ObjectLambda::AccessPointPolicy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S3ObjectLambda::AccessPoint
AWS::S3ObjectLambda::AccessPoint
리소스를 사용하여 S3 객체
Lambda 액세스 포인트를 생
성합니다.
AWS::S3ObjectLambda::AccessPointPolicy
AWS::S3ObjectLambda::AccessPointPolicy
리소스를 사용하여 S3 객체
Lambda 액세스 포인트에 대
한 정책을 생성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2767)

AWS::ECS::Service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March 16, 2021

AWS::ECS::Service
AWS::ECS::Service
리소스와
EnableExecuteCommand
속성을 사용하여 서비스의 태
스크에 대해 ECS Exec을 활
성화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2767)

AWS::ECS::Cluster
March 16, 2021
ExecuteCommandLogConfiguration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CS::Cluster
ExecuteCommandLogConfiguration
AWS::ECS::Cluster
ExecuteCommandLogConfigu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의 태스크에 대한 ECS Exec
작업의 로깅 구성을 정의합니
다.

새로운 리소스 (p. 2767)

AWS::ECS::Cluster
ExecuteCommandConfiguration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March 16, 2021

AWS::ECS::Cluster
ExecuteCommandConfiguration
AWS::ECS::Cluster
ExecuteCommandConfigu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에 대해 ECS Exec을 활성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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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2224)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됨:
March 15, 2021
AWS::Detective::MemberInvitation
AWS::Detective::MemberInvitation
DisableEmailNotification
속성을 사용하여 멤버 계정에
초대 이메일을 전송하지 못하
도록 합니다.
‘마스터 계정’이라는 용어가
‘관리자 계정’으로 변경되었습
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445)

AWS::CertificateManager::Account March 11, 2021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ertificateManager::Account
ExpiryEvents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AWS
account에 연결된 인증서 만
료 이벤트에 대한 옵션을 지
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751)

AWS::ECR::PublicRepository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March 11, 2021

AWS::ECR::PublicRepository
AWS::ECR::PublicRepository.Tags
속성을 사용하여 퍼블릭 리포
지토리에 태그를 추가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880)

AWS::EFS::FileSystem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FS::FileSystem
AvailabilityZoneName
속성을 사용하여 EFS One
Zone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
용하는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
니다. 이 스토리지 클래스는
AWS Region 내의 단일 가용
영역 내에 데이터를 중복 저
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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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2048)

AWS::CE::AnomalySubscription
and AWS::CE::AnomalyMonitor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March 11, 2021

AWS::CE::AnomalySubscription
AWS::CE::AnomalySubscrip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모니터에
서 감지된, 임계값을 초과하
는 이상에 대한 알림을 전송
합니다.
AWS::CE::AnomalyMonitor
AWS::CE::AnomalyMonitor
리소스를 사용하여
MonitorType 및
MonitorSpecification을
기준으로 계정의 비용 데이터
에서 이상을 지속적으로 검사
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2767)

AWS::ECS::ClusterCapacityProviderAssociations
March 11, 2021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CS::ClusterCapacityProviderAssociations
AWS::ECS::ClusterCapacityProviderAssociations
리소스를 사용하여 용량 공급
자를 클러스터와 연결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5304)

AWS::RDS::DBProxyEndpoint 리
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March 11, 2021

AWS::RDS::DBProxyEndpoint
AWS::RDS::DBProxyEndpoint
리소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
정 DB 프록시 엔드포인트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089)

March 10, 2021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템플릿 파일의 언어로
상태 머신을 정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Definition 속성이
AWS::StepFunctions::StateMachine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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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2676)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March 8, 2021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MixedInstancesPolicy
혼합 인스턴스 정
책을 사용할 때,
SpotAllocationStrategy
속성을 사용하여
capacity-optimizedprioritized를 스팟 용량
의 할당 전략으로 지정합니
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5934)

새
March 4, 2021
AWS::SecretsManager::Secret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ecretsManager::Secret
ReplicaRegions 속성을 사
용하여, 복원 및 재해 복구를
위해 보안 정보를 추가 리전
에 복제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3225)

AWS::Events::ApiDestination 리
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March 4, 2021

AWS::Events::ApiDestination
ApiDestin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PI 대상을 생성합
니다. API 대상은 규칙의 대상
으로 사용할 HTTP 호출 엔드
포인트를 정의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3225)

AWS::Events::Connection 리소스
가 추가되었습니다.
AWS::Events::Connection
Connection 리소스를 사용
하여 API 대상에 사용할 연결
을 생성합니다. 연결은 API 대
상의 HTTP 호출 엔드포인트
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권한
부여 방법과 파라미터를 정의
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6647

March 4, 202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새로운 리소스 (p. 3725)

AWS::IoT::AccountAuditConfiguration,AWS::IoT::CustomMetric,
March 4, 2021
AWS::IoT::Dimension,
AWS::IoT::MitigationAction,
AWS::IoT::ScheduledAudit,
AWS::IoT::SecurityProfile 리소스
가 추가되었습니다.
AWS::IoT::AccountAuditConfiguration
AWS::IoT::AccountAuditConfigu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IoT
Core에서 계정 감사 구성을
지정합니다.
AWS::IoT::CustomMetric
AWS::IoT::CustomMetric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IoT
Core에서 사용자 지정 지표를
지정합니다.
AWS::IoT::Dimension
AWS::IoT::Dimension 리
소스를 사용하여 AWS IoT
Core에서 차원을 지정합니다.
AWS::IoT::MitigationAction
AWS::IoT::MitigationAc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IoT
Core에서 완화 작업을 지정합
니다.
AWS::IoT::ScheduledAudit
AWS::IoT::ScheduledAudit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IoT
Core에서 예약된 감사를 지정
합니다.
AWS::IoT::SecurityProfile
AWS::IoT::SecurityProfil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IoT
Core에서 보안 프로필을 지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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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5701)

AWS::S3Outposts::Bucket,
AWS::S3Outposts::BucketPolicy,
AWS::S3Outposts::AccessPoint
및 AWS::S3Outposts::EndPoint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March 4, 2021

AWS::S3Outposts::Bucket
AWS::S3Outposts::Bucket
리소스를 사용하여 S3 on
Outposts 버킷을 생성합니다.
AWS::S3Outposts::BucketPolicy
AWS::S3Outposts::BucketPolicy
리소스를 사용하여 S3 on
Outposts 버킷의 버킷 정책을
생성합니다.
AWS::S3Outposts::AccessPoint
AWS::S3Outposts::AccessPoint
리소스를 사용하여 S3 on
Outposts 버킷에 대한 액세스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AWS::S3Outposts::EndPoint
AWS::S3Outposts::EndPoint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S3 on AWS Outposts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075)

AWS::IoTSiteWise::AccessPolicy March 2, 2021
및 AWS::IoTSiteWise::Portal 리소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IoTSiteWise::AccessPolicy
IamRole 및 IamUser 속성
이 추가되었습니다.
AWS::IoTSiteWise::Portal
PortalAuthMode 속성이 추
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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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4075)

AWS::IoTSiteWise::AssetModel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March 1, 2021

AWS::IoTSiteWise::AssetModel
AssetModelCompositeModel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여 AWS IoT
SiteWise에서 경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SiteWise 사용 설명서에서 경
보를 통해 데이터 모니터링을
참조하세요.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065)

AWS::DataBrew::Dataset Format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February 25, 2021

AWS::DataBrew::Dataset Format
Format 속성을 사용하여 데
이터 집합의 파일 형식을 정
의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537)

AWS::ManagedBlockchain::Nod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February 25, 2021

AWS::ManagedBlockchain::Node
NodeConfiguration 속성
을 사용하여 Ethereum 네트
워크에 노드를 생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5722)

AWS::SageMaker::Model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February 25, 2021

AWS::SageMaker::Model
InferenceExecution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다중 컨테이
너 엔드포인트의 컨테이너가
호출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2346)

AWS::EC2::TransitGatewayConnectFebruary 25, 2021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EC2::TransitGatewayConnect
TransitGatewayConnect
리소스를 사용하여 지정된
전송 게이트웨이 연결에서
Connect 연결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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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2905)

AWS::EKS::Addon 리소스가 추
가되었습니다.

February 25, 2021

AWS::EKS::Addon
AWS::EKS::Addon 리소스
를 사용하여 Amazon EKS 추
가 기능을 생성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3103)

AWS::EMR::Studio 및
February 25, 2021
AWS::EMR::StudioSessionMapping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EMR::Studio
AWS::EMR::Studio 리소스
를 사용하여 새로운 Amazon
EMR Studio를 생성합니다.
AWS::EMR::StudioSessionMapping
AWS::EMR::StudioSessionMapping
리소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또는 그룹을 Amazon EMR
Studio에 할당하고 IAM 세션
정책을 적용하여 해당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Studio 권한
을 구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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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3600)

AWS::IAM::OIDCProvider,
AWS::IAM::SAMLProvider,
AWS::IAM::ServerCertificate 및
AWS::IAM::VirtualMFADevice 리
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February 25, 2021

AWS::IAM::OIDCProvider
AWS::IAM::OIDCProvider
리소스 사용하여 OpenID
Connect(OIDC)를 지원하는
자격 증명 공급자(IdP)를 설명
하는 IAM 엔터티를 생성합니
다.
AWS::IAM::SAMLProvider
AWS::IAM::SAMLProvider
리소스를 사용하여 SAML 2.0
을 지원하는 자격 증명 공급
자(IdP)를 설명하는 IAM 리소
스를 생성합니다.
AWS::IAM::ServerCertificate
AWS::IAM::ServerCertificate
리소스를 사용하여 IAM에 저
장된 지정된 서버 인증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합니다.
AWS::IAM::VirtualMFADevice
AWS::IAM::VirtualMFADevic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계
정에 대한 새 가상 MFA 디바
이스를 생성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5722)

AWS::SageMaker::Image,
AWS::SageMaker::ImageVersion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February 25, 2021

AWS::SageMaker::Image
AWS::SageMaker::Image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SageMaker에서 새 Image를
생성합니다.
AWS::SageMaker::ImageVersion
AWS::SageMaker::ImageVer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SageMaker에서 새
ImageVersion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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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속성 (p. 5090)

10DLC 지원을 위해 EntityId,
TemplateId, OriginationNumber
파라미터가 추가되었습니다.

February 24, 2021

AWS::Pinpoint::Campaign
CampaignSmsMessage
캠페인 수신자에게 전송되는
SMS 메시지의 콘텐츠와 설정
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300)

AWS::DynamoDB::Table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February 22, 2021

AWS::DynamoDB::Table
ContributorInsightsSpecification
속성을 사용하여 테이블 또
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사용하거나 사용
중지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768)

AWS::CodeCommit::Repository
February 19, 2021
Cod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AWS::CodeCommit::Repository
Code
업데이트 시 BranchName
속성의 동작이
AWS:CodeCommit:Repository
Code의 다른 측면과 일치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AWS:CodeCommit:Repository
Code의 모든 속성은 초기 리
소스 생성에만 적용되므로 업
데이트 시에는 무시됩니다.

이제 AWS CloudFormation
StackSets에서 AWS
Organizations를 통해 위임된 관
리자를 지원합니다.

조직의 management account에
더해 위임된 관리자 계정에서 조
직의 서비스 관리형 권한을 사용
하여 스택 세트를 생성하고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임된 관리자 등
록 및 서비스 관리형 권한으로 스
택 세트 생성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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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1089)

AWS::AppMesh::VirtualNode 및
AWS::AppMesh::VirtualGateway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February 18, 2021

AWS::AppMesh::VirtualNode
ClientTlsCertificate
속성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의 인증서를 나타냅니다.
SubjectAlternativeNames
속성을 사용하여 인증서로 보
호되는 주체 대체 이름을 나
타냅니다.
TlsValidationContextSdsTrust
속성을 사용하여 전송 계층
보안(TLS) 비밀 검색 서비스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냅니다.
ListenerTlsValidationContextTrust
속성을 사용하여 리스너의 전
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
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냅니
다.
SubjectAlternativeNameMatchers
속성을 사용하여 피어 전송
계층 보안(TLS) 인증서의 주
체 대체 이름과 일치할 때 사
용할 수 있는 메서드를 나타
냅니다.
ListenerTlsSdsCertificate
속성을 사용하여 리스너의 비
밀 검색 서비스 인증서를 나
타냅니다.
ListenerTlsValidationContext
속성을 사용하여 리스너의 전
송 계층 보안(TLS) 유효성 검
사 컨텍스트를 나타냅니다.
AWS::AppMesh::VirtualGateway
VirtualGatewayListenerTlsValidationContextTrust
속성을 사용하여 유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지정합니다.
VirtualGatewayTlsValidationContextSdsTrust
속성을 사용하여 가상 게이트
웨이 리스너의 전송 계층 보
안(TLS) 비밀 검색 서비스 유
효성 검사 컨텍스트 신뢰를
나타냅니다.

API 버전 2010-05-15
6654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SubjectAlternativeNames
속성은 인증서로 보호되는 주
체 대체 이름을 나타냅니다.
VirtualGatewayListenerTlsSdsCertificate
속성을 사용하여 가상 게이트
웨이 리스너의 비밀 검색 서
비스 인증서를 나타냅니다.
VirtualGatewayClientTlsCertificate
속성을 사용하여 가상 게이트
웨이 클라이언트의 전송 계층
보안(TLS) 인증서를 나타냅
니다.
VirtualGatewayListenerTlsValidationContext
속성을 사용하여 가상 게이트
웨이 리스너의 전송 계층 보
안(TLS) 유효성 검사 컨텍스
트를 나타냅니다.
SubjectAlternativeNameMatchers
속성을 사용하여 피어 전송
계층 보안(TLS) 인증서의 주
체 대체 이름과 일치할 때 사
용할 수 있는 메서드를 나타
냅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065)

AWS::DataBrew::Job JobSampl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February 18, 2021

AWS::DataBrew::Job JobSample
JobSample 속성을 사용하
여 프로파일 작업에 대한 샘
플 구성을 정의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350)

AWS::FSx::FileSystem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FSx::FileSystem
WindowsConfiguration 속성
에서 Aliases를 사용하여
Amazon FSx 파일 시스템에
연결하려는 하나 이상의 DNS
별칭 이름을 지정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6655

February 18, 202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836)

AWS::IoTAnalytics::Dataset 리소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February 18, 2021

AWS::IoTAnalytics::Dataset
LateDataRule 및
LateDataRuleConfiguration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여 데이터
세트에 대한 늦은 데이터 규
칙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늦은 데이터 규칙은 AWS
IoT Analytics에서 늦은 데
이터가 도착할 때 Amazon
CloudWatch를 통해 알림을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Analytics 사용 설명서에서 늦
은 데이터 알림 받기를 참조
하세요.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110)

AWS::IoTWireless::ServiceProfil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February 18, 2021

AWS::IoTWireless::ServiceProfile
LoRaWANGetServiceProfileInfo
속성에 Fn::GetAtt을
사용하여 반환할 수 있
는 ReadOnly 속성 대신
LoRaWANServiceProfile을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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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4157)

AWS::Kendra::DataSource,
AWS::Kendra::Index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February 18, 2021

AWS::Kendra::DataSource
리소스의
Confluence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Confluence
데이터 소스 인덱싱에 대한
구성 정보를 지정합니다.
AWS::Kendra::DataSource
리소스의
GoogleDrive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Google
Drive 데이터 소스 인덱싱에
대한 구성 정보를 지정합니
다.
AWS::Kendra::Index
리소스의
UserContextPolicy 및
UserToken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Kendra에서 사용자 토큰을
사용하여 인덱스에 액세스하
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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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2346)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Domain,
February 12, 2021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DomainAssociation,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GroupMembers
and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GroupSource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Domain
TransitGatewayMulticastDomain
리소스를 사용하여 전송 게이
트웨이 멀티캐스트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DomainAssociation
TransitGatewayMulticastDomainAssoci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지정된 서
브넷 및 전송 게이트웨이 연
결을 지정된 전송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도메인에 연결합
니다.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GroupMember
TransitGatewayMulticastGroupMembers
리소스를 사용하여 전송 게이
트웨이 멀티캐스트 그룹에 구
성원(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을
등록합니다.
AWS::EC2::TransitGatewayMulticastGroupSource
TransitGatewayMulticastGroupSource
리소스를 사용하여 지정된 전
송 게이트웨이 멀티캐스트 그
룹에 소스(네트워크 인터페이
스)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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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2244)

AWS::DMS::Endpoint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February 11, 2021

AWS::DMS::Endpoint.MongoDbSettings
MongoDbSettings에
SecretsManager 속성이 추
가되었습니다.
AWS::DMS::Endpoint.MySqlSettings
MySqlSettings에
SecretsManager 속성이 추
가되었습니다.
AWS::DMS::Endpoint.RedshiftSettings
RedshiftSettings에
SecretsManager 속성이 추
가되었습니다.
AWS::DMS::Endpoint.SybaseSettings
SybaseSettings에
SecretsManager 속성이 추
가되었습니다.
AWS::DMS::Endpoint.PostgreSqlSettings
PostgreSqlSettings에
SecretsManager 속성이 추
가되었습니다.
AWS::DMS::Endpoint.MicrosoftSqlServerSettings
MicorsoftSqlServerSettings에
SecretsManager 속성이 추
가되었습니다.
AWS::DMS::Endpoint.IbmDb2Settings
IbmDb2Settings에
SecretsManager 속성이 추
가되었습니다.
AWS::DMS::Endpoint.DocDbSettings
DocDbSettings에
SecretsManager 속성이 추
가되었습니다.
AWS::DMS::Endpoint.OracleSettings
OracleSettings에
SecretsManager 속성이 추
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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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544)

AWS::GroundStation::Config 리소 February 11, 2021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GroundStation::Config
S3RecordingConfig
CloudFormation 속성
S3RecordingConfig 속성
은 S3 기록 구성 객체에 대한
정보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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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4110)

AWS::IoTWireless::Destination,
February 11, 2021
AWS::IoTWireless::DeviceProfile,
AWS::IoTWireless::ServiceProfile,
AWS::IoTWireless::WirelessDevice,
및
AWS::IoTWireless::WirelessGateway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IoTWireless::Destination
리소스의 ExpressionType
속성을 사용하여 새 값
MqttTopic을 사용할지
RuleName을 사용할지 여부
를 지정합니다. 또한 속성 설
명에 최대값, 최소값 및 패턴
이 나열됩니다.
AWS::IoTWireless::DeviceProfile
LoRaWANDeviceProfile
속성의 바뀐 이름인 새
LoRaWAN 속성을 사용
합니다. 속성 유형은
LoRaWANDeviceProfile에
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속성 설명에 최대값, 최소
값 및 패턴이 나열됩니다.
AWS::IoTWireless::ServiceProfile
LoRaWANServiceProfile
속성의 바뀐 이름인 새
LoRaWAN 속성을 사용
합니다. 속성 유형은
LoRaWANServiceProfile에
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속성 설명에 최대값, 최소
값 및 패턴이 나열됩니다.
AWS::IoTWireless::WirelessDevice
LoRaWANDevice 속성의 바
뀐 이름인 새 LoRaWAN 속성
을 사용합니다. 속성 유형은
LoRaWANDevice에서 변경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속성
설명에 최대값, 최소값 및 패
턴이 나열됩니다.
AWS::IoTWireless::WirelessGateway
LoRaWANGateway 속성의 바
뀐 이름인 새 LoRaWAN 속성
을 사용합니다. 속성 유형은
LoRaWANGateway에서 변경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속성
설명에 최대값, 최소값 및 패
턴이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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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1458)

AWS::CloudFormation::ResourceDefaultVersion
February 11, 2021
및
AWS::CloudFormation::ResourceVersion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CloudFormation::ResourceDefaultVersion
AWS::CloudFormation::ResourceDefaultVer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CloudFormation 작업에 사용
할 기본 리소스 버전을 지정
합니다.
AWS::CloudFormation::ResourceVersion
AWS::CloudFormation::ResourceVer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CloudFormation 서비스로
리소스 버전을 지정하여
CloudFormation 작업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5722)

AWS::SageMaker::App,
February 11, 2021
AWS::SageMaker::AppImageConfig,
AWS::SageMaker::Domain,
AWS::SageMaker::UserProfile 리
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SageMaker::App
AWS::SageMaker::App 리
소스를 사용하여 SageMaker
Studio에서 사용자 프로필에
대해 실행 중인 앱을 생성합
니다.
AWS::SageMaker::AppImageConfig
AWS::SageMaker::AppImageConfig
리소스를 사용하여
SageMaker Studio에서
SageMaker 이미지를
KernelGateway 앱으로 실행
하기 위한 구성을 생성합니
다.
AWS::SageMaker::Domain
AWS::SageMaker::Domain
리소스를 사용하여
SageMaker Studio에 사용되
는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AWS::SageMaker::UserProfile
AWS::SageMaker::UserProfile
리소스를 사용하여
SageMaker Studio에 사용되
는 사용자 프로필을 생성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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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5971)

AWS::ServiceCatalog::ServiceActionFebruary 11, 2021
및
AWS::ServiceCatalog::ServiceActionAssociation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ServiceCatalog::ServiceAction
이 셀프 서비스 작업 기능을
사용하여 서비스 작업을 생성
하는 CloudFormation 템플릿
을 생성합니다.
AWS::ServiceCatalog::ServiceActionAssociation
이 셀프 서비스 작업 연
결 기능을 사용하여 서비
스 작업을 생성하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생
성합니다.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리전 가용성 (p. 6600)

이제 AWS CloudFormation
StackSets를 아시아 태평양(오사
카)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ebruary 10, 2021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사
용을 참조하세요.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836)

AWS::IoTAnalytics::Datastore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February 5, 2021

AWS::IoTAnalytics::Datastore
Column,
FileFormatConfiguration,
JsonConfiguration,
ParquetConfiguration
및 SchemaDefinition 속
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여 데이터
스토어에 대한 JSON 또는
Parquet 파일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oT
Analytics 사용 설명서에서 템
플릿 형식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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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2065)

AWS::DataBrew::Job 리소스가 업 February 4, 2021
데이트되었습니다.
AWS::DataBrew::Job
CsvOutputOptions 속성을
사용하여 DataBrew에서 CSV
파일을 기록하는 방법을 정의
합니다.
OutputFormatOptions 속
성을 사용하여 CSV 작업 출
력의 구조를 정의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751)

AWS::ECR::ReplicationConfiguration
February 4, 2021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CR::ReplicationConfiguration
Replication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프라이빗 리
포지토리의 복제 구성을 생성
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930)

AWS::ElastiCache::GlobalReplicationGroup
February 4, 2021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lastiCache::GlobalReplicationGroup
쓰기를 허용하는 기본 클러스
터와 다른 Amazon 리전에 상
주하는 연결된 보조 클러스터
로 구성됩니다. 보조 클러스
터는 읽기만 허용합니다. 기
본 클러스터는 업데이트를 보
조 클러스터에 자동으로 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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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4110)

AWS::IoTWireless::DeviceProfile, February 4, 2021
AWS::IoTWireless::ServiceProfile,
AWS::IoTWireless::WirelessDevice
및
AWS::IoTWireless::WirelessGateway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IoTWireless::DeviceProfile
DeviceProfile 리소스를
사용하여 무선 장치에 사용할
장치 프로필을 지정합니다.
AWS::IoTWireless::ServiceProfile
ServiceProfile 리소스를
사용하여 무선 장치에 사용할
서비스 프로필을 지정합니다.
AWS::IoTWireless::WirelessDevice
WirelessDevic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IoT Core for
LoRaWAN 솔루션에서 무선
디바이스를 지정합니다.
AWS::IoTWireless::WirelessGateway
WirelessGateway 리소스
를 사용하여 AWS IoT Core
for LoRaWAN 솔루션에서 무
선 게이트웨이를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226)

AWS::Cassandra::Keyspace
및 AWS::Cassandra::Tabl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February 4, 2021

AWS::Cassandra::Keyspace.Tags
AWS::Cassandra::Keyspace.Tags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Keyspaces(Apache
Cassandra용)의 새 키스페이
스 또는 기존 키스페이스에
태그를 추가합니다.
AWS::Cassandra::Table.Tags
AWS::Cassandra::Table.Tags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Keyspaces(Apache
Cassandra용)의 새 테이블 또
는 기존 테이블에 태그를 추
가하거나 생성합니다.
AWS::Cassandra::Table.PointInTimeRecoveryEnabled
AWS::Cassandra::Table.PointInTimeRecoveryEnabled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Keyspaces(Apache
Cassandra용)에서 특정 시점
복구를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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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3649)

AWS::ImageBuilder::ContainerRecipe
February 4, 2021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ImageBuilder::ContainerRecipe
AWS::ImageBuilder::ContainerRecipe
리소스를 사용하여 Image
Builder 서비스에서 컨테이너
레시피를 생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889)

AWS::ApiGatewayV2::Stag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anuary 28, 2021

AWS::ApiGatewayV2::Stage
내부 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
는 AccessPolicyId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새로운 리소스 (p. 4526)

AWS::LookoutVision:Project 리소
스가 추가되었습니다.

January 28, 2021

AWS::LookoutVision:Project
Project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Lookout for Vision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725)

AWS::ACMPCA::Certificate 리소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anuary 21, 2021

AWS::ACMPCA::Certificate
발급하는 동안 인증서에
파라미터를 포함시키려면
ApiPassthrough 속성을 사
용합니다.
ValidityNotBefore 속성
을 사용하여 인증서 유효성
시작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553)

January 21, 2021
AWS::MediaConnect::FlowVpcInterfac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MediaConnect::FlowVpcInterface
FlowArn 속성을 사용하여 플
로우의 ARN을 지정합니다.
Name 속성을 사용하여 VPC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지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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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5722)

AWS::SageMaker::Device,
AWS::SageMaker::DeviceFleet,
and AWS::SageMaker::Model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anuary 21, 2021

AWS::SageMaker::Device
DeviceFleetName 속성을
사용하여 장치가 속한 집합의
이름을 가져옵니다.
Device 속성을 사용하여 생
성하려는 엣지 장치를 만듭니
다.
Tags 속성을 사용하여 특정
장치에 등록된 태그를 가져옵
니다.
Device.Device 속성/리소
스를 사용하여 특정 장치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Device.Device.Description
속성/리소스를 사용하여 장치
에 대한 설명을 가져옵니다.
Device.Device.DeviceName
속성/리소스를 사용하여 장치
이름을 가져옵니다.
Device.Device.IotThingName
속성/리소스를 사용하여 IoT
개체 이름을 가져옵니다.
AWS::SageMaker::DeviceFleet
DeviceFleet.Description
속성을 사용하여 집합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OutputConfig 속성을 사용
하여 집합에 대한 출력 구성
을 가져옵니다.
RoleArn 속성을 사용하여
IoT 사물의 ARN을 가져옵니
다.
Tags 속성을 사용하여 특정
집합에 등록된 태그를 가져옵
니다.
EdgeOutputConfig.KmsKeyId
속성/리소스를 사용하여 KMS
키 ID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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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OutputConfig.S3OutputLocation
속성/리소스를 사용하여 S3
버킷 URI를 설정합니다.
AWS::SageMaker::Model
MultiModel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다중 모델
엔드포인트에 대한 구성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5722)

AWS::SageMaker::Project 리소스 January 21, 2021
가 추가되었습니다.
AWS::SageMaker::Project
AWS::SageMaker::Project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SageMaker에서 새 프로젝트
를 생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5560)

AWS::S3::AccessPoint 리소스가
예시와 함께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anuary 20, 2021

액세스 포인트
AWS::S3::AccessPoint
리소스를 사용하여 S3 액세
스 포인트를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860)

AWS::MSK::Cluster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January 15, 2021

AWS::MSK::Cluster
이제 기존 클러스터의 브로커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소스 (p. 3197)

AWS::EMRContainers::VirtualCluster
January 14, 2021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EMRContainers::VirtualCluster
AWS::EMRContainers::VirtualCluster
리소스는 가상 클러스터를 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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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5188)

다음 리소스가 추가됨:
AWS::QuickSight::DataSet,
AWS::QuickSight::DataSource.

January 14, 2021

AWS::QuickSight::DataSet
AWS::QuickSight::DataSet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QuickSight에서 데이터 집합
을 생성합니다.
AWS::QuickSight::DataSource
AWS::QuickSight::DataSource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QuickSight에서 데이터 원본
을 생성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5188)

AWS::QuickSight::Analysis,
AWS::QuickSight::Dashboard,
AWS::QuickSight::Template 및
AWS::QuickSight::Theme 리소스
가 추가되었습니다.

January 14, 2021

AWS::QuickSight::Analysis
AWS::QuickSight::Analysis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QuickSight에서 분석을 생성
합니다.
AWS::QuickSight::Dashboard
AWS::QuickSight::Dashboard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QuickSight의 템플릿에서 대
시보드를 생성합니다.
AWS::QuickSight::Template
AWS::QuickSight::Template
리소스를 사용하여 기존
Amazon QuickSight 분석 또
는 템플릿에서 템플릿을 생성
합니다.
AWS::QuickSight::Theme
AWS::QuickSight::Theme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QuickSight에서 테마를 생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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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011)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pplication,
January 14, 2021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ttributeGroup,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ttributeGroupAssociation,
AWS::ServiceCatalogAppRegistry::ResourceAssociation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pplication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pplic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관련 클라
우드 리소스 추상화 계층의
최상위 노드에서 서비스 카탈
로그 AppRegistry 애플리케이
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ttributeGroup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ttribute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
의 속성에 대한 컨테이너로
새 속성 그룹을 생성합니다.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ttributeGroupAssociation
AWS::ServiceCatalogAppRegistry::AttributeGroupAssociation를
특성 그룹으로 사용하여
ServiceCatalogAppRegistry
를 연결합니다.
AWS::ServiceCatalogAppRegistry::ResourceAssociation
AWS::ServiceCatalogAppRegistry::ResourceAssociation를
서비스
ServiceCatalogAppRegistry
에 대한 리소스 연결로 사용
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889)

January 7, 2021
AWS::ApiGatewayV2::Integration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iGatewayV2::Integration
AWS::ApiGatewayV2::Integ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HTTP
API에 대한 요청 및 응답 파라
미터 매핑을 구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346)

AWS::EC2::LaunchTemplate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C2::LaunchTemplate
Throughput 속성을 사용하
여 gp3 볼륨에 대해 프로비저
닝할 처리량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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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297)

AWS::FMS::Policy 리소스가 업데
이트되었습니다.

January 7, 2021

AWS::FMS::Policy
이제 AWS::FMS::Policy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Network Firewall 정책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110)

AWS::IoTWireless::Destination,
January 7, 2021
AWS::IoTWireless::DeviceProfile,
AWS::IoTWireless::ServiceProfile,
AWS::IoTWireless::WirelessDevice,
및
AWS::IoTWireless::WirelessGateway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IoTWireless::Destination
Destination 리소스를 사
용하여 무선 장치에서 사용할
대상을 지정합니다.
AWS::IoTWireless::DeviceProfile
DeviceProfile 리소스를
사용하여 무선 장치에 사용할
장치 프로필을 지정합니다.
AWS::IoTWireless::ServiceProfile
ServiceProfile 리소스를
사용하여 무선 장치에 사용할
서비스 프로필을 지정합니다.
AWS::IoTWireless::WirelessDevice
WirelessDevic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IoT Core for
LoRaWAN 솔루션에서 무선
디바이스를 지정합니다.
AWS::IoTWireless::WirelessGateway
WirelessGateway 리소스
를 사용하여 AWS IoT Core
for LoRaWAN 솔루션에서 무
선 게이트웨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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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2172)

AWS::DataSync::Agent,
January 7, 2021
AWS::DataSync::LocationEFS,
AWS::DataSync::LocationFSxWindows,
AWS::DataSync::LocationNFS,
AWS::DataSync::LocationObjectStorage,
AWS::DataSync::LocationS3,
AWS::DataSync::LocationSMB,
and AWS::DataSync::Task 리소
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DataSync::Agent
AWS::DataSync::Agent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DataSync 에이전트를 지정합
니다.
AWS::DataSync::LocationEFS
AWS::DataSync::LocationEFS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EFS 위치를 지정합니다.
AWS::DataSync::LocationFSxWindows
AWS::DataSync::LocationFSxWindows
리소스를 사용하여 Windows
파일 시스템용 Amazon FSX
를 지정합니다.
AWS::DataSync::LocationNFS
AWS::DataSync::LocationNFS
리소스를 사용하여
NFS(Network File System)
서버 상의 파일 시스템을 지
정합니다.
AWS::DataSync::LocationObjectStorage
AWS::DataSync::LocationObjectStorage
리소스를 사용하여 자체 관리
형 객체 스토리지 버킷의 엔
드포인트를 지정합니다.
AWS::DataSync::LocationS3
AWS::DataSync::LocationS3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S3 버킷의 엔드포인트를 지
정합니다.
AWS::DataSync::LocationSMB
AWS::DataSync::LocationSMB
리소스를 사용하여 SMB 위치
를 지정합니다.
AWS::DataSync::Task
AWS::DataSync::Task 리
소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지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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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4553)

January 7, 2021
AWS::MediaConnect::Flow,
AWS::MediaConnect::FlowEntitlement,
AWS::MediaConnect::FlowOutput,
AWS::MediaConnect::FlowSource
및
AWS::MediaConnect::FlowVpcInterface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MediaConnect::Flow
AWS::MediaConnect::Flow
리소스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
의 비디오 소스와 하나 이상
의 출력 간에 연결을 생성합
니다.
AWS::MediaConnect::FlowEntitlement
AWS::MediaConnect::FlowEntitlement
리소스를 사용하여 다른
AWS 계정에 권한을 부
여하여 특정 AWS 요소
MediaConnect 흐름의 콘텐
츠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합니
다.
AWS::MediaConnect::FlowOutput
AWS::MediaConnect::FlowOutput
리소스를 사용하여
MediaConnect에서 수집한 비
디오를 전송할 대상 주소, 프
로토콜 및 포트를 정의합니
다.
AWS::MediaConnect::FlowSource
AWS::MediaConnect::FlowSource
리소스를 사용하여 외부 비디
오 콘텐츠의 출처를 정의합니
다.
AWS::MediaConnect::FlowVpcInterface
AWS::MediaConnect::FlowVpcInterface
리소스를 사용하여
MediaConnect 흐름과
Amazon 가상 프라이빗 클라
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여 생성
한 VPC (가상 프라이빗 클라
우드) 간에 연결을 생성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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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5462)

AWS::Route53::DNSSEC 및
AWS::Route53::KeySigningKey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January 7, 2021

AWS::Route53::DNSSEC
AWS::Route53::DNSSEC
리소스를 사용하여 호스팅 영
역에 대해 DNSSEC 서명을
활성화합니다.
AWS::Route53::KeySigningKey
AWS::Route53::KeySigningKey
리소스를 사용하여 호스팅 영
역과 연결된 키 서명 키(KSK)
에 대한 구성 설정을 지정합
니다.
새로운 리소스 (p. 5533)

AWS::Route53Resolver::ResolverDNSSECConfig
January 7, 2021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Route53Resolver::ResolverDNSSECConfig
AWS::Route53Resolver::ResolverDNSSECConfig
리소스를 사용하여 DNSSEC
검증을 위한 구성을 지정합니
다.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 (p. 6078)

January 7, 2021
AWS::SSO::InstanceAccessControlAttributeConfiguration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SO::InstanceAccessControlAttributeConfiguration
AWS::SSO::InstanceAccessControlAttributeConfigu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에서 속성 기
반 액세스 제어(ABAC) 를 구
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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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443)

AWS::Glue::Table 리소스가 업데
이트되었습니다.

December 22, 2020

AWS::Glue::Table
SchemaReference 속성을
사용하여 AWS Glue 스키마
레지스트리에 저장된 스키마
를 참조하는 객체를 지정합니
다.
TableInput.TargetTable
속성을 사용하여 리소스 연결
에 대한 대상 테이블을 설명
하는 TableIdentifier 구
조를 지정합니다.
Table.TableIdentifier
속성을 사용하여 리소스 연결
에 대한 대상 테이블을 지정
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443)

AWS::Glue::Partition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December 22, 2020

AWS::Glue::Partition
SchemaReference 속성을
사용하여 AWS Glue 스키마
레지스트리에 저장된 스키마
를 참조하는 객체를 지정합니
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443)

AWS::Glue::Databas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December 22, 2020

AWS::Glue::Database
DatabaseInput.TargetDatabase
속성을 사용하여 리소스 연결
에 대한 대상 테이블을 설명
하는 TableIdentifier 구
조를 지정합니다.
Database.DatabaseIdentifier
속성을 사용하여 리소스 연결
에 대한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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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443)

AWS::Glue::MLTransform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December 22, 2020

AWS::Glue::MLTransform
TransformEncryption 속
성을 사용하여 사용자 데이터
에 액세스하는 데 적용되는
변환의 저장 시 암호화 설정
을 지정합니다.
MLUserDataEncryption
속성을 사용하여 암호화 모드
와 고객 제공 KMS 키 ID를 지
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4908)

AWS::MWAA::Environment 리소
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MWAA::Environment
AWS::MWAA::Environment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Managed Workflows for
Apache Airflow(MWAA) 환경
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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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1374)

AWS::Batch::JobDefinition 리소스 December 18, 2020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Batch::JobDefinition
PlatformCapabilities
속성을 사용하여 작업에 EC2
또는 FARGATE 리소스의 필요
여부를 지정합니다.
PropagateTags 속성을 사
용하여 작업 정의에서 해당
Amazon ECS 작업으로 태그
를 전파할지 여부를 지정합니
다.
ContainerProperties 속성 유
형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FargatePlatform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
에 사용되는 Fargate 플랫
폼 버전을 지정합니다.
• Network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Fargate
리소스에서 실행되는 작업
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을
지정합니다.
AWS::Batch::JobDefinition
ContainerProperties
속성 유형에서
FargatePlatform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작업에 사용
되는 Fargate 플랫폼의 버전
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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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2346)

AWS::EC2::Instance,
AWS::EC2::SpotFleet,
AWS::EC2::Volume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December 18, 2020

AWS::EC2::Instance
EnclaveOptions 속성을
사용하여 인스턴스가 AWS
Nitro Enclaves에 대해 사용되
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AWS::EC2::SpotFleet
SpotCapacityRebalance
Amazon EC2에서 스팟 인
스턴스가 중단될 위험이 높
다는 신호를 내보내는 경우
SpotCapacityRebalance
속성을 사용합니다.
AWS::EC2::SpotFleet
SpotMaintenanceStrategies
SpotMaintenanceStrategies
속성을 사용하여 중단될 위험
이 높은 스팟 인스턴스를 관
리합니다.
AWS::EC2::Volume
Throughput 속성을 사용하
여 볼륨이 지원하는 처리량
(MiB/s) 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767)

AWS::ECS::Service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December 18, 2020

AWS::ECS::Service
DeploymentCircuitBreaker
속성을 사용하여 서비스에 대
한 배포 회로 차단기를 활성
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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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2930)

AWS::ElastiCache::User
December 18, 2020
AWS::ElastiCache::UserGroup 및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lastiCache::User
Redis 엔진 버전 6.x 이상:
Redis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할 기반 액
세스 제어(RBAC)를 참조하십
시오.
AWS::ElastiCache::UserGroup
Redis 엔진 버전 6.x 이상:
Redis 사용자 그룹을 생성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할 기
반 액세스 제어(RBAC)를 참
조하십시오.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UserGroupIds 속성을 사용
하여 사용자 그룹 목록을 복
제 그룹과 연결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350)

AWS::FSx::FileSystem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FSx::FileSystem
StorageCapacity
속성이 "Required":
conditional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WindowsConfiguration
속성 형식에서
ThroughputCapacity 속
성이 "Required": true으
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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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5560)

AWS::S3::Bucket 리소스가 업데
이트되었습니다.

December 18, 2020

SourceSelectionCriteria
AWS::S3::Bucket
SourceSelectionCriteria
내
ReplicaModifications의
속성을 사용하여 복제본에 대
한 수정 사항을 필터링합니
다.
Amazon S3 버킷 키
BucketKeyEnabled 속
성을 사용하여 AWS Key
Management Service를 사용
한 기본 암호화가 있는 S3 버
킷 키를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1331)

AWS::AuditManager::Assessment December 18, 2020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AuditManager::Assessment
AWS::AuditManager::Assessment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Audit Manager에서 새 평가
를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1458)

AWS::CloudFormation::ModuleDefaultVersion
December 18, 2020
및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CloudFormation::ModuleDefaultVersion
AWS::CloudFormation::ModuleDefaultVer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모듈의 기
본 버전을 지정합니다. 이 기
본 버전은 이 계정 및 리전의
CloudFormation 작업에 사용
됩니다.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지정된 버
전의 모듈을 CloudFormation
서비스에 등록합니다. 그
러면 이 계정 및 리전의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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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2228)

December 18, 2020
AWS::DevOpsGuru::NotificationChannel
및
AWS::DevOpsGuru::ResourceCollection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DevOpsGuru::NotificationChannel
AWS::DevOpsGuru::NotificationChannel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DevOps Guru에 알림 채널을
추가합니다. 알림 채널은 중
요 이벤트를 알리는 데 사용
됩니다. 예를 들면 통찰력 생
성 또는 통찰력 심각도 변경
이 있습니다.
AWS::DevOpsGuru::ResourceCollection
AWS::DevOpsGuru::ResourceCollec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DevOps Guru에서 분석할 리
소스 모음을 계정 내에 지정
합니다. 지정된 리소스를 분
석해 권장 사항, 관련 지표 및
운영 데이터가 포함된 통찰력
을 생성하여 운영 솔루션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2346)

AWS::EC2::NetworkInsightsPath December 18, 2020
and
AWS::EC2::NetworkInsightsAnalysis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EC2::NetworkInsightsPath
NetworkInsightsPath 속
성을 사용하여 도달 가능성
분석 경로를 지정합니다.
AWS::EC2::NetworkInsightsAnalysis
NetworkInsightsAnalysis
속성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통
찰력 분석을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2751)

AWS::ECR::PublicRepository 리
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ECR::PublicRepository
PublicRepository 속성을
사용하여 공용 저장소를 생성
또는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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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4062)

AWS::GreengrassV2::ComponentVersion
December 18, 2020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GreengrassV2::ComponentVersion
AWS::GreengrassV2::ComponentVer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IoT
Greengrass에서 새 구성 요
소 버전을 생성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4075)

AWS::IoTSitewise::AccessPolicy,
AWS::IoTSiteWise::Dasboard,
AWS::IoTSiteWise::Portal, 및
AWS::IoTSiteWise::Project 리소
스가 추가되었습니다.

December 18, 2020

AWS::IoTSiteWise::AccessPolicy
AWS::IoTSiteWise::AccessPolicy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IoT
SiteWise에서 새 액세스 정책
을 생성합니다.
AWS::IoTSiteWise::Dasboard
AWS::IoTSiteWise::Dasboard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IoT
SiteWise에서 새 대시보드를
생성합니다.
AWS::IoTSiteWise::Portal
AWS::IoTSiteWise::Portal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IoT
SiteWise에서 새 포털을 생성
합니다.
AWS::IoTSiteWise::Project
AWS::IoTSiteWise::Project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IoT
SiteWise에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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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4425)

AWS::Lambda::CreateEventSourceMapping
December 18, 2020
및 AWS::Lambda::Function 리소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Lambda::EventSourceMapping
TumblingWindowInSeconds
속성을 사용하여 SQS 이벤
트 소스의 창 크기를 설정합
니다.
이제 Lambda는 자체 관리형
Apache Kafka 클러스터를 이
벤트 소스로 지원합니다.
AWS::Lambda::Function
이제 Lambda는 컨테이너 이
미지로 배포된 함수를 지원합
니다. ImageUri 속성을 사용
하여 컨테이너 이미지 위치를
지정합니다.
코드 속성 유형에서 새 속
성ImageUri은 Lambda 함수
와 연결될 이미지를 지정합니
다.

새로운 리소스 (p. 4478)

AWS::LicenseManager::Grant 및
AWS::LicenseManager::License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December 18, 2020

AWS::LicenseManager::Grant
AWS::LicenseManager::Grant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License Manager 서비스에서
권한 부여를 지정합니다.
AWS::LicenseManager::License
AWS::LicenseManager::Licens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License Manager 서비스에서
권한이 부여된 라이선스를 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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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5722)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December 18, 2020
AWS::SageMaker::Device,
AWS::SageMaker::DeviceFleet,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AWS::SageMaker::ModelPackageGroup,
and AWS::SageMaker::Pipeline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AWS::SageMaker::DataQualityJobDefini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품
질의 표류를 모니터링하는 모
니터링 작업을 생성합니다.
AWS::SageMaker::Device
AWS::SageMaker::Device
리소스를 사용하여 기존
SageMaker Edge Manager
DeviceFleet에 장치를 등록합
니다. 각 장치는 CFN 사양에
따라 개별적으로 나열되어야
합니다.
AWS::SageMaker::DeviceFleet
AWS::SageMaker::DeviceFleet
리소스를 사용하여
SageMaker Edge Manager
장치를 관리하는 DeviceFleet
을 생성합니다. 장치는
DeviceFleet에 따라 개별
적으로 나열되어야 합니다.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AWS::SageMaker::ModelBiasJobDefini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모델의 잠
재적 편향을 모니터링하는 모
니터링 작업을 생성합니다.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AWS::SageMaker::ModelExplainabilityJobDefini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모델의 특
징 속성 표류를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작업을 생성합니다.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AWS::SageMaker::ModelQualityJobDefini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모델의 품
질 표류를 모니터링하는 모니
터링 작업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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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ageMaker::ModelPackageGroup
AWS::SageMaker::ModelPackage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관련 모델
그룹을 생성합니다.
AWS::SageMaker::Pipeline
AWS::SageMaker::Pipeline
리소스를 사용하여
SageMaker Pipeline 생성 또
는 시작 시 실행할 셸 스크립
트를 지정합니다. SageMaker
파이프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Amazon SageMaker 개
발자 안내문의 SageMaker
Pipelines을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리소스 (p. 6078)

December 18, 2020
AWS::SSO::InstanceAccessControlAttributeConfiguration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SSO::InstanceAccessControlAttributeConfiguration
AWS::SSO::InstanceAccessControlAttributeConfigu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에서 속성 기
반 액세스 제어(ABAC) 를 구
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905)

AWS::EKS::Nodegroup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어 노드 그룹의 용
량 유형 지정을 지원합니다.

December 17, 2020

AWS::EKS::Nodegroup
CapacityType 속성을 사용
하여 노드 그룹에 대한 스팟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 여부
또는 온디맨드 인스턴스 유형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372)

AWS::GameLift::MatchmakingConfiguration
November 24,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GameLift::MatchmakingConfiguration
FlexMatchMode 이 속성을
사용하여 매치메이커가 독립
실행형 FlexMatch 솔루션 또
는 GameLift에서 관리하는 호
스팅을 사용하는 매치메이킹
용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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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4425)

AWS::Lambda::CreateEventSourceMapping
November 24,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Lambda::EventSourceMapping.BatchSize
BatchSize는 표준 SQS 쿼
리에 대하여 증가되었으며
MaximumBatchingWindowInSeconds
사용을 허용합니다.

모듈 (p. 6600)

모듈을 사용하면 모든 스택 템플
릿에 포함하기 위한 리소스 구성
을 투명하고 관리가 편리하면서도
반복적으로 패키징할 수 있습니
다. 모듈은 공통적 서비스 구성과
모범 사례를 모듈식 맞춤형 구성
요소로 캡슐화할하고 스택 템플릿
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November 24, 2020

자세한 내용은 모듈을 사용하여
리소스 구성을 캡슐화하고 재사
용을 참조하세요.
새로운 리소스 (p. 4425)

AWS::Lambda::CodeSigningConfig November 23, 2020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Lambda::CodeSigningConfig
CodeSigningConfig 리소
스를 사용하여 Lambda 함수
에 코드 서명 기능을 지정합
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505)

AWS::CloudFront::Distribution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loudFront::Distribution
CacheBehavior 및
DefaultCacheBehavior
속성 유형에서
TrustedKeyGroups 속성을
사용하여 CloudFront가 서명
된 URL 또는 서명된 쿠키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키 그룹 목록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프라이빗 콘텐츠 제공을 참조
하십시오.

API 버전 2010-05-15
6686

November 19, 202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346)

AWS::EC2::LaunchTemplate and November 19, 2020
AWS::EC2::ClientVpnEndpoint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C2::ClientVpnEndpoint
ClientConnectOptions
속성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VPN에 클라이언트 연결 옵션
을 사용할지 여부를 나타냅니
다.
AWS::EC2::LaunchTemplate
AssociateCarrierIpAddress
속성을 사용하여 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해 캐리어 IP
주소를 eth0와 연결할지 여부
를 나타냅니다.
AWS::EC2::LaunchTemplate
EnclaveOptions 속성을
사용하여 인스턴스가 AWS
Nitro Enclaves에 대해 사용되
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AWS::EC2::LaunchTemplate
NetworkCardIndex 속성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카드 인덱
스를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225)

AWS::Events::EventBusPolicy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November 19, 2020

AWS::Events::EventBusPolicy
Statement 속성이 추가되었
습니다. Statement 속성을
사용하여 이벤트 버스에 연
결된 정책에 설명을 추가합니
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393)

AWS::KMS::Key 리소스가 업데이
트되었습니다.
AWS::KMS::Key
KeySpec 속성을 포함하는 비
대칭 KMS 키 및 KeyUsage
속성에 대한 SIGN_VERIFY
값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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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1505)

AWS::CloudFront::KeyGroup 및
AWS::CloudFront::PublicKey 리
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November 19, 2020

AWS::CloudFront::KeyGroup
AWS::CloudFront::Key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CloudFront에서 CloudFront
에 서명된 URL 및 서명된 쿠
키와 함께 사용될 키 그룹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프라이빗 콘텐츠 제공을 참조
하십시오.
AWS::CloudFront::PublicKey
AWS::CloudFront::PublicKey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CloudFront에서 CloudFront
에 서명된 URL 및 서명된 쿠
키와 함께 사용되거나, 또는
필드 수준 암호화를 통해 사
용될 퍼블릭 키를 생성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프라이빗 콘텐츠 제공 또는
필드 수준 암호화를 사용한
중요 데이터 보호를 참조하세
요.
새로운 리소스 (p. 3443)

AWS::Glue::Registry 리소스가 추
가되었습니다.

November 19, 2020

AWS::Glue::Registry
AWS::Glue::Registry 리
소스를 사용하여 AWS Glue
스키마 레지스트리에서 레지
스트리를 관리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3443)

AWS::Glue::Schema 리소스가 추
가되었습니다.
AWS::Glue::Schema
AWS::Glue::Schema 리소
스를 사용하여 AWS Glue 스
키마 레지스트리에서 스키마
를 관리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6688

November 19, 2020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새로운 리소스 (p. 3443)

AWS::Glue::SchemaVersion 리소
스가 추가되었습니다.

November 19, 2020

AWS::Glue::SchemaVersion
AWS::Glue::SchemaVer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Glue 스키마 레지스트리에서
스키마 버전을 관리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3443)

AWS::Glue::SchemaVersionMetadata
November 19, 2020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Glue::SchemaVersionMetadata
AWS::Glue::SchemaVersionMetadata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Glue 스키마 레지스트리에서
스키마 버전 메타데이터를 관
리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3725)

The following resource is new:
AWS::IoT::TopicRuleDestination

November 19, 2020

AWS::IoT::TopicRuleDestination
AWS::IoT::TopicRuleDestination을
사용하여 주제 규칙 대상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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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4934)

AWS::NetworkFirewall::Firewall,
November 19, 2020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AWS::NetworkFirewall::LoggingConfiguration
및
AWS::NetworkFirewall::RuleGroup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NetworkFirewall::Firewall
AWS::NetworkFirewall::Firewall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VPC 내 VPC에 대한 안정적
이며 관리된 네트워크 방화벽
및 침입 탐지, 그리고 예방을
지정합니다.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NetworkFirewall::Firewall에
대한 상태 비저장 및 상태 저
장 네트워크 트래픽 필터링
동작을 지정합니다.
AWS::NetworkFirewall::LoggingConfiguration
AWS::NetworkFirewall::LoggingConfigu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NetworkFirewall::Firewall에
대한 대상 및 로깅 옵션을 지
정합니다.
AWS::NetworkFirewall::RuleGroup
AWS::NetworkFirewall::Rule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에
서 사용할 상태 비저장 또는
상태 저장 네트워크 트래픽
필터링 규칙의 재사용 가능한
컬렉션을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5560)

AWS::S3::StorageLens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S3 Storage Lens
AWS::S3::StorageLens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단순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S3 스토리지 렌즈 구성을 생
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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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
트 (p. 6600)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를 사
용하면 모든 중첩 스택 계층의 애
플리케이션과 인프라 리소스 변
경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모든 변
경 사항이 의도한 대로인지 확인
한 후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첩 스택에 대한
변경 세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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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1089)

AWS::AppMesh::VirtualNode 및
AWS::AppMesh::VirtualGateway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November 12, 2020

AWS::AppMesh::VirtualNode
ConnectionPool 속성을 사
용하여 리스너에 대한 접속
풀 유형을 지정합니다.
VirtualNodeHttp2ConnectionPool
속성을 사용하여 접속 풀의
http2 유형을 지정합니다.
VirtualNodeGrpcConnectionPool
속성을 사용하여 접속 풀의
grpc 유형을 지정합니다.
VirtualNodeConnectionPool
속성을 사용하여 접속 풀의
가상 노드 유형을 지정합니
다.
VirtualNodeHttpConnectionPool
속성을 사용하여 접속 풀의
http 유형을 지정합니다.
OutlierDetection 속성을
사용하여 리스너에 대한 이상
값 탐지 유형을 지정합니다.
VirtualNodeTcpConnectionPool
속성을 사용하여 접속 풀의
http2 유형을 지정합니다.
AWS::AppMesh::VirtualGateway
ConnectionPool 속성을 사
용하여 리스너에 대한 접속
풀 유형을 지정합니다.
VirtualGatewayHttpConnectionPool
속성을 사용하여 접속 풀의
http 유형을 지정합니다.
VirtualGatewayHttp2ConnectionPool
속성을 사용하여 접속 풀의
http2 유형을 지정합니다.
VirtualGatewayConnectionPool
속성을 사용하여 가상 게이트
웨이 연결 풀의 유형을 지정
합니다.
VirtualGatewayGrpcConnectionPool
속성을 사용하여 접속 풀의
grpc 유형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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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2346)

AWS::EC2::Route and
AWS::EC2::VPCEndpointServic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November 12, 2020

AWS::EC2::Route
VpcEndpointId 속성을 사
용하여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
서 엔드포인트에 대한 경로를
생성합니다.
AWS::EC2::VPCEndpointService
GatewayLoadBalancerArns
속성을 사용하여 VPC 엔드
포인트 서비스에 대한 게이트
웨이 로드 밸런서를 지정합니
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157)

AWS::Kendra::DataSource 리소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November 12, 2020

AWS::Kendra::DataSource
새 CUSTOM 값을 사용하여 사
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을 지
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AWS Glue
DataBrew (p. 2065)

AWS Glue DataBrew의 첫 번째
릴리스입니다.

November 12, 2020

업데이트된 리소스 (p. 5560)

AWS::S3::Bucket 리소스가 업데
이트되었습니다.

November 9, 2020

IntelligentTieringConfiguration
IntelligentTiering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S3 인텔리
전트-계층화 구성을 지정합니
다.
OwnershipControls
OwnershipControls 속성
을 사용하여 버킷의 객체 소
유권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374)

AWS::Batch::JobDefinition 리소스 November 5, 2020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Batch::JobDefinition
RetryStrategy 속성 유형에서
EvaluateOnExit 속성을 사용
하여 충족 조건 집합을 지정
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행할 작업 (RETRY 또
는 EXIT) 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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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1706)

AWS::CodeArtifact::Domain 및
November 5, 2020
AWS::CodeArtifact::Repository 리
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CodeArtifact::Domain
이제
AWS::CodeArtifact::Domain
리소스에서 태그를 지원합니
다.
AWS::CodeArtifact::Repository
이제
AWS::CodeArtifact::Repository
리소스에서 태그를 지원합니
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346)

AWS::EC2::Route 리소스가 업데
이트되었습니다.

November 5, 2020

AWS::EC2::Route
CarrierGatewayId 속성을
사용하여 이동통신사 게이트
웨이에 대한 경로를 생성합니
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676)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November 5,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CapacityRebalance
CapacityRebalance 속성
을 사용하여 용량 재조정 활
성화 여부를 나타냅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425)

AWS::Lambda::EventSourceMapping
November 5,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Lambda::EventSourceMapping
Queues 속성을 사용하여
Lambda 함수로 스트리밍
할 Amazon MQ 주제를 지
정합니다. Source access
configuration 속성을 사
용하여 MQ 브로커 자격 증명
을 저장하는 비밀 관리자 암
호를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3225)

새로운 AWS::Events::Archive 리
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Events::Archive
Archive 리소스를 사용하여
이벤트를 저장할 EventBridge
아카이브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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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3725)

The following
resource was added:
AWS::IoT::DomainConfiguration.

November 5, 2020

AWS::IoT::DomainConfiguration
AWS::IoT::DomainConfigu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IoT
Core에서 도메인 구성을 지정
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5304)

AWS::RDS::GlobalCluster 리소스
가 추가되었습니다.

November 5, 2020

AWS::RDS::GlobalCluster
AWS::RDS::GlobalCluster
리소스를 사용하여 Aurora 전
역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를
만들거나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835)

AWS::AmazonMQ::Broker,
November 4, 2020
AWS::AmazonMQ::Configuration,
AWS::AmazonMQ::ConfigurationAssociation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mazonMQ::Broker
아마존 MQ는 이제 RabbitMQ
브로커 엔진을 지원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430)

AWS::GlobalAccelerator::EndpointGroup
October 29,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GlobalAccelerator::EndpointGroup
이 PortOverride 속성을 사
용하여 트래픽을 엔드포인트
로 라우팅하는 데 사용되는
리스너 포트를 재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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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4143)

AWS::IVS::Channel,
AWS::IVS::StreamKey 및
AWS::IVS::PlaybackKeyPair 리소
스를 사용합니다.

October 29, 2020

AWS::IVS::Channel
AWS::IVS::Channel 리소
스를 사용하여 라이브 스트림
과 관련된 구성 정보를 저장
하는 Amazon IVS 채널을 지
정합니다.
AWS::IVS::StreamKey
AWS::IVS::StreamKey 리
소스를 사용하여 지정된 IVS
채널에 대한 스트림 키를 생
성하는 Amazon IVS 스트림
키를 지정합니다. 스트림 키
를 사용하여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합니다.
AWS::IVS::PlaybackKeyPair
AWS::IVS::PlaybackKeyPair
리소스를 사용하여 프라
이빗 채널의 재생 인증
토큰에 서명하고 유효성
을 검사하는 Amazon IVS
PlayBackKeyPair를 지정합니
다.
새로운 리소스 (p. 4075)

AWS::IoTSitewise::Asset,
AWS::IoTSiteWise::AssetModel,
및 AWS::IoTSiteWise::Gateway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October 28, 2020

AWS::IoTSiteWise::Asset
AWS::IoTSiteWise::Asset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IoT
SiteWise에서 새 자산을 생성
합니다.
AWS::IoTSiteWise::AssetModel
AWS::IoTSiteWise::AssetModel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IoT
SiteWise에서 새 자산 모델을
생성합니다.
AWS::IoTSiteWise::Gateway
AWS::IoTSiteWise::Gateway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IoT
SiteWise에서 새 게이트웨이
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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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2676)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October 26,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NewInstancesProtectedFromScaleIn
속성을 사용하여 새로 시작된
인스턴스가 확장 시 Amazon
EC2 Auto Scaling에 의해 종
료되지 않도록 보호되는지 여
부를 나타냅니다.

증가된 할당량 (p. 6600)

다음 AWS CloudFormation 할당
량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October 22, 2020

• 이제 AWS CloudFormation 템
플릿에서 최대 200개의 매핑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이제 AWS CloudFormation 템
플릿의 각 매핑에 대해 최대
200개의 매핑 속성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이제 AWS CloudFormation 템
플릿에서 최대 200개의 출력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이제 AWS CloudFormation 템
플릿에서 최대 200개의 파라미
터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 이제 AWS CloudFormation 템
플릿에서 최대 500개의 리소스
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 이제 Amazon S3 객체에서 최대
1 MB 크기의 템플릿 본문을 전
달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233)

October 22, 2020
AWS::AppStream::Fleet 및
AWS::AppStream::ImageBuilder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pStream::Fleet
IAMRoleArn 속성을 사용하
여 플릿에 적용할 IAM 역할의
ARN을 지정합니다.
StreamView 속성을 사용하
여 사용자가 플릿에서 스트리
밍할 때 표시되는 AppStream
2.0 보기를 지정합니다.
AWS::AppStream::ImageBuilder
IAMRoleArn 속성을 사용하
여 Image Builder에 적용할
IAM 역할의 ARN을 지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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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1261)

AWS::AppSync::ApiKey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October 22, 2020

AWS::AppSync::ApiKey
ApiKeyId 속성을 사용하여
API 키 ID를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374)

AWS::Batch::ComputeEnvironment,October 22, 2020
AWS::Batch::JobDefinition 및
AWS::Batch::JobQueu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Batch::ComputeEnvironment
Tags 속성을 사용하여 컴퓨
팅 환경에 대한 태그를 지정
합니다.
AWS::Batch::JobDefinition
Tags 속성을 사용하여 작업
정의에 대한 태그를 지정합니
다.
AWS::Batch::JobQueue
Tags 속성을 사용하여 작업
대기열에 대한 태그를 지정합
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505)

AWS::CloudFront::Distribution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loudFront::Distribution
Origin 속성 유형에서
OriginShield 속성을 사
용하여 CloudFront Origin
Shield를 활성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Origin Shield 사용을 참조하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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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103)

AWS::EMR::Cluster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October 22, 2020

AWS::EMR::Cluster
LogEncryptionKmsKeyId
속성을 사용하여 로그 파
일 암호화에 사용되는 AWS
KMS key를 지정합니다.
ManagedScalingPolicy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EMR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
형 크기 조정 정책을 생성합
니다.
StepConcurrencyLevel
속성을 사용하여 동시에 실행
할 수 있는 단계 수를 지정합
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202)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AWS::Elasticsearch::Domain.
AWS::Elasticsearch::Domain
ElasticsearchClusterConfig
속성 유형에서 다음을 수행합
니다.
• WarmCount 속성을 사용하
여 클러스터의 웜 노드 수
를 지정합니다.
• WarmEnabled 속성을 사
용하여 클러스터에 웜 스토
리지를 사용할지 여부를 지
정합니다.
• WarmType 속성을 사용하
여 클러스터의 웜 노드의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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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225)

AWS::Events::Rule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October 22, 2020

AWS::Events::Rule
AWS::Events::Rule
DeadLetterConfig가 추가되
었습니다.
AWS::Events::Rule
RetryPolicy가 추가되었습니
다.
AWS::Events::Rule Target
대상 속성 유형의
DeadLetterConfig 속성을 추
가했습니다.
대상 속성 유형의 RetryPolicy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157)

FAQ 리소스에 새로운 속성
October 22, 2020
FileFormat을 추가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
docs.aws.amazon.com/kendra/
latest/dg/in-creating-faq.html 단원
을 참조하세요.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333)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October 22,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이제 CloudFormation
의 전송 스트림에
DeliveryStreamEncryptionConfigurationInput
속성 유형이 지원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057)

AWS::SNS::Topic 리소스가 업데
이트되었습니다.

October 22, 2020

AWS::SNS::Topic
ContentBasedDeduplication
속성을 사용하여 FIFO 주제
에 대한 콘텐츠 기반 중복 제
거를 활성화합니다.
FifoTopic 속성을 사용하여
FIFO 주제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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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4784)

AWS::MediaPackage::Asset,
October 22, 2020
AWS::MediaPackage::Channel, ,
AWS::MediaPackage::OriginEndpoint,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및
AWS::MediaPackage::PackagingGroup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MediaPackage::Asset.
AWS::MediaPackage::Asset을
사용하여 VOD 콘텐츠를 수집
할 자산을 지정합니다.
AWS::MediaPackage::Channel.
AWS::MediaPackage::Channel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수신할 채
널을 지정합니다.
AWS::MediaPackage::OriginEndpoint.
AWS::MediaPackage::OriginEndpoint를
사용하여 AWS Elemental
MediaPackage 채널에서 엔
드포인트를 지정합니다.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
AWS::MediaPackage::PackagingConfiguration을
사용하여 패키징 그룹에서 패
키징 구성을 지정합니다.
AWS::MediaPackage::PackagingGroup.
AWS::MediaPackage::PackagingGroup을
사용하여 패키징 그룹을 지정
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5934)

업데이트된
BlockPublicPolicy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October 22, 2020

AWS::SecretsManager::Resource
Policies.BlockPublicPolicy
Secrets Manager에 리
소스 정책을 추가할 때
BlockPublicPolicy를 사
용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835)

AWS::AmazonMQ::Broker 리소스 October 9, 2020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mazonMQ::Broker
LdapServerMetadata 속
성을 사용하여 브로커에 대한
연결을 인증하고 권한을 부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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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1706)

AWS::CodeArtifact::Domain 및
October 8, 2020
AWS::CodeArtifact::Repository 리
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CodeArtifact::Domain
AWS::CodeArtifact::Domain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CodeArtifact 도메인을 생성
합니다.
AWS::CodeArtifact::Repository
AWS::CodeArtifact::Repository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CodeArtifact 리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프라이빗 리소스에 대한 드리프트
감지 (p. 6600)

CloudFormation은 확장된 AWS
리소스 목록과 프로비저닝 가능한
것으로 정의된 프라이빗 리소스에
대한 드리프트 감지 작업을 지원
합니다.
이전에 드리프트 감지를 지원했던
리소스 외에도 CloudFormation은
이제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
에서 프로비저닝 가능한 것으로
정의된 모든 리소스에 대한 드리
프트 감지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져오기 및 드리프트 감
지 작업을 지원하는 리소스를 참
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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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1374)

AWS::Batch::JobDefinition 리소스 October 1, 2020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러한 속성 유형이 추가되었습니
다.
LogConfiguration
LogConfiguration 속성 유형
을 사용하여 컨테이너의 사용
자 지정 로그 드라이버에 전
송하는 로그 구성 옵션을 지
정합니다.
보안 암호
Secrets 속성 유형을 사용하
여 컨테이너에 노출할 보안
암호를 지정합니다.
Tmpfs
Tmpfs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tmpfs 탑재의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속성 유형이 업데이트되었
습니다.
ContainerProperties
이러한 속성이 추가되었습니
다.
ExecutionRoleArn
작업에 대해 수임할 실행
역할을 지정합니다.
LogConfiguration
작업의 사용자 지정 로그
드라이버에 대한 로그 구
성을 지정합니다.
보안 암호
작업에 대해 제공된 보안
암호를 지정합니다.
LinuxParameters
이러한 속성이 추가되었습니
다.
InitProcessEnabled
신호를 전달하고 프로세
스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컨테이너 내에서 init 프
로세스를 활성화할지 여
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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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Swap
작업이 사용할 수 있는
총 스왑 메모리 양(MiB)
을 지정합니다.
SharedMemorySize
/dev/shm 볼륨의 크기
(MiB)를 지정합니다.
Swappiness
작업 컨테이너의 메모리
스왑 동작을 지정합니다.
Tmpfs
작업의 tmpfs 탑재에 대
한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
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505)

AWS::CloudFront::CachePolicy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October 1, 2020

AWS::CloudFront::CachePolicy
AWS::CloudFront::CachePolicy
리소스에서 이전에는 필요하
지 않은 일부 속성이 이제 필
요합니다.
AWS::CloudFront::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속성 유형에서
EnableAcceptEncodingBrotli
속성을 사용하여 Brotli 압축
형식을 지원하는 최종 사용자
에게 압축된 객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mazon CloudFront 개
발자 안내서의 압축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767)

AWS::ECS::Service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October 1, 2020

AWS::ECS::Service
서비스를 생성할 때
CapacityProviderStrategy
속성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용량 공급자 전략을 지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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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2905)

AWS::EKS::Cluster 리소스가
Kubernetes 서비스 IP 주소 할당
에 대한 사용자 지정 CIDR 지정을
지원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October 1, 2020

AWS::EKS::Cluster
KubernetesNetwork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Kubernetes
네트워크 구성을 지정합니다.
AWS::EKS::Cluster
KubernetesNetworkConfig
ServiceIpv4Cidr 속성을
사용하여 Kubernetes가 서비
스 IP 주소를 할당할 CIDR 블
록을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6459)

October 1, 2020
AWS::WorkSpaces::ConnectionAlias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WorkSpaces::ConnectionAlias
AWS::WorkSpaces::ConnectionAlias
리소스를 사용하여 연결 별칭
을 지정합니다. 연결 별칭은
교차 리전 리디렉션에 사용됩
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860)

AWS::MSK::Cluster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September 24, 2020

AWS::MSK::Cluster
SASL/Scram에 대한 지원 추
가(사용자 이름 및 암호 기반
클라이언트 인증)
업데이트된 리소스 (p. 789)

AWS::ApiGateway::DomainNameSeptember 17,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iGateway::DomainName
API에 대한 상호 TLS
인증을 구성하려면
AWS::ApiGateway::DomainName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889)

September 17, 2020
AWS::ApiGatewayV2::DomainNam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iGatewayV2::DomainName
API에 대한 상호 TLS
인증을 구성하려면
AWS::ApiGatewayV2::DomainName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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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889)

AWS::ApiGatewayV2::Api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September 17, 2020

AWS::ApiGatewayV2::Api
HTTP API의 기본 엔드포
인트를 비활성화하려면
AWS::ApiGatewayV2::Api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974)

AWS::AppFlow::Flow and
AWS::AppFlow::ConnectorProfile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September 17, 2020

AWS::AppFlow::Flow
AWS::AppFlow::Flow 리
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AppFlow에서 새 흐름을 지정
합니다.
AWS::AppFlow::ConnectorProfile
AWS::AppFlow::ConnectorProfile을
사용하여 Amazon AppFlow
에서 커넥터의 인스턴스를 설
명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1458)

AWS::CloudFormation::StackSet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September 17, 2020

AWS::CloudFormation::StackSet
AWS::CloudFormation::StackSet
리소스를 사용하여 단일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해 여러 리전에서 AWS
accounts에 스택을 프로비저
닝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889)

September 10, 2020
AWS::ApiGatewayV2::Authorizer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iGatewayV2::Authorizer
AWS::ApiGatewayV2::Authorizer
리소스를 사용하여 HTTP
API에 대한 Lambda 권한 부
여자를 생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716)

AWS::CodeBuild::ReportGroup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odeBuild::ReportGroup
DeleteReports 속성을 사
용하여 보고서 그룹이 삭제될
때 보고서 그룹에 속한 보고
서를 삭제할지 여부를 지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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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089)

September 10, 2020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이제
AWS::StepFunctions::StateMachine에
서 X-Ray 추적을 지원합니다.
Tracing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상태 시스템
에서 X-Ray 추적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소스

AWS CloudFormation에서
September 10, 2020
Amazon Kendra의 첫 번째 릴리스
입니다.

새로운 리소스 (p. 6078)

AWS::SSO::Assignment,
AWS::SSO::PermissionSet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SSO::Assignment
지정된 권한 세트를 사용
하여 지정된 AWS account
의 보안 주체에 대한 액
세스 권한을 할당하려면
AWS::SSO::Assignment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AWS::SSO::PermissionSet
지정된 SSO 인스턴스 내
에 권한 세트를 생성하려면
AWS::SSO::PermissionSet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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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1505)

AWS::CloudFront::CachePolicy,
September 3, 2020
AWS::CloudFront::OriginRequestPolicy
및
AWS::CloudFront::RealtimeLogConfig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CloudFront::CachePolicy
AWS::CloudFront::CachePolicy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CloudFront에서 새 캐시 정책
을 생성합니다.
AWS::CloudFront::OriginRequestPolicy
AWS::CloudFront::OriginRequestPolicy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CloudFront에서 새 오리진 요
청 정책을 생성합니다.
AWS::CloudFront::RealtimeLogConfig
AWS::CloudFront::RealtimeLogConfig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CloudFront에서 새 실시간 로
그 구성을 생성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1823)

AWS::CodeGuruReviewer::RepositoryAssociation
September 3, 2020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CodeGuruReviewer::RepositoryAssociation
AWS::CodeGuruReviewer::RepositoryAssociation
리소스는 AWS CodeGuru
Reviewer가 분석할 소스 코
드가 포함된 연결된 리포지
토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AWS CodeGuru
Reviewer API 참조에서
RespositoryAssociation을 참
조하세요.

새로운 리소스 (p. 2905)

AWS::EKS::FargateProfile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September 3, 2020

AWS::EKS::FargateProfile
AWS::EKS::FargateProfil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Fargate 프로파일을 생성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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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업데이트 (p. 1505)

AWS::CloudFront::Distribution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September 3, 2020

AWS::CloudFront::Distribution
CacheBehavior 및
DefaultCacheBehavior
속성 유형에서
RealtimeLogConfigArn
속성을 사용하여 캐시 동작
에 대한 실시간 로그 구성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실시간 로그를 참조하세요.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768)

AWS::CodeCommit::RepositoryAugust 31, 2020
Cod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AWS::CodeCommit::Repository
Code
BranchName 속성을 사용하
여 코드를 리포지토리로 가져
올 때 기본 분기로 사용할 분
기 이름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5971)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August 27,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이제 PathName 속성을
PathId 대신에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새로운 리소스 (p. 3372)

AWS::GameLift::GameServerGroupAugust 27, 2020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GameLift::GameServerGroup
AWS::GameLift::GameServer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GameLift
FleetIQ 게임 서버 그룹을 생
성해 Amazon EC2 인스턴스
에서 저렴한 게임 호스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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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5533)

AWS::Route53Resolver::ResolverQueryLoggingConfig
August 27, 2020
및
AWS::Route53Resolver::ResolverQueryLoggingConfigAssociation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Route53Resolver::ResolverQueryLoggingConfig
AWS::Route53Resolver::ResolverQueryLoggingConfig
리소스를 사용하여 쿼리 로깅
구성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
다.
AWS::Route53Resolver::ResolverQueryLoggingConfigAssociation

AWS::Route53Resolver::ResolverQueryLoggingConfigAssoci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DNS 쿼리
로깅을 구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393)

AWS::KMS::Key 리소스가 업데이
트되었습니다.

August 26, 2020

AWS::KMS::Key
반환 값에 KeyId 속성이 추
가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905)

AWS::EKS::Nodegroup 리소스
가 시작 템플릿 사용을 지원하도
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ugust 20, 2020

AWS::EKS::Nodegroup
LaunchTemplate 속성을 사
용하여 관리형 노드 그룹을
배포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작 템플릿
사양을 지정합니다. 시작 템
플릿을 사용하여 노드 그룹을
배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노
드 그룹에 대해 설정하는 일
부 설정을 시작 템플릿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영향을 받
는 설정에 대한 내용이 이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767)

AWS::ECS::TaskDefinition 리소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CS::TaskDefinition
EnvironmentFiles 속성을
사용하여 컨테이너에 전달할
환경 변수를 포함하는 파일
목록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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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350)

AWS::FSx::FileSystem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ugust 13, 2020

AWS::FSx::FileSystem
LustreConfiguration 속성 유
형에서 DriveCacheType을
사용하여 HDD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프로비저닝된
PERSISTENT_1 파일 시스템
에 사용되는 드라이브 캐시
유형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425)

AWS::Lambda::EventSourceMapping
August 13,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Lambda::EventSourceMapping
Topics 속성을 사용하여
Lambda 함수로 스트리밍할
Amazon MSK 주제를 지정합
니다.

새로운 리소스 (p. 1654)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August 13, 2020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AWS::ApplicationInsights::Applic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리소스 그
룹에서 생성된 애플리케이션
을 추가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2346)

AWS::EC2::CarrierGateway 리소
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ugust 13, 2020

AWS::EC2::CarrierGateway
CarrierGateway 리소스를
사용하여 통신 사업자 게이트
웨이를 생성합니다.
리소스 공급자를 등록하는 데 필
요한 권한 업데이트 (p. 6600)

이제 계정에 리소스 공급자를 등
록하려면 해당 리소스 공급자의
S3 버킷에 업로드된 스키마 핸들
러 패키지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
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에
리소스 공급자 등록을 참조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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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1716)

AWS::CodeBuild::Project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ugust 6, 2020

AWS::CodeBuild::Project
BuildBatch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배치 빌드에 대한
구성 정보를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350)

AWS::FSx::FileSystem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ugust 6, 2020

AWS::FSx::FileSystem
LustreConfiguration
속성 유형에서
AutoImportPolicyType이
AutoImportPolicy로
변경되었습니다.
AutoImportPolicy를 사
용하여 파일 시스템 생성 후
연결된 S3 버킷에서 추가되
거나 변경된 객체의 메타데
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오도록
Amazon FSx for Lustre 파일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346)

AWS::EC2::FlowLog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July 30, 2020

AWS::EC2::FlowLog
LogFormat 속성을 사용하
여 흐름 로그 레코드의 필드
를 지정합니다.
MaxAggregationInterval
속성을 사용하여 흐름을 캡처
하고 집계할 최대 간격을 지
정합니다.
Tags 속성을 사용하여 흐름
로그에 대한 태그를 지정합니
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767)

AWS::ECS::TaskDefinition 리소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CS::TaskDefinition
EFSVolume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작업 저장
을 위한 Amazon Elastic File
System 파일 시스템을 지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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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544)

AWS::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
July 30,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MTU 속성
MTU 속성은 데이터 흐름 엔드
포인트에 사용되는 최대 전송
단위를 설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1089)

AWS::AppMesh::VirtualGateway
및
AWS::AppMesh::GatewayRoute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July 30, 2020

AWS::AppMesh::VirtualGateway
AWS::AppMesh::VirtualGateway
리소스를 사용하여 메시 외부
의 리소스가 메시 내부에 있
는 리소스와 통신할 수 있도
록 하는 가상 게이트웨이를
생성합니다.
AWS::AppMesh::GatewayRoute
AWS::AppMesh::GatewayRoute
리소스를 사용하여 트래픽을
가상 서비스로 라우팅하는 게
이트웨이 라우팅을 생성합니
다.
새로운 리소스 (p. 5722)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July 30, 2020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AWS::SageMaker::MonitoringSchedule
리소스를 사용하여,
SageMaker 엔드포인트에 대
해 캡처되는 데이터를 모니터
링하는 Amazon SageMaker
처리 작업을 정기적으로 시작
하도록 모니터링 일정을 생성
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6713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새 속성 (p. 1819)

July 30, 2020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AnomalyDetectionNotifica
및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Tags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AnomalyDetectionNotificationConfiguration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AnomalyDetectionNotif
속성을 사용하여 프로파일링
그룹에 대한 알림을 구성합니
다.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Tags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Tags
속성을 사용하여 프로파일링
그룹에 태그를 추가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880)

AWS::EFS::FileSystem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uly 23, 2020

AWS::EFS::FileSystem
BackupPolicy 속성을 사용
하여 Amazon EFS 파일 시스
템에 대한 자동 백업을 설정
하거나 해제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505)

AWS::CloudFront::Distribution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uly 23, 2020

AWS::CloudFront::Distribution
CacheBehavior 및
DefaultCacheBehavior 속성
유형에서:
• CachePolicyId 속성을
사용하여 캐시 동작에 대한
캐시 정책의 ID를 지정합니
다.
• OriginRequestPolicyId
속성을 사용하여 캐시 동작
에 대한 오리진 요청 정책
의 ID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정책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866)

AWS::CodeStarConnections::Connection
July 23,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odeStarConnections::Connection
HostArn 속성을 사용하여 설
치된 공급자에 대한 연결과
관련된 호스트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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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350)

AWS::FSx::FileSystem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uly 23, 2020

AWS::FSx::FileSystem
LustreConfiguration
속성 유형에서
AutoImportPolicyType을
사용하여 FSX가 연결된 데이
터 리포지토리의 새 파일 및
파일 변경 사항을 파일 시스
템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구성
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5722)

EndpointConfig 리소스가 업데이
트되었습니다.

July 23, 2020

AWS::SageMaker::EndpointConfig
CaptureContentTypeHeader
속성을 사용하여 캡처할 콘텐
츠 유형(JSON 및/또는 CSV)
을 지정합니다.
CaptureOption 속성을 사
용하여 입력 데이터, 출력 데
이터 또는 둘 다를 캡처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DataCaptureConfig 리소
스/속성을 사용하여 엔드포인
트가 데이터를 캡처하는 방법
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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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347)

AWS::WAFv2::WebACL 및
AWS::WAFv2::RuleGroup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uly 23, 2020

AWS::WAFv2::WebACL
이제 IP 주소를 사용하는 규
칙 문은 웹 요청 오리진에서
보고한 IP 주소를 사용하는
대신 웹 요청의 HTTP 헤더
에 전달된 IP 주소 사용을 지
원합니다. 이 옵션은 IP 주
소 GeoMatchStatement,
RateBasedStatement 및
IPSetReferenceStatement를
사용하는 모든 규칙 문에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새 속성
IPSetForwardedIPConfiguration
및
ForwardedIPConfiguration은
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AWS::WAFv2::RuleGroup
이제 IP 주소를 사용하는 규
칙 문은 웹 요청 오리진에서
보고한 IP 주소를 사용하는
대신 웹 요청의 HTTP 헤더
에 전달된 IP 주소 사용을 지
원합니다. 이 옵션은 IP 주
소 GeoMatchStatement,
RateBasedStatement 및
IPSetReferenceStatement를
사용하는 모든 규칙 문에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새 속성
IPSetForwardedIPConfiguration
및
ForwardedIPConfiguration은
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5934)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HostedRotationLambda
July 23, 2020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HostedRotationLambda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순환
Lambda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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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771)

AWS::Amplify::App 리소스가 업데 July 9, 2020
이트되었습니다.
AWS::Amplify::App
Git 리포지토리에서
브랜치를 삭제할 때
EnableBranchAutoDeletion
속성을 사용하여 Amplify 콘
솔에서 브랜치의 연결을 자동
으로 해제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771)

AWS::Amplify::Domain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uly 9, 2020

AWS::Amplify::Domain
AutoSubDomainCreationPatterns
속성을 사용하여 자동 하위
도메인 생성을 위한 브랜치
패턴을 설정합니다.
AutoSubDomainIAMRole
속성을 사용하여 하위 도
메인을 자동으로 생성
하기 위해 Amazon 리소
스 이름(ARN)에 필요한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서비스 역할을 지정합니다.
EnableAutoSubDomain 속
성을 사용하여 브랜치에 대한
하위 도메인을 자동으로 생성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692)

AWS::Synthetics::Canary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uly 9, 2020

AWS::Synthetics::Canary
MemoryInMB 파라미터
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RunConfig 파라미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DurationInSeconds가 더 이
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021)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July 9,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AlpnPolicy 속성을 사용
하여 TLS 리스너에 대한
Application-Layer Protocol
Negotiation(ALPN) 정책의 이
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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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350)

AWS::FSx::FileSystem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uly 9, 2020

AWS::FSx::FileSystem
업데이트가 중단되지 않도록
StorageCapacity 속성이
변경되었습니다.
WindowsConfiguration
속성 유형에서 업데이
트가 중단되지 않도록
ThroughputCapacity 속
성이 변경되었습니다.
LustreConfiguration 속성 유
형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DailyAutomaticBackupStartTime
속성을 사용하여 일일 자동
백업 기간이 시작되는 시간
을 지정합니다.
• CopyTagsToBackups 부
울 속성을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 태그를 백업에 복사
합니다.
• AutomaticBackupRetentionDays
속성을 사용하여 파일 시스
템 백업을 보존할 일 수를
설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5971)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July 9,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Outputs 속성을 사용하여 프
로비저닝할 제품의 출력을 확
인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1312)

AWS::Athena::DataCatalog 리소
스가 추가되었습니다.

July 9, 2020

AWS::Athena::DataCatalog
AWS::Athena::DataCatalog
리소스를 사용하여 외부 데이
터 원본을 Athena에 등록합니
다.
새로운 리소스 (p. 2346)

AWS::EC2::PrefixList 리소스가 추 July 9, 2020
가되었습니다.
AWS::EC2::PrefixList
PrefixList 리소스를 사용
하여 접두사 목록을 생성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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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5179)

AWS::QLDB::Stream 리소스가 추 July 9, 2020
가되었습니다.
AWS::QLDB::Stream
AWS::QLDB::Stream 리
소스를 사용하여 지정된
Amazon Quantum Ledger
Database(Amazon QLDB) 원
장에 대한 새 저널 스트림을
지정합니다.

새 속성 (p. 1716)

AWS::CodeBuild::Project Source:
BuildStatusConfig에 다음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July 9, 2020

AWS::CodeBuild::Project Source
buildStatusConfig 속성
을 사용하여 소스 공급자에
대한 빌드 상태 정보를 지정
합니다.
새 속성 (p. 1819)

July 9, 2020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ComputePlatform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ComputePlatform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ComputePlatform을
사용하여 프로파일링 그룹의
컴퓨팅 플랫폼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225)

AWS::Events::Rule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July 6, 2020

AWS::Events::Rule
[대상(Target)] 속성 유형에서
HttpParameters 속성을 사
용하여 대상이 API Gateway
REST 엔드포인트일 때 사용
할 HTTP 파라미터를 지정합
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063)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July 1,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ScheduledAction 속성 유형
에서 Timezone 속성을 사용
하여 현지 표준 시간대의 예
약 작업을 생성합니다. 해당
하는 표준 시간대에서 일광
절약 시간(DST)이 관찰되는
경우 일광 절약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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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949)

AWS::AppConfig::HostedConfigurationVersion
June 25, 2020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AppConfig::HostedConfigurationVersion
이 리소스를 사용하면 AWS
AppConfig 호스팅 구성 스토
어에 새 구성을 생성할 수 있
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586)

June 22, 2020
AWS::ServiceDiscovery::HttpNamespace,
AWS::ServiceDiscovery::PrivateDnsNamespace,
AWS::ServiceDiscovery::PublicDnsNamespace,
AWS::ServiceDiscovery::Servic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erviceDiscovery::HttpNamespace
Tags 속성을 사용하여 AWS
Cloud Map HTTP 네임스페이
스에 태그 키와 값을 추가합
니다.
AWS::ServiceDiscovery::PrivateDnsNamespace
Tags 속성을 사용하여 AWS
Cloud Map 프라이빗 DNS 네
임스페이스에 태그 키와 값을
추가합니다.
AWS::ServiceDiscovery::PublicDnsNamespace
Tags 속성을 사용하여 AWS
Cloud Map 퍼블릭 DNS 네임
스페이스에 태그 키와 값을
추가합니다.
AWS::ServiceDiscovery::Service
Tags 속성을 사용하여 AWS
Cloud Map 서비스에 태그 키
와 값을 추가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767)

AWS::ECS::Cluster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June 18, 2020

AWS::ECS::Cluster
클러스터를 만들 때
CapacityProviderStrategyItem
속성을 사용하여 용량 공급자
전략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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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297)

AWS::FMS::Policy IEMap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une 18, 2020

AWS::FMS::Policy IEMap
이제 AWS::FMS::Policy
IEMap 리소스에서 계정 ID
외에 AWS Organizations 조
직 단위(OU)를 사용하여 계정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소스 (p. 2767)

AWS::ECS::CapacityProvider 리
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June 18, 2020

AWS::ECS::CapacityProvider
AWS::ECS::CapacityProvider
리소스를 사용하여 새 용량
공급자를 만듭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880)

AWS::EFS::FileSystem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une 16, 2020

AWS::EFS::FileSystem
FileSystemPolicy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E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NFS 액세스를
제어하는 새 리소스 정책을
생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880)

AWS::EFS::AccessPoint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une 16, 2020

AWS::EFS::AccessPoint
Fn::GetAtt은 이제
AccessPointId 및 Arn 속
성을 반환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425)

AWS::Lambda::Function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Lambda::Function
FileSystemConfigs 속성
을 사용하여 Amazon EFS 파
일 시스템에 대한 연결 설정
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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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1445)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June 11,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CertificateAuthorityArn
속성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발
급하는 데 사용할 사설 인증
기관(CA)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합니다.
CertificateTransparencyLoggingPreference
속성을 사용하여 인증서 투명
성 로깅을 활성화 또는 비활
성화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505)

AWS::CloudFront::Distribution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une 11, 2020

AWS::CloudFront::Distribution
Origin 속성 유형에서
ConnectionAttempts 속
성을 사용하여 CloudFront가
오리진에 연결을 시도하는 횟
수를 지정합니다.
Origin 속성 유형에서
ConnectionTimeout 속성
을 사용하여 오리진에 대한
연결을 설정할 때 CloudFront
가 대기하는 시간(초)을 지정
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346)

AWS::EC2::Volume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June 11, 2020

AWS::EC2::Volume
OutpostArn 속성을 사용하
여 Outpost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930)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June 11,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MultiAZEnabled 속성을 사
용하여 다중 AZ가 활성화되
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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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021)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June 11,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SubnetMapping 속성을 사
용하여 로드 밸런서에 연결할
서브넷을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5304)

다음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
June 4, 2020
다. AWS::RDS::DBProxy and
AWS::RDS::DBProxyTargetGroup.
AWS::RDS::DBProxy
AWS::RDS::DBProxy 리소
스를 사용하여 DB 프록시를
만들거나 업데이트합니다.
AWS::RDS::DBProxyTarget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RDS DB
인스턴스 세트, Aurora DB 클
러스터 또는 프록시가 연결할
수 있는 둘 다를 지정합니다.

새 속성 (p. 1819)

June 3, 2020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AgentPermissions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AgentPermissions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AgentPermissions
속성에는 이 프로파일링 그룹
에 연결된 에이전트 권한이
표시됩니다.

리소스 가져오기는 프로비저닝 가
능한 프라이빗 리소스 유형을 지
원합니다. (p. 6600)

이제 가져오기 작업은 프로
비저닝 가능한 프라이빗 리
소스 유형, 즉 프로비저닝 유
형이 FULLY_MUTABLE 또는
IMMUTABLE인 프라이빗 리소스
유형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가져오기 작업을 지원하는 리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346)

AWS::EC2::ClientVpnEndpoint 리 May 28, 2020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C2::ClientVpnEndpoint
ClientAuthenticationRequest
FederatedAuthentication
속성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VPN 엔드포인트에 대한 IAM
SAML 자격 증명 공급자를 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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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4860)

AWS::MSK::Cluster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May 28, 2020

AWS::MSK::Cluster
이제 기존 MSK 클러스터를
Apache Kafka의 최신 버전으
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716)

AWS::CodeBuild::ReportGroup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May 21, 2020

AWS::CodeBuild::ReportGroup
tags 속성을 사용하여 지원
되는 AWS 서비스에서 보고
서 그룹에 사용할 태그의 이
름과 값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089)

May 21, 2020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AWS::StepFunctions::StateMachine에
는 새로운 속성
두 개가 있습니다.
DefinitionS3Location
속성을 사용하여 S3 버
킷에 저장된 상태 시
스템 JSON 정의 파일
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DefinitionSubstitutions
속성을 사용하여
DefinitionS3Location에
서 참조하는 상태 시스템 정
의 파일로 변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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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102)

AWS::SSM::Parameter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May 21, 2020

AWS::SSM::Parameter
이제 String 파라미터
를 생성할 때 DataType을
aws:ec2:image로 지정
하여 입력한 파라미터 값이
유효한 Amazon Machine
Image(AMI) ID 형식인지 확
인할 수 있습니다. AMI ID
형식을 지원하므로 프로세
스에서 사용하려는 AMI가
변경될 때마다 모든 스크립
트 및 템플릿을 새 ID로 업
데이트하지 않아도 됩니다.
aws:ec2:image 데이터 유
형을 사용하여 파라미터를 생
성하고 해당 값에 AMI의 ID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새 인스턴스를 생성하려
는 AMI입니다. 그런 다음 템
플릿 및 명령에서 이 파라미
터를 참조합니다. 다른 AMI를
사용할 준비가 되면 파라미터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파라미
터 스토어에서 새 AMI ID의
유효성을 검사하므로 스크립
트와 템플릿을 업데이트할 필
요가 없습니다.
CodeDeploy를 통한 ECS 블루/그
린 배포 (p. 6600)

이제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CodeDeploy를 통한 ECS 블루/그
린 배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블
루/그린 배포는 애플리케이션 버
전 변경으로 인한 중단을 최소화
하기 위해 AWS CodeDeploy에서
제공하는 안전한 배포 전략입니
다.

May 19, 2020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CodeDeploy를 통한 ECS 블루/그
린 배포 수행을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리전 가용성 (p. 6600)

이제 AWS CloudFormation
StackSets를 AWS GovCloud(미
국 서부)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May 18, 2020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692)

AWS::Synthetics::Canary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May 14, 2020

AWS::Synthetics::Canary
RunConfig 파라미터는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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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1866)

AWS::CodeStarConnections::Connection
May 14,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odeStarConnections::Connection
Tags 속성을 사용하여 연결
리소스에 적용할 태그를 지정
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5971)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duct
May 14,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duct
ReplaceProvisioningArtifacts
속성을 사용하여 제품을 업데
이트할 때 프로비저닝 아티팩
트 식별자를 교체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3430)

AWS::GlobalAccelerator::Accelerator,
May 14, 2020
AWS::GlobalAccelerator::EndpointGroup
및
AWS::GlobalAccelerator::Listener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GlobalAccelerator::Accelerator
AWS::GlobalAccelerator::Accelerator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Global Accelerator에 대한 액
셀러레이터를 생성하거나 업
데이트합니다.
AWS::GlobalAccelerator::EndpointGroup
AWS::GlobalAccelerator::Endpoint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Global Accelerator에 대한 엔
드포인트 그룹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AWS::GlobalAccelerator::Listener
AWS::GlobalAccelerator::Listener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Global Accelerator에 대한 리
스너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
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672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새로운 리소스 (p. 4528)

May 14, 2020
AWS::Macie::CustomDataIdentifier,
AWS::Macie::FindingsFilter
및 AWS::Macie::Session 리소
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Macie::CustomDataIdentifier
AWS::Macie::CustomDataIdentifier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Macie에서 사용자 지정 데이
터 식별자를 생성합니다.
AWS::Macie::FindingsFilter
AWS::Macie::FindingsFilter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Macie에서 검색 결과에 대한
사용자 지정 필터를 생성합니
다.
AWS::Macie::Session
Amazon Macie를 사용하려면
AWS::Macie::Session 리
소스를 사용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904)

AWS::IoTEvents::DetectorModel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May 7, 2020

AWS::IoTEvents::DetectorModel
AssetPropertyTimestamp,
AssetPropertyValue,
AssetPropertyVariant,
DynamoDB, DynamoDBv2,
IotSiteWise 및 Payload
및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SetTimer 속성이 추가되었
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102)

AWS::SSM::Association 리소스가 May 7, 2020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SM::Association
WaitForSuccessTimeoutSeconds
속성을 사용하여 연결 상태
가 “성공”으로 표시될 때까지
서비스가 대기해야 하는 시간
(초)을 지정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스택 실행을 계속합니
다. 지정된 시간(초) 후에 연
결 상태가 “성공”으로 표시되
지 않으면 스택 생성은 실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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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3649)

AWS::ImageBuilder::Image 리소
스가 추가되었습니다.

May 7, 2020

AWS::ImageBuilder::Image
AWS::ImageBuilder::Image
리소스를 사용하여 Image
Builder 서비스에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692)

AWS::Synthetics::Canary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pril 30, 2020

AWS::Synthetics::Canary
Name 속성을 사용하여 이
Canary의 이름을 지정합니
다.
새로운 리소스 (p. 3273)

April 30, 2020
AWS::EventSchemas::RegistryPolicy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EventSchemas::RegistryPolicy
AWS::EventSchemas::RegistryPolicy
리소스를 사용하여 스키마 레
지스트리와 연결된 리소스 기
반 정책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350)

AWS::FSx::FileSystem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pril 23, 2020

AWS::FSx::FileSystem
Lustre 파일 시스템용
Amazon FSx를 탑재할 때
LustreMountName 속성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1692)

AWS::Synthetics::Canary 리소스
가 추가되었습니다.
AWS::Synthetics::Canary
AWS::Synthetics::Canary
리소스를 사용하여 Canary를
생성합니다. Canary는 일정
에 따라 실행되고 엔드포인
트와 API를 모니터링하는 구
성 가능한 스크립트입니다.
Canary를 사용하면 고객보다
먼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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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2048)

AWS::CE::CostCategory 리소스
가 추가되었습니다.

April 23, 2020

AWS::CE::CostCategory
AWS::CE::CostCategory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콘솔의 제품 전
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
그룹화를 생성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3649)

AWS::ImageBuilder::Component, April 23, 2020
AWS::ImageBuilder::DistributionConfiguration,
AWS::ImageBuilder::ImagePipeline,
AWS::ImageBuilder::ImageRecipe,
and
AWS::ImageBuilder::InfrastructureConfiguration
등의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ImageBuilder::Component
AWS::ImageBuilder::Component
리소스를 사용하여 Image
Builder 서비스에서 구성 요소
를 생성합니다.
AWS::ImageBuilder::DistributionConfiguration
AWS::ImageBuilder::DistributionConfigu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Image
Builder 서비스에서 배포 구성
을 생성합니다.
AWS::ImageBuilder::ImagePipeline
AWS::ImageBuilder::ImagePipeline
리소스를 사용하여 Image
Builder 서비스에서 이미지 파
이프라인을 생성합니다.
AWS::ImageBuilder::ImageRecipe
AWS::ImageBuilder::ImageRecipe
리소스를 사용하여 Image
Builder 서비스에서 이미지 레
시피를 생성합니다.
AWS::ImageBuilder::InfrastructureConfiguration
AWS::ImageBuilder::InfrastructureConfigu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Image
Builder 서비스에서 인프라 구
성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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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443)

AWS::Glue::DevEndpoint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pril 16, 2020

AWS::Glue::DevEndpoint
PublicKeys 속성을 사용하
여 개발 엔드포인트에서 인증
에 사용할 퍼블릭 키의 목록
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443)

AWS::Glue::MLTransform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pril 16, 2020

AWS::Glue::MLTransform
Tags 속성을 사용하여 기계
학습 변환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AWS 리
소스 태그를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5427)

AWS::ResourceGroups::Group 리 April 16, 2020
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ResourceGroups::Group
AWS::ResourceGroups::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지정된 이
름, 설명 및 리소스 쿼리로 리
소스 그룹을 만듭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622)

AWS::CloudWatch::InsightRul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loudWatch::InsightRule
AWS::CloudWatch::InsightRule
리소스는 현재 태
그를 지원합니다.
AWS::CloudWatch::InsightRule
리소스를 사용하여
Contributor Insights 규칙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ontributor Insights를 사용
하여 높은 카디널리티 데이터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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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350)

AWS::FSx::FileSystem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pril 2, 2020

AWS::FSx::FileSystem
StorageType 속성을 사용
하여 파일 시스템의 스토리지
유형(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
브 SSD 또는 하드 디스크 드
라이브 HDD)을 지정합니다.
WindowsConfiguration 속성
유형에서 DeploymentType
속성을 사용하여 새 Amazon
FSx for Windows File Server
파일 시스템 배포 유형,
SINGLE_AZ_2, 최신 세대 단
일 AZ 파일 시스템을 지정합
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5971)

AWS::ServiceCatalog::LaunchRoleConstraint
April 2,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erviceCatalog::LaunchRoleConstraint
LocalRoleName 속성을 사
용하여 계정이 시작 제약 조
건을 사용할 때 사용할 IAM
역할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889)

March 26, 2020
AWS::ApiGatewayV2::Integration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iGatewayV2::Integration
AWS::ApiGatewayV2::Integ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HTTP
API에 대한 프라이빗 통합을
생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873)

AWS::Cognito::UserPool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ognito::UserPool
Username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선택한 로그
인 옵션에 대한 사용자 이름
입력에 대/소문자 구분을 설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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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2346)

AWS::EC2::Volume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March 26, 2020

AWS::EC2::Volume
MultiAttachEnabled 속
성을 사용하여 Amazon EBS
다중 연결의 활성화 여부를
나타냅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676)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March 26,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MaxInstanceLifetime 속
성을 사용하여 인스턴스가 서
비스될 수 있는 최대 시간(초)
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5304)

AWS::RDS::DBInstance 리소스가 March 26, 2020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RDS::DBInstance
AWS::RDS::DBInstance
리소스는 이제 여러 가용 영
역 배포에 걸쳐 읽기 전용 복
제본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2224)

AWS::Detective::Graph and
March 26, 2020
AWS::Detective::MemberInvitation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Detective::Graph
AWS::Detective::Graph
리소스를 사용하여 Detective
동작 그래프를 지정합니다.
AWS::Detective::MemberInvitation
AWS::Detective::MemberInvit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Detective
동작 그래프에 참여하라는 초
대장을 보냅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346)

AWS::EC2::ClientVpnEndpoint 리 March 19, 2020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C2::ClientVpnEndpoint
VpcId 및
SecurityGroupIds 속성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VPN 엔
드포인트에 보안 그룹을 할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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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1819)

March 19, 2020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
AWS::CodeGuruProfiler::Profiling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프로파일
링 그룹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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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4978)

AWS::NetworkManager::CustomerGatewayAssociation,
March 19, 2020
AWS::NetworkManager::Device,
AWS::NetworkManager::GlobalNetwork,
AWS::NetworkManager::Link,
AWS::NetworkManager::LinkAssociation,
AWS::NetworkManager::Site, and
AWS::NetworkManager::TransitGatewayRegistration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NetworkManager::CustomerGatewayAssociation
AWS::NetworkManager::CustomerGatewayAssoci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고객 게이
트웨이, 디바이스 및 링크 간
의 연결을 지정합니다.
AWS::NetworkManager::Device
AWS::NetworkManager::Device
리소스를 사용하여 글로벌 네
트워크에서 디바이스를 지정
합니다.
AWS::NetworkManager::GlobalNetwork
AWS::NetworkManager::GlobalNetwork
리소스를 사용하여 글로벌 네
트워크를 지정합니다.
AWS::NetworkManager::Link
AWS::NetworkManager::Link
리소스를 사용하여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지정합니다.
AWS::NetworkManager::LinkAssociation
AWS::NetworkManager::LinkAssoci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디바이스
와 링크 간의 연결을 지정합
니다.
AWS::NetworkManager::Site
AWS::NetworkManager::Site
리소스를 사용하여 글로벌 네
트워크의 사이트를 지정합니
다.
AWS::NetworkManager::TransitGatewayRegistration
AWS::NetworkManager::TransitGatewayRegist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글로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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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에서 전송 게이트웨이
의 등록을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4226)

AWS::Cassandra::Keyspace
및 AWS::Cassandra::Table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March 16, 2020

AWS::Cassandra::Keyspace
AWS::Cassandra::Keyspace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Keyspaces(Apache
Cassandra용)에서 새 키스페
이스를 생성합니다.
AWS::Cassandra::Table
AWS::Cassandra::Table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Keyspaces(Apache
Cassandra용)에서 새 테이블
을 생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089)

AWS::AppMesh::VirtualNode,
AWS::AppMesh::VirtualRouter,
AWS::AppMesh::VirtualService,
and AWS::AppMesh::Route 리소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pMesh::VirtualNode
MeshOwner 속성을 사용하
여 공유 메시를 소유하는 계
정 ID를 지정합니다.
AWS::AppMesh::Route
MeshOwner 속성을 사용하
여 공유 메시를 소유하는 계
정 ID를 지정합니다.
AWS::AppMesh::VirtualRouter
MeshOwner 속성을 사용하
여 공유 메시를 소유하는 계
정 ID를 지정합니다.
AWS::AppMesh::VirtualService
MeshOwner 속성을 사용하
여 공유 메시를 소유하는 계
정 ID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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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4860)

AWS::MSK::Cluster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March 12, 2020

AWS::MSK::Cluster
LoggingInfo를 사용하
여 브로커 로그를 Amazon
CloudWatch Logs, Amazon
S3,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대상 유형 중 하나
이상에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
다.
신규 및 업데이트된 리소
스 (p. 889)

March 12, 2020
AWS::ApiGatewayV2::ApiGatewayManagedOverrides,
AWS::ApiGatewayV2::Integration
및
AWS::ApiGatewayV2::VpcLink
리소스가 추가되거나 업데이트되
었습니다.
AWS::ApiGatewayV2::ApiGatewayManagedOverrides
AWS::ApiGatewayV2::ApiGatewayManagedOverrides
리소스를 사용하여 API
Gateway 관리 리소스의 기본
속성을 재정의합니다.
AWS::ApiGatewayV2::Integration
AWS::ApiGatewayV2::Integ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HTTP
API에 대한 프라이빗 통합을
생성합니다.
AWS::ApiGatewayV2::VpcLink
AWS::ApiGatewayV2::VpcLink
리소스를 사용하여 HTTP
API에 대한 VPC 링크를 생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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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946)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March 9, 2020
및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리소스 인스턴스를 정의하는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속성 유형에서
OwnerSetting 속성을 사용
하여 다운로드한 기계 학습
리소스에 대한 Linux OS 그룹
소유자와 권한을 지정합니다.
리소스 인스턴스를 정의하는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속성 유형에서
OwnerSetting 속성을 사용
하여 다운로드한 기계 학습
리소스에 대한 Linux OS 그룹
소유자와 권한을 지정합니다.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리소스 인스턴스를 정의하는
S3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속성 유형에서
OwnerSetting 속성을 사용
하여 다운로드한 기계 학습
리소스에 대한 Linux OS 그룹
소유자와 권한을 지정합니다.
리소스 인스턴스를 정의하는
SageMakerMachineLearningModelResourceData
속성 유형에서
OwnerSetting 속성을 사용
하여 다운로드한 기계 학습
리소스에 대한 Linux OS 그룹
소유자와 권한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505)

AWS::CloudFront::Distribution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loudFront::Distribution
DistributionConfig 속성 유형
에서 OriginGroups 속성을
사용하여 이 배포의 오리진
그룹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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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2905)

AWS Key Management Service에 March 5, 2020
서 암호의 봉투 암호화를 지원하
도록 AWS::EKS::Cluster 리소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KS::Cluster
EncryptionConfig
AWS::EKS::Cluster
Encryption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EKS 클러
스터의 암호화 구성을 지정합
니다.
AWS::EKS::Cluster
Provider
AWS::EKS::Cluster
Provider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EKS 클러스터의 비
밀의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
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 고객 마스터 키
(CMK)를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1312)

AWS::Athena::WorkGroup 리소스 March 5, 2020
가 추가되었습니다.
AWS::Athena::WorkGroup
AWS::Athena::Work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팀, 애플리케이션 또는 워크
로드를 분리하고, 작업 그룹
또는 쿼리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에 제한을 설정하
며,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
다.

새로운 리소스 (p. 1451)

AWS::Chatbot::SlackChannelConfiguration
March 5, 2020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Chatbot::SlackChannelConfiguration
AWS::Chatbot::SlackChannelConfigu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Chatbot으로 Slack 채널을 구
성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1866)

AWS::CodeStarConnections::Connection
March 5, 2020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CodeStarConnections::Connection
AWS::CodeStarConnections::Connec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연결을 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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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1622)

AWS::CloudWatch::CompositeAlarmMarch 2, 2020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CloudWatch::CompositeAlarm
AWS::CloudWatch::CompositeAlarm
속성을 사용하여 복합 경보
를 만듭니다. 복합 경보는 다
른 CloudWatch 규칙의 경보
상태를 기반으로 경보 상태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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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1089)

AWS::AppMesh::VirtualNode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February 27, 2020

AWS::AppMesh::VirtualNode
BackendDefaults 속성을
사용하여 백엔드에 대한 클라
이언트 정책을 지정합니다.
ClientPolicy 속성을 사용
하여 클라이언트 정책을 지정
합니다.
ClientPolicyTls 속성
을 사용하여 전송 계층 보안
(TLS) 클라이언트 정책을 지
정합니다.
ListenerTls 속성을 사용
하여 TLS 리스너를 지정합니
다.
ListenerTlsCertificate
속성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정책에 사용할 인증서 유형을
지정합니다.
ListenerTlsAcmCertificate
속성을 사용하여 AWS
Certificate Manager 인증서를
지정합니다.
ListenerTlsFileCertificate
속성을 사용하여 로컬 파일
인증서의 속성을 지정합니다.
TlsValidationContext
속성을 사용하여 TLS 검증 컨
텍스트 신뢰를 지정합니다.
TlsValidationContextAcmTrust
속성을 사용하여 AWS
Certificate Manager 인증서에
대한 컨텍스트 신뢰를 지정합
니다.
TlsValidationContextFileTrust
속성을 사용하여 로컬 파일
인증서에 대한 인증서 신뢰
체인이 포함된 파일을 지정합
니다.
TlsValidationContextTrust
속성을 사용하여 TLS 검증 컨
텍스트 신뢰를 지정합니다.
VirtualNodeSpec
속성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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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endDefaults를 지정
합니다.
Listener 속성을 사용하여
ListenerTls를 지정합니
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350)

AWS::FSx::FileSystem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February 27, 2020

AWS::FSx::FileSystem
LustreConfiguration 속성 유
형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DeploymentType 속성
을 사용하여 Amazon FSx
for Lustre 파일 시스템 배
포 유형을 PERSISTENT_1,
SCRATCH_2 또는
SCRATCH_1 중 하나로 지
정합니다.
• PerUnitStorageThroughput
속성을 사용하여
PERSISTENT_1 Amazon
FSx for Lustre 파일 시스템
배포 유형의 처리량(MB/S/
TIB)을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3544)

AWS::GroundStation::Config,
February 27, 2020
AWS::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
AWS::GroundStation::MissionProfile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GroundStation::Config
AWS::GroundStation::Config
리소스를 사용하여 지정된 파
라미터로 Config를 지정합니
다.
AWS::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
AWS::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흐
름 엔드포인트 그룹 요청을
지정합니다.
AWS::GroundStation::MissionProfile
AWS::GroundStation::MissionProfile
리소스를 사용하여 파라미터
를 지정하고, 구성 객체에 대
한 참조를 제공하여 Ground
Station이 어떻게 연락처를 나
열하고 실행하는지 정의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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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1716)

AWS::CodeBuild::Project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February 20, 2020

AWS::CodeBuild::Project
ProjectFileSystemLocation
속성을 사용하여 AWS
CodeBuild 빌드 프로젝트가
탑재하는 파일 시스템을 지정
합니다. Amazon Elastic File
System(EFS)을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odeBuild용
Amazon Elastic File System
샘플을 참조하십시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918)

AWS::Neptune::DBCluster 리소스 February 18, 2020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Neptune::DBCluster
DeletionProtection 속
성을 사용하면 실수로 DB 클
러스터를 삭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EngineVersion 속성을 사
용하여 새 DB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엔진 버전을 지정합니
다.

새로운 리소스 (p. 2346)

AWS::EC2::LocalGatewayRoute
February 14, 2020
and
AWS::EC2::LocalGatewayRouteTableVPCAssociation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EC2::LocalGatewayRoute
LocalGatewayRoute 리소
스를 사용하여 지정된 VPC를
지정된 로컬 게이트웨이 라우
팅 테이블과 연결합니다.
AWS::EC2::LocalGatewayRouteTableVPCAssociation
LocalGatewayRouteTableVPCAssoci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지정된
VPC를 지정된 로컬 게이트웨
이 라우팅 테이블과 연결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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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021)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February 13, 2020
and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작업 속성 유형에서
ForwardConfig 속성을 사
용하여 하나 이상의 대상 그
룹에 요청을 분산하는 작업을
지정합니다.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작업 속성 유형에서
ForwardConfig 속성을 사
용하여 하나 이상의 대상 그
룹에 요청을 분산하는 작업을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1958)

AWS::Config::ConformancePack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February 13, 2020

AWS::Config::ConformancePack
AWS::Config::ConformancePack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규
칙 모음인 적합성 팩을 만
들고 계정, 리전 및 AWS
Organizations 전체에 쉽게 배
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소스 (p. 1958)

AWS::Config::OrganizationConformancePack
February 13, 2020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Config::OrganizationConformancePack
AWS::Config::OrganizationConformancePack
리소스를 사용하여 조직 적합
성 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
기에는
AWS Config가 구성원 계정
에서 생성하는 적합성 팩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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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3297)

AWS::FMS::NotificationChannel
February 13, 2020
및 AWS::FMS::Policy 리소스가 추
가되었습니다.
AWS::FMS::NotificationChannel
AWS::FMS::NotificationChannel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Firewall Manager에서 SNS
로그를 기록하는 데 사용하는
IAM 역할 및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SNS) 주
제를 지정합니다.
AWS::FMS::Policy
AWS::FMS::Policy 리소
스를 사용하여 AWS Firewall
Manager 정책을 지정합니다.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은 AWS Organizations와 통
합 (p. 6600)

StackSets을 사용하여 조직의 모
든 계정 또는 AWS Organizations
의 특정 조직 단위(OU)에 대한 배
포를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조직
또는 OU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
정에 자동 배포를 활성화할 수 있
습니다. 여러 계정에 걸쳐 배포하
는 데 필요한 권한은 StackSets
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사용을 참조하세요.

February 11, 2020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261)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AWS::AppSync::GraphQLApi.

February 6, 2020

AWS::AppSync::GraphQLApi
XrayEnabled 속성을
TRUE로 설정하면 이
GraphqlApi에 대한 X-Ray
추적이 활성화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873)

AWS::Cognito::UserPool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ognito::UserPool
사용자가 암호를 복구하
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검
증된 방법을 정의하는
AccountRecoverySetting
파라미터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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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2346)

AWS::EC2::LaunchTemplate and February 6, 2020
AWS::EC2::ClientVpnEndpoint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C2::LaunchTemplate
MetadataOptions 속성을
사용하여 인스턴스에 대한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IMDS)를 구성합니다.
HostResourceGroupArn
속성을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시작할 호스트 리소스 그룹의
ARN을 지정합니다.
PartitionNumber 속성을
사용하여 파티션 배치 그룹의
대상 파티션을 지정합니다.
LaunchTemplateElasticInferenceAccelerator
속성을 사용하여 인스턴스에
연결할 Elastic Inference 액
셀러레이터 의 수를 지정합니
다.
AWS::EC2::ClientVpnEndpoint
VpnPort 속성을 사용하여
TCP 및 UDP 트래픽에 대한
포트 번호를 할당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5078)

AWS::OpsWorksCM::Server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OpsWorksCM::Server
Tags 속성을 사용하여
AWS OpsWorks for Chef
Automate 또는 OpsWorks for
Puppet Enterprise 서버에 태
그 키와 값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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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347)

AWS::WAFv2::WebACLAssociation February 6, 2020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 WAFv2
웹 ACL 연결을 사용해 웹
ACL과 리전별 애플리케
이션 리소스 간의 연결
을 정의하여 리소스를 보
호합니다. 리전 애플리케
이션은 Application Load
Balancer(ALB), Amazon API
Gateway REST API 또는
AWS AppSync GraphQL
API일 수 있습니다. Amazon
CloudFront 배포의 경우
AWS::CloudFront::Distribution
을 사용하여 연결을 관리합니
다.

새로운 리소스 (p. 725)

AWS::ACMPCA::Certificate,
January 23, 2020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Activation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ACMPCA::Certificate
AWS::ACMPCA::Certificate
리소스는 사설 인증 기관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발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
리소스를 사용하여 사설 CA
를 생성합니다.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Activation
AWS::ACMPCA::CertificateAuthorityActivation
리소스는 CA에 CA 인증서를
만들고 설치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674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새로운 리소스 (p. 949)

AWS::AppConfig::Application,
January 23, 2020
AWS::AppConfig::ConfigurationProfile,
AWS::AppConfig::Deployment,
AWS::AppConfig::Environment 및
AWS::AppConfig::DeploymentStrategy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AppConfig::Application
AWS::AppConfig::Application
리소스는 고객에게 기능을 제
공하는 논리적 코드 단위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AWS::AppConfig::ConfigurationProfile
AWS::AppConfig::ConfigurationProfile
리소스는 AWS AppConfig가
구성 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
도록 하는 구성 프로파일을
만듭니다.
AWS::AppConfig::Deployment
AWS::AppConfig::Deployment
리소스가 배포를 시작합니다.
AWS::AppConfig::Environment
AWS::AppConfig::Environment
리소스는 Beta 또는
Production 환경의 애
플리케이션과 같은 AWS
AppConfig 대상의 논리적 배
포 그룹인 환경을 생성합니
다.
AWS::AppConfig::DeploymentStrategy
AWS::AppConfig::DeploymentStrategy
리소스는 AWS AppConfig 배
포 전략을 생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346)

AWS::EC2::Instance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AWS::EC2::Instance
HibernationOptions 속
성을 사용하여 인스턴스가 최
대 절전 모드로 설정되어 있
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HostResourceGroupArn
속성을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시작할 호스트 리소스 그룹의
ARN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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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2676)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January 16, 2020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WeightedCapacity 속성을
사용하여 인스턴스 유형에 다
른 인스턴스 유형에 비례하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용량 단위
의 수를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415)

AWS::LakeFormation::Permissions January 16, 2020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LakeFormation::Permissions
DataLocationResource
속성을 사용하여 권한이 부여
되거나 취소되는 데이터 위치
객체의 구조를 지정합니다.
TableWithColumnsResource
속성을 사용하여 열 객체가
있는 테이블의 구조를 지정합
니다. 이 객체는 SELECT 권
한을 부여할 때만 사용됩니
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425)

AWS::Lambda::Function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anuary 16, 2020

AWS::Lambda::Function
코드 속성 유형에서
ZipFile은 RunTime에 대해
nodejs12.x를 지원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5304)

AWS::RDS::DBInstance 리소스가 January 16, 2020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RDS::DBInstance
CACertificateIdentifier
속성을 사용하여 이 DB 인스
턴스에 대한 CA 인증서의 식
별자를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102)

AWS::SSM::ResourceDataSync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SSM::ResourceDataSync
SyncType 속성을
SyncFromSource에 사용
하여 AWS Organizations
또는 여러 AWS Regions의
Systems Manager Explorer
OpsItems 및 OpsData를 동
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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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MSK::Cluster,
AWS::RDS::DBInstance 및
AWS::SSM::Document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December 20, 2019

AWS::MSK::Cluster
OpenMonitoring 속성을
사용하면 시계열 지표 데이
터에 대한 오픈 소스 모니터
링 시스템인 Prometheus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PromeTheus 형식의 지표와
호환되는 도구 또는 Amazon
MSK Open Monitoring과 통
합되는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WS::SSM::Document
Name 속성을 사용하여
Systems Manager 문서의 이
름을 지정합니다.
AWS::RDS::DBInstance
MaxAllocatedStorage 속
성을 사용하여 Amazon RDS
가 DB 인스턴스의 스토리지
를 자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상한을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CodeBuild::ReportGroup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December 20, 2019

AWS::CodeBuild::ReportGroup
AWS::CodeBuild::Report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보고서 그
룹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
다. CodeBuild 프로젝트에서
보고서 그룹을 지정하면 프로
젝트에 대한 빌드가 실행 중
인 테스트 케이스의 결과가
포함된 보고서를 보고서 그룹
에 생성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EC2::GatewayRouteTableAssociation
December 20, 2019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EC2::GatewayRouteTableAssociation
AWS::EC2::GatewayRouteTableAssociation
속성을 사용하여 가상 프라이
빗 게이트웨이 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라우팅 테이블
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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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350)

AWS::FSx::FileSystem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December 19, 2019

AWS::FSx::FileSystem
WindowsConfiguration 속성
유형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DeploymentType 속성
을 사용하여 Amazon FSX
Windows 파일 시스템 배포
유형을 지정합니다.
• PreferredSubnetId
속성을 사용하여
MULTI_AZ_1 Amazon FSx
for Windows 파일 시스템
배포 유형에 대해 기본 설
정 파일 서버를 배치할 서
브넷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5304)

AWS::RDS::DBInstance 리소스가 December 19, 2019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RDS::DBInstance
MaxAllocatedStorage 속
성을 사용하여 Amazon RDS
가 DB 인스턴스의 스토리지
를 자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상한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FSx::FileSystem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December 19, 2019

AWS::FSx::FileSystem
WindowsConfiguration 속성
유형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DeploymentType 속성을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 배포
유형을 지정합니다.
• PreferredSubnetId 속
성을 사용하여 기본 설정
파일 서버가 위치할 서브넷
을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2346)

AWS::EC2::GatewayRouteTableAssociation
December 19, 2019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EC2::GatewayRouteTableAssociation
AWS::EC2::GatewayRouteTableAssociation
속성을 사용하여 가상 프라이
빗 게이트웨이 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라우팅 테이블
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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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EC2::Instance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December 12, 2019

AWS::EC2::Instance
ElasticInferenceAccelerator
속성 유형에서 Count 속성을
사용하여 인스턴스에 연결할
탄력적 추론 액셀러레이터의
수를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1716)

AWS::CodeBuild::ReportGroup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December 12, 2019

AWS::CodeBuild::ReportGroup
AWS::CodeBuild::Report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보고서 그
룹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
다. CodeBuild 프로젝트에서
보고서 그룹을 지정하면 프로
젝트에 대한 빌드가 실행 중
인 테스트 케이스의 결과가
포함된 보고서를 보고서 그룹
에 생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889)

December 4, 2019
AWS::ApiGatewayV2::Api,
AWS::ApiGatewayV2::Authorizer,
AWS::ApiGatewayV2::Integration,
AWS::ApiGatewayV2::Stag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iGatewayV2::Api
AWS::ApiGatewayV2::Api
리소스를 사용하여 HTTP
API(베타)를 생성합니다.
AWS::ApiGatewayV2::Authorizer
AWS::ApiGatewayV2::Authorizer
리소스를 사용하여 HTTP
API(베타)에 대한 JWT 권한
부여자를 생성합니다.
AWS::ApiGatewayV2::Integration
AWS::ApiGatewayV2::Integ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HTTP
API(베타)에 대한 통합을 생
성합니다.
AWS::ApiGatewayV2::Stage
AWS::ApiGatewayV2::Stage
리소스를 사용하여 HTTP
API(베타)에 대한 스테이지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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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4425)

AWS::Lambda::Alias 및
AWS::Lambda::Version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December 3, 2019

AWS::Lambda::Alias
ProvisionedConcurrency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함수의 별칭
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동시성
구성을 지정합니다.
AWS::Lambda::Version
ProvisionedConcurrency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함수 버전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동시성 구
성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089)

December 3, 2019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이제
AWS::StepFunctions::StateMachine에
서 새 StateMachineType
파라미터를 사용하
는 Express 워크플
로우를 지원합니다.
LoggingConfiguration,
LogDestination,
CloudWatchLogsLogGroup을
사용하여 Express 워크플로
우에 대한 CloudWatch 로깅
정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
다.

새로운 리소스 (p. 5560)

AWS::S3::AccessPoint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December 3, 2019

액세스 포인트
AWS::S3::AccessPoint
리소스를 사용하여 S3 액세
스 포인트를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3644)

AWS::AccessAnalyzer::Analyzer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December 2, 2019

AWS::AccessAnalyzer::Analyzer
AWS::AccessAnalyzer::Analyzer
리소스를 사용하여 IAM
Access Analyzer용 분석기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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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3273)

December 1, 2019
AWS::EventSchemas::Discoverer,
AWS::EventSchemas::Registry
및
AWS::EventSchemas::Schema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EventSchemas::Discoverer
AWS::EventSchemas::Discoverer
리소스를 사용하여 이벤트
버스와 연결된 검색자를 지
정합니다. 검색자를 사용
하면 Amazon EventBridge
Schema Registry가 이벤트
버스의 이벤트를 기반으로 스
키마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AWS::EventSchemas::Registry
AWS::EventSchemas::Registry를
사용하여 스키마 레지스트리
를 지정합니다. 스키마 레지
스트리는 스키마의 컨테이너
입니다. 레지스트리는 스키마
가 논리적 그룹에 있도록 스
키마를 수집하고 구성합니다.
AWS::EventSchemas::Schema
AWS::EventSchemas::Schema
리소스를 사용하여 이벤트 스
키마를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4425)

AWS::Lambda::EventInvokeConfig November 26, 2019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Lambda::EventInvokeConfig
EventInvokeConfig 리소
스를 사용하여 비동기식 호출
에 대한 대상 및 오류 처리를
구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622)

AWS::CloudWatch::Alarm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loudWatch::Alarm
MetricDataQuery 속성 유형
에서 Period 속성을 사용하
여 반환된 데이터 포인트의
세부 수준(초)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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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1829)

AWS::CodePipeline::Pipeline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November 25, 2019

AWS::CodePipeline::Pipeline
ActionDeclaration 속성 유형
에서 Namespace 속성을 사
용하여 작업과 연결된 변수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합니다.
이 작업에서 출력으로 생성된
모든 변수는 이 네임스페이스
에 속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4425)

AWS::Lambda::EventSourceMapping
November 25, 2019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Lambda::EventSourceMapping
스트림 소스(DynamoDB
및 Kinesis)의 경우,
BisectBatchOnFunctionError
속성을 사용하여 배치를 2로
분할하고 함수가 오류를 반환
하면 재시도를 합니다.
스트림 소스(DynamoDB
및 Kinesis)의 경우,
DestinationConfig 속성
을 사용하여 삭제된 레코드
의 Amazon SQS 대기열 또는
Amazon SNS 주제 대상을 지
정합니다.
스트림 소스(DynamoDB
및 Kinesis)의 경우,
MaximumRecordAgeInSeconds
속성을 사용하여 Lambda가
처리를 위해 함수에 보내는
레코드의 최대 사용 기간을
지정합니다.
스트림 소스(DynamoDB
및 Kinesis)의 경우,
MaximumRetryAttempts
속성을 사용하여 함수가 오류
를 반환할 때 재시도할 최대
횟수를 지정합니다.
스트림 소스(DynamoDB
및 Kinesis)의 경우,
ParallelizationFactor
속성을 사용하여 각 샤드에서
동시에 처리할 배치 수를 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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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CloudWatch::Alarm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November 25, 2019

AWS::CloudWatch::Alarm
MetricDataQuery 속성 유형
에서 Period 속성을 사용하
여 반환된 데이터 포인트의
세부 수준(초)을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1622)

AWS::CloudWatch::InsightRule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November 25, 2019

AWS::CloudWatch::InsightRule
AWS::CloudWatch::InsightRule
속성을 사용하여 Contributor
Insights 규칙을 생성합니다.
규칙은 CloudWatch Logs 로
그 그룹의 로그 이벤트를 평
가하므로 해당 로그 그룹의
로그 이벤트에 대한 기고자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소스 (p. 2767)

AWS::ECS::PrimaryTaskSet,
AWS::ECS::TaskSet 리소스가 추
가되었습니다.

November 25, 2019

AWS::ECS::PrimaryTaskSet
AWS::ECS::PrimaryTaskSet
리소스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서 기본 작업 세트인 작업 세
트를 지정합니다. 서비스의
기본 작업 세트에서 업데이트
되는 모든 파라미터는 서비스
로 전환됩니다. 서비스에서
EXTERNAL 배포 컨트롤러 유
형을 사용할 때 사용됩니다.
AWS::ECS::TaskSet
AWS::ECS::TaskSet 리소
스를 사용하여 지정된 클러
스터 및 서비스에 작업 세트
를 생성합니다. 서비스에서
EXTERNAL 배포 컨트롤러 유
형을 사용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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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347)

AWS WAFv2 리소스가 추가되었
습니다.

November 25, 2019

AWS WAFv2
이 버전은 Amazon API
Gateway REST API, Amazon
CloudFront, Application
Load Balancer 또는 AWS
AppSync GraphQL API로 전
달되는 HTTP(S) 요청을 모니
터링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
이션 방화벽인 AWS WAF의
최신 버전입니다. AWS WAF
를 사용하면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도 제어할 수 있습니
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789)

AWS::ApiGateway::RestApi 리소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November 21, 2019

AWS::ApiGateway::RestApi
VpcEndpointIds 속성
을 사용하여 Route53 별칭
을 생성하는 기준이 되는
API(AWS: :APIGateway: :RestAPI)
의 VPC 엔드포인트 ID를 지
정합니다. ) 엔드포인트 유형
에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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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1261)

AWS::AppSync::Resolver,
November 21, 2019
AWS::AppSync::DataSource 리소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pSync::Resolver
CachingConfig 속성을 사
용하여 AWS AppSync 확인
자의 캐싱 동작을 지정합니
다.
AWS::AppSync::Resolver
SyncConfig 속성을 사용하
여 AWS AppSync 확인자의
충돌 감지 및 해결 전략을 지
정합니다.
AWS::AppSync::Resolver
LambdaConflictHandler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AWS
AppSync 확인자에서 충돌
처리에 사용되는 Lambda의
ARN을 지정합니다.
AWS::AppSync::DataSource
DeltaSyncConfig 속성
을 사용하여 버전이 지정된
AWS AppSync 데이터 원본
에 대한 델타 동기화 구성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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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1445)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November 21, 2019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CertificateTransparencyLoggingPreference
속성을 사용하여 인증서 투명
성 로깅을 활성화 또는 비활
성화합니다.
PrivateCertificateAuthorityArn
속성을 사용하여 ACM
Private CA를 인증서 발급자
로 지정합니다.
GetAtt 함수를 사용하여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리소스의
CertificateARN를 검색합
니다.
GetAtt 함수를 사용하여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리소스의
CertificateStatus를 검
색합니다.
DomainValidationOption 속
성 유형에서 HostedZoneId
속성을 사용하여 Route 53 호
스팅 영역 ID를 가진 도메인
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873)

AWS::Cognito::UserPool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November 21, 2019

AWS::Cognito::UserPool
EmailConfiguration
파라미터에
ConfigurationSet 및
From 속성이 추가되었습니
다.
AWS::Cognito::UserPoolClient
사용자가 사용자 풀에 존재
하지 않을 때 오류 및 응답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PreventUserExistenceErrors
파라미터가 추가되었습니다.
AWS::Cognito::UserPoolUser
ClientMetadata 파라미
터를 사용하여 사전 가입 트
리거에 의해 호출되는 AWS
Lambda Lambda 함수에 입
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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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2346)

AWS::EC2::EIP 리소스가 업데이
트되었습니다.

November 21, 2019

AWS::EC2::EIP
Tags 속성을 사용하여 엘라
스틱 IP 주소에 대한 태그를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767)

AWS::ECS::Cluster,
AWS::ECS::Service 및
AWS::ECS::TaskDefinition 리소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CS::Cluster
ClusterSettings 속성
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생
성할 때 사용할 설정을 지
정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클
러스터에 대해 CloudWatch
Container Insights를 활성화
하는 데 사용됩니다.
AWS::ECS::Service
DeploymentController
속성을 사용하여 서비스에 사
용할 배포 컨트롤러를 지정합
니다.
AWS::ECS::TaskDefinition
ContainerDefinition
속성 유형에서
Firelens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위한 FireLens 구성을 지정합
니다. 컨테이너 로그에 대한
로그 라우터를 지정하고 구성
하는 데 사용됩니다.
LinuxParameters 속성 유형
의 경우:
• MaxSwap 속성을 사용하여
컨테이너가 사용할 수 있
는 스왑 메모리의 총 용량
(MiB)을 지정합니다.
• Swappiness 속성을 사
용하여 컨테이너의 메모
리 스왑 동작을 조정합니
다. 0의 swappiness 값
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가 아니면 스와핑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합니다. 100의
swappiness 값은 페이지
가 매우 적극적으로 스와핑
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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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202)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AWS::Elasticsearch::Domain.

November 21, 2019

AWS::Elasticsearch::Domain
CognitoOptions 속성을 사
용하여 Kibana에서 Amazon
Cognito 인증을 사용하도록
Amazon ES를 구성합니다.
EnableVersionUpgrade 업
데이트 정책을 사용하여
AWS::Elasticsearch::Domain
리소스를 바꾸지 않고
ElasticsearchVersion
속성을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443)

AWS::Glue::MLTransform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November 21, 2019

AWS::Glue::MLTransform
GlueVersion 속성을 사용
하여 이 기계 학습 변환과 호
환되는 AWS Glue의 버전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600)

AWS::IAM::User 리소스가 업데이
트되었습니다.

November 21, 2019

AWS::IAM::User
Tags 속성을 사용하여 새로
생성된 사용자에게 연결할 태
그의 목록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5078)

AWS::OpsWorksCM::Server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OpsWorksCM::Server
CustomDomain 이 속성을 사
용하여 Chef Automate 2.0을
실행하는 AWS OpsWorks for
Chef Automate에서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지정합니다.
CustomCertificate 속성
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도
메인을 사용하는 서버에 대해
PEM 형식의 HTTPS 인증서
를 지정합니다.
CustomPrivateKey 속성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을 사용하는 서버에 연결하기
위한 PEM 형식의 프라이빗
키를 지정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6760

November 21, 201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업데이트된 리소스 (p. 5304)

AWS::RDS::DBCluster 및
November 21, 2019
AWS::RDS::DBInstanc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RDS::DBCluster
EnableHttpEndpoint
속성을 사용하여 Aurora
Serverless DB 클러스터에서
HTTP 엔드포인트를 활성화
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기
본적으로 HTTP 엔드포인트
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시 HTTP 엔드포인트
는 Aurora Serverless DB 클
러스터에서 SQL 쿼리를 실행
하기 위한 무연결 웹 서비스
API를 제공합니다. 쿼리 편집
기를 사용하여 RDS 콘솔 내
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쿼리
할 수도 있습니다.
AWS::RDS::DBInstance
Oracle DB 인스턴스의 경우,
Amazon RDS는 Kerberos 인
증을 사용하여 DB 인스턴스
에 연결하는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S3::Bucket 리소스가 업데
이트되었습니다.

November 21, 2019

AWS::S3::Bucket
이전 속성 유형에서
StorageClass 속성은
DEEP_ARCHIVE을 지원합니
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Lambda::Function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November 21, 2019

AWS::Lambda::Function
코드 속성 유형에서
ZipFile는 RunTime에 대해
nodejs10.x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1261)

AWS::AppSync::ApiCache 리소스 November 21, 2019
가 추가되었습니다.
AWS::AppSync::ApiCache
AWS::AppSync::ApiCach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AppSync에서 확인자 캐싱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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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세트에 대한 드리프트 감
지 (p. 6600)

이제 스택 세트와 여기에 포함된
모든 스택 인스턴스에 대해 드리
프트 감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November 19, 2019

CloudFormation은 스택 세트에서
드리프트 감지를 수행할 때 스택
세트의 각 스택 인스턴스와 연결
되는 스택에 대해 드리프트 감지
를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
택 세트에서 비관리형 구성 변경
사항 감지를 참조하십시오.
이제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 6600)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를 사
용하여 CloudFormation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및 퍼블
릭 리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November 18, 2019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레
지스트리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2905)

Amazon EKS 관리형 노
드 그룹을 지원하도록
AWS::EKS::Cluster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November 18, 2019

AWS::EKS::Cluster
AWS::EKS::Cluster 리
소스를 사용하여 새로운
Amazon EKS 클러스터를 생
성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2905)

AWS::EKS::Nodegroup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EKS::Nodegroup
AWS::EKS::Node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새로운
Amazon EKS 관리형 노드 그
룹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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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 API
작업 (p. 6600)

이제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
에서 유형을 관리하기 위한 다음
과 같은 API 작업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DeregisterType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
의 활성 사용에서 유형 또는
유형 버전을 제거합니다.
DescribeType
등록된 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반환합니다.
DescribeTypeRegistration
현재 상태, 유형 및 버전 식별
자를 포함하여 유형 등록에
대한 정보를 반환합니다.
ListTypeRegistrations
지정된 유형의 등록 요청 식
별자 목록을 반환합니다.
ListTypes
CloudFormation에 등록된 유
형에 대한 요약 정보를 반환
합니다.
ListTypeVersions
유형의 버전에 대한 요약 정
보를 반환합니다.
RegisterType
CloudFormation 서비스에
유형을 등록합니다. 유형
을 등록하면 AWS 계정의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tTypeDefaultVersion
유형의 기본 버전을 지정합
니다. 유형의 기본 버전은
CloudFormation 작업에 사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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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372)

AWS::GameLift::Build,
AWS::GameLift::Fleet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November 14, 2019

AWS::GameLift::Build
OperatingSystem 속성을
사용하여 빌드 파일이 실행되
는 운영 체제를 지정합니다.
AWS::GameLift::Fleet
Certificate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새 플릿에
대한 TLS/SSL 인증서를 생성
합니다.
FleetType 속성을 사용하여
플릿에서 온디맨드 또는 스팟
인스턴스의 사용을 지정합니
다.
InstanceRoleArn 속성을
사용하여 GameLift 플릿 인
스턴스에서 GameLift 이외의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MetricGroups 속성을 사용
하여 CloudWatch 지표 그룹
에 플릿 지표를 추가합니다.
NewGameSessionProtectionPolicy
속성을 사용하여 스케일 다운
이벤트 중에 플릿의 활성 게
임 세션이 종료되지 않도록
합니다.
플릿에 대한 VPC 피
어링을 설정할 때
PeerVpcAwsAccountId 속
성을 사용합니다.
플릿에 대한 VPC 피어링을
설정할 때 PeerVpcId 속성
을 사용합니다.
ResourceCreationLimitPolicy
속성을 사용하여 개별 플레이
어가 플릿의 사용 가능한 호
스팅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
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Runtime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플릿의 각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프로
세스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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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Id 속성을 사용하여
Realtime Servers 플릿을 생
성하고 Realtime 스크립트를
사용해 구성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3372)

AWS::GameLift::Script,
November 14, 2019
AWS::GameLift::GameSessionQueue,
AWS::GameLift::MatchmakingConfiguration,
AWS::GameLift::MatchmakingRuleSet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GameLift::Script
Script 리소스를 사용하여
Realtime Servers 플릿에 대
한 구성 스크립트를 업로드합
니다.
AWS::GameLift::GameSessionQueue
GameSessionQueue 리소스
를 사용하여 새 게임 세션에
대한 플레이어 요청을 처리하
는 게임 세션 대기열을 생성
합니다.
AWS::GameLift::MatchmakingConfiguration
MatchmakingConfigu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새롭게 매
칭된 게임 세션에 대한 플레
이어 요청을 처리하는 매치메
이커를 생성합니다.
AWS::GameLift::MatchmakingRuleSet
MatchmakingRuleSet 리
소스를 사용하여 경기를 구성
하는 방법을 지정하고 경기에
포함시킬 플레이어를 평가하
는 규칙을 생성합니다.

리소스 가져오기가 추가되었습니
다. (p. 6600)

AWS CloudFormation 관리 외
November 11, 2019
부에서 AWS 리소스를 만든 경
우, resource import를 사
용하여 이러한 기존 리소스를
CloudFormation 관리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리소스를
CloudFormation 관리로 가져오
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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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1869)

AWS::CodeStarNotifications::NotificationRule
November 7, 2019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CodeStarNotifications::NotificationRule
AWS::CodeStarNotifications::NotificationRul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CodeBuild, AWS
CodeCommit, AWS
CodeDeploy 및 AWS
CodePipeline의 리소스에 대
한 알림 규칙을 생성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MediaConvert::JobTemplate, November 6, 2019
AWS::MediaConvert::Preset,
AWS::MediaConvert::Queue 리소
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MediaConvert::JobTemplate
AWS::MediaConvert::JobTemplate
리소스를 사용하여 트랜스코
딩 작업에 대한 작업 템플릿
을 지정합니다.
AWS::MediaConvert::Preset
AWS::MediaConvert::Preset
리소스를 사용하여 트랜스코
딩 작업의 일부로 출력 사전
설정을 지정합니다.
AWS::MediaConvert::Queue
AWS::MediaConvert::Queue
리소스를 사용하여 온디맨드
트랜스코딩 대기열을 지정합
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443)

AWS::Glue::Crawler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AWS::Glue::Crawler
DynamoDBTargets 속
성을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대상의 목록을 지
정합니다.
CatalogTargets 속성을
사용하여 AWS Glue Data
Catalog 대상 목록을 지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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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771)

AWS::Amplify::App 리소스가 업데 October 31, 2019
이트되었습니다.
AWS::Amplify::App
EnablePullRequestPreview
속성을 사용하여 Amplify 콘
솔에서 앱에 대해 자동으로
생성하는 각 분기에 대해 풀
요청 미리 보기를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PullRequestEnvironmentName
속성을 사용하여 풀 요청 미
리 보기를 위한 전용 백엔드
환경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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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789)

AWS::ApiGateway::ApiKey,
October 31, 2019
AWS::ApiGateway::ClientCertificate,
AWS::ApiGateway::DomainName,
AWS::ApiGateway::RestApi 및
AWS::ApiGateway::UsagePlan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iGateway::ApiKey
Tags 속성을 사용하여 API
키와 연결할 임의 태그(키-값
페어)의 배열을 지정합니다.
AWS::ApiGateway::ClientCertificate
Tags 속성을 사용하여 클라
이언트 인증서와 연결할 임의
태그(키-값 페어)의 배열을 지
정합니다.
AWS::ApiGateway::DomainName
이 도메인 이름에 대한
TLS(전송 계층 보안) 버
전 및 암호 그룹에 대해
SecurityPolicy 속성을 사
용합니다.
Tags 속성을 사용하여 도메
인 이름과 연결할 임의 태그
(키-값 페어)의 배열을 지정합
니다.
AWS::ApiGateway::RestApi
Tags 속성을 사용하여 API와
연결할 임의 태그(키-값 페어)
의 배열을 지정합니다.
AWS::ApiGateway::UsagePlan
Tags 속성을 사용하여 사용
계획과 연결할 임의 태그(키값 페어)의 배열을 지정합니
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829)

AWS::CodePipeline::CustomActionType,
October 31, 2019
AWS::CodePipeline::Pipeline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odePipeline::CustomActionType
Tags 속성을 사용하여 사용
자 지정 작업에 대한 태그를
지정합니다.
AWS::CodePipeline::Pipeline
Tags 속성을 사용하여 파이
프라인에 대한 태그를 지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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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2767)

AWS::ECS::TaskDefinition 리소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October 31, 2019

AWS::ECS::TaskDefinition
InferenceAccelerator
속성을 사용하여 작업의
컨테이너에 사용할 Elastic
Inference 액셀러레이터를 지
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202)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AWS::Elasticsearch::Domain.

October 31, 2019

AWS::Elasticsearch::Domain
LogPublishingOptions
속성을 사용하여 느린 로그
게시를 구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225)

AWS::Events::Rule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AWS::Events::Rule
이벤트 대상이 AWS
Batch 작업인 경우 [대상
(Target)] 속성 유형에서
BatchParameters 속성을
사용하여 작업 정의, 작업 이
름 및 기타 파라미터를 지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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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5090)

AWS::Pinpoint::EmailTemplate,
AWS::Pinpoint::PushTemplate 및
AWS::Pinpoint::SmsTemplate 리
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October 31, 2019

AWS::Pinpoint::EmailTemplate
AWS::Pinpoint::EmailTemplate
리소스를 사용하여 이메일 채
널을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에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 템플
릿을 생성합니다.
AWS::Pinpoint::PushTemplate
AWS::Pinpoint::PushTemplate
리소스를 사용하여 푸시 알림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
에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 템
플릿을 생성합니다.
AWS::Pinpoint::SmsTemplate
AWS::Pinpoint::SmsTemplate
리소스를 사용하여 SMS 채
널을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에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 템플
릿을 생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771)

AWS::Amplify::Branch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October 24, 2019

AWS::Amplify::Branch
EnablePullRequestPreview
속성을 사용하여 Amplify 콘
솔에서 해당 분기에 대해 만
들어진 각 풀 요청에 대한 미
리 보기를 생성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PullRequestEnvironmentName
속성을 사용하여 풀 요청 미
리 보기를 위한 전용 백엔드
환경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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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1873)

AWS::Cognito::UserPool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October 24, 2019

AWS::Cognito::UserPool
Schema 파라미터를 사용하
여 스키마 속성을 추가 또는
업데이트합니다.
AWS::Cognito::UserPool
AliasAttributes 파라미
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풀의
별칭을 추가 또는 업데이트합
니다.
AWS::Cognito::UserPool
UsernameAttributes 파
라미터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가입할 때 이메일 주소나 전
화번호를 사용자 이름으로 사
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
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873)

AWS::Cognito::IdentityPoolRoleAttachment
October 17, 2019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ognito::IdentityPoolRoleAttachment
IdentityProvider 파라미
터를 사용하여 역할이 매핑되
는 ID 공급자를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350)

AWS::FSx::FileSystem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October 17, 2019

AWS::FSx::FileSystem
WindowsConfiguration
속성 유형에서
SelfManagedActiveDirectory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FSx Windows File Server 인
스턴스를 자체 관리형(온프레
미스 포함) Microsoft Active
Directory(AD) 디렉터리에 조
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MSK::Cluster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AWS::MSK::Cluster
NumberOfBrokerNodes 속
성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브
로커 노드 수를 변경하기 위
한 업데이트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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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Batch::ComputeEnvironment October 17, 2019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ComputeResources
ComputeResources 속성에
서 AllocationStrategy
속성을 사용하여 인스턴스 유
형을 선택하는 데 사용할 전
략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422)

AWS::Budgets::Budget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October 3, 2019

AWS::Budgets::Budget
BudgetData 속성 유형에서
PlannedBudgetLimits 속
성을 사용하여 현재 또는 미
래 제한을 비롯한 여러 예산
제한을 포함하는 맵을 지정합
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873)

AWS::Cognito::UserPool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October 3, 2019

AWS::Cognito::UserPool
EnabledMfas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지정된 사용자 풀에
서 MFA를 활성화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225)

AWS::Events::EventBusPolicy,
AWS::Events::Rule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AWS::Events::EventBusPolicy
EventBusName 속성을 사용
하여 이 정책과 연결할 이벤
트 버스의 이름을 지정합니
다.
AWS::Events::Rule
EventBusName 속성을 사용
하여 이 규칙과 연결할 이벤
트 버스의 이름을 지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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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5090)

AWS::Pinpoint::App,
AWS::Pinpoint::Campaign,
AWS::Pinpoint::Segment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Pinpoint::App
ARN 속성은 애플리케이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Tags 속성을 사용하여 애플
리케이션과 연결할 태그를 정
의하는 키-값 페어의 문자열
간 맵을 지정합니다.
AWS::Pinpoint::Campaign
ARN 속성은 캠페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Tags 속성을 사용하여 캠페
인과 연결할 태그를 정의하는
키-값 페어의 문자열 간 맵을
지정합니다.
AWS::Pinpoint::Segment
ARN 속성은 세그먼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합니다.
Tags 속성을 사용하여 세그
먼트와 연결할 태그를 정의하
는 키-값 페어의 문자열 간 맵
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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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1873)

AWS::Cognito::UserPoolDomain, October 3, 2019
AWS::Cognito::UserPoolResourceServer,
AWS::Cognito::UserPoolIdentityProvider,
AWS::Cognito::RiskConfigurationAttachment,
AWS::Cognito::UICustomizationAttachment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Cognito::UserPoolDomain
AWS::Cognito::UserPoolDomain
리소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풀
에 대한 새 도메인을 생성합
니다.
AWS::Cognito::UserPoolResourceServer
AWS::Cognito::UserPoolResourceServer
리소스를 사용하여 새
OAuth2.0 리소스 서버를 생
성하고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범위를 정의합니다.
AWS::Cognito::UserPoolIdentityProvider
AWS::Cognito::UserPoolIdentityProvider
리소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풀
의 자격 증명 공급자를 생성
합니다.
AWS::Cognito::UserPoolRiskConfigurationAttachment
AWS::Cognito::UserPoolRiskConfigurationAttachment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Cognito 고급 보안 기능에 사
용되는 위험 구성을 설정합니
다.
AWS::Cognito::UserPoolUICustomizationAttachment
AWS::Cognito::UserPoolUICustomizationAttachment
리소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풀
의 내장 앱 UI에 대한 UI 사용
자 지정 정보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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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2346)

AWS::EC2::TrafficMirrorFilter,
October 3, 2019
AWS::EC2::TrafficMirrorFilterRule,
AWS::EC2::TrafficMirrorSession
및 AWS::EC2::TrafficMirrorTarget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EC2::TrafficMirrorFilter
AWS::EC2::TrafficMirrorFilter
리소스를 사용하여 트래픽 미
러 필터를 지정합니다.
AWS::EC2::TrafficMirrorFilterRule
AWS::EC2::TrafficMirrorFilterRule
리소스를 사용하여 트래픽 미
러 필터 규칙을 관리합니다.
AWS::EC2::TrafficMirrorSession
AWS::EC2::TrafficMirrorSes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트래픽 미
러 세션을 지정합니다.
AWS::EC2::TrafficMirrorTarget
AWS::EC2::TrafficMirrorTarget
리소스를 사용하여 트래픽 미
러 대상을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3225)

AWS::Events::EventBus 리소스가 October 3, 2019
추가되었습니다.
AWS::Events::EventBus
EventBus 리소스를 사용하
여 사용자 지정 이벤트 버스
또는 파트너 이벤트 버스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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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443)

AWS::Glue::DevEndpoint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September 27, 2019

AWS::Glue::DevEndpoint
WorkerType 속성을 사용하
여 개발 엔드포인트로 할당되
는 미리 정의된 작업자 유형
을 지정합니다.
NumberOfWorkers 속성
을 사용하여 개발 엔드포
인트에 할당되는 정의된
workerType의 작업자 수를
지정합니다.
GlueVersion 속성을 사용
하여 AWS Glue가 개발 엔
드포인트에 대해 지원하는
Apache Spark 및 Python 버
전을 지정합니다.
Arguments 속성을 사용하
여 DevEndpoint를 구성하
는 데 사용되는 인수 맵을 지
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443)

AWS::Glue::Job 리소스가 업데이
트되었습니다.
AWS::Glue::Job
Timeout 속성을 사용하여 작
업 제한 시간(분)을 지정합니
다.
NotificationProperty
속성을 사용하여 알림의 구성
속성을 지정합니다.
NotifyDelayAfter 속성을
사용하여 작업 실행이 시작된
후 작업 실행 지연 알림을 전
송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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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3443)

AWS::Glue::Trigger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September 26, 2019

AWS::Glue::Trigger
StartOnCreation 속성
을 사용하여 SCHEDULED 및
CONDITIONAL 트리거가 생
성될 때 해당 트리거를 시작
하도록 지정합니다.
WorkflowName 속성을 사용
하여 트리거와 연결된 워크플
로우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DocDB::DBCluster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September 26, 2019

AWS::DocDB::DBCluster
EnableCloudwatchLogsExports
속성을 사용하여 CloudWatch
Logs로 내보내기에 대해 활성
화해야 하는 로그 유형 목록
을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3443)

AWS::Glue::Workflow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September 26, 2019

AWS::Glue::Workflow
AWS::Glue::Workflow 리소스
를 사용하여 AWS Glue 워크
플로를 관리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Config::RemediationConfiguration
September 12, 2019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onfig::RemediationConfiguration
ExecutionControls
속성을 사용하여
ExecutionControls 객체
를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5179)

다음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QLDB::Ledger
AWS::QLDB::Ledger
AWS::QLDB::Ledger 리
소스를 사용하여 새로운
Amazon Quantum Ledger
Database(Amazon QLDB) 원
장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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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August 29, 2019
AWS::DynamoDB::Table,
AWS::EC2::Instance,
AWS::ECS::TaskDefinition,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AWS::Events::Rule,
AWS::IAM::Role 및
AWS::Lambda::EventSourceMapping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SuspendedState 속성을 사
용하여 자동 조정을 일지 중
지 또는 재개합니다. 속성 값
을 true로 설정하면 지정된
조정 작업이 일시 중지됩니
다. false(기본값)로 설정하
면 지정된 조정 작업이 재개
됩니다.
AWS::DynamoDB::Table
SSESpecification 속성 유형
에서 SSEType 속성을 사용하
여 서버 측 암호화 유형을 지
정합니다.
AWS::EC2::Instance
CpuOptions 속성을 사용하
여 인스턴스의 CPU 옵션을
지정합니다.
Ebs 속성 유형에서
KmsKeyId 속성을 사용하
여 EBS 볼륨이 암호화되는
customer managed key의 식
별자(키 ID, 키 별칭, ID ARN
또는 별칭 ARN)를 지정합니
다.
AWS::ECS::TaskDefinition
IpcMode 속성을 사용하여
작업에서 컨테이너에 사용
할 IPC 리소스 네임스페이스
를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은
host, task 또는 none입니
다.
PidMode 속성을 사용하여 작
업에서 컨테이너에 사용할 프
로세스 네임스페이스를 지정
합니다. 유효한 값은 host 또
는 task입니다.
ContainerDefinition 속성 유
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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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active 속성이
true로 설정되면 stdin
또는 tty가 할당되어야 하
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
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
다.
• PseudoTerminal 속성이
true로 설정되면 TTY가
할당됩니다.
• SystemControls 속성을
사용하여 컨테이너에서 설
정할 네임스페이스 커널 파
라미터의 목록을 지정합니
다.
LogConfiguration 속성 유형
에서 SecretOptions 속성
을 사용하여 로그 구성에 전
달할 암호를 지정합니다.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KmsKeyId 속성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에서 디스크를 암호
화하는 데 사용되는 KMS key
의 ID를 지정합니다.
AWS::Events::Rule
EcsParameters 속성 유형에
서,
• Group 속성을 사용하여 작
업의 ECS 작업 그룹을 지
정합니다.
• LaunchType 속성을 사용
하여 작업이 실행되는 시작
유형을 지정합니다.
• ECS 작업이 awsvpc 네트
워크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Network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작업과 연
결된 VPC 서브넷 및 보안
그룹과 IP 주소를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PlatformVersion 속성
을 사용하여 작업의 플랫폼
버전을 지정합니다.
AWS::IAM::Role
Description 속성을 사용
하여 역할의 설명을 제공합니
다.
Tags 속성을 사용하여 지정
된 역할에 연결된 태그의 목
록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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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Lambda::EventSourceMapping
MaximumBatchingWindowInSeconds
속성을 사용하여 함수를 호출
하기 전에 레코드를 수집할
최대 기간(단위: 초)을 지정합
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622)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AWS::CloudWatch::Alarm

August 29, 2019

AWS::CloudWatch::Alarm
ThresholdMetricId
속성을 사용하여 경보
임계값으로 사용되는
ANOMALY_DETECTION_BAND
함수의 ID를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3202)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AWS::Elasticsearch::Domain.
AWS::Elasticsearch::Domain
ElasticsearchClusterConfig
속성 유형에서
ZoneAwarenessConfig 속
성을 사용하여 영역 인식 구
성 옵션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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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5304)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
니다. AWS::RDS::DBCluster 및
AWS::RDS::DBInstance

August 29, 2019

AWS::RDS::DBCluster
AssociatedRoles 속성
을 사용하여 DB 인스턴스
에 연결된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을 지정합니다.
RestoreType 속성을 사용
하여 수행할 복원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SourceDBClusterIdentifier
속성을 사용하여 복원 원본
DB 클러스터의 식별자를 지
정합니다.
UseLatestRestorableTime
속성을 사용하여 DB 클러스
터를 최근 복원 가능 백업 시
간으로 복원할지 여부를 지정
합니다.
AWS::RDS::DBInstance
AssociatedRoles 속성
을 사용하여 DB 인스턴스
에 연결된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을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1958)

다음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ugust 29, 2019
AWS::Config::OrganizationConfigRule
AWS::Config::OrganizationConfigRule
AWS::Config::OrganizationConfigRul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Config가 멤버 계정에서
생성하는 config 규칙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는
OrganizationConfigRule을 생
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Neptune::DBCluster 리소스 August 22, 2019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Neptune::DBCluster
EnableCloudwatchLogsExports
속성을 사용하여 CloudWatch
Logs로 내보내도록 활성화된
로그 유형의 목록을 지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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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2244)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AWS::DMS::ReplicationTask

August 16, 2019

AWS::DMS::ReplicationTask
CdcStartPosition 속성
을 사용하여 언제 변경 데이
터 캡처(CDC) 작업을 시작할
지 표시합니다.
CdcStopPosition 속성을
사용하여 언제 변경 데이터
캡처(CDC) 작업을 중지할지
표시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1261)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AWS::AppSync::GraphQLApi.
AWS::AppSync::GraphQLApi
LogConfig 속성 유형에
서 TRUE로 설정할 경우
excludeVerboseContent
속성이 로깅 수준과 상관없이
헤더, 컨텍스트, 평가된 매핑
템플릿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
는 섹션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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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EC2::ClientVpnEndpoint,
August 8, 2019
AWS::Greengrass::Group,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
AWS::Greengrass::CoreDefinition,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및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C2::ClientVpnEndpoint
SplitTunnel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AWS Client VPN 엔
드포인트에서 분할 터널을 활
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
Tags 속성을 사용하여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
리소스에 메타데이터를 연결
합니다.
AWS::Greengrass::CoreDefinition
Tags 속성을 사용하여
AWS::Greengrass::CoreDefinition
리소스에 메타데이터를 연결
합니다.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
Tags 속성을 사용하여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
리소스에 메타데이터를 연결
합니다.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Tags 속성을 사용하여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리소스에 메타데이터를 연결
합니다.
AWS::Greengrass::Group
Tags 속성을 사용하여
AWS::Greengrass::Group
리소스에 메타데이터를 연결
합니다.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
Tags 속성을 사용하여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
리소스에 메타데이터를 연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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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Tags 속성을 사용하여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리소스에 메타데이터를 연결
합니다.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
Tags 속성을 사용하여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
리소스에 메타데이터를 연결
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3443)

다음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Glue::MLTransform

August 8, 2019

AWS::Glue::MLTransform
AWS::Glue::MLTransform
리소스를 사용하여 기계 학습
변환을 관리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4415)

다음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ugust 8, 2019
AWS::LakeFormation::DataLakeSettings
AWS::LakeFormation::DataLakeSettings
AWS::LakeFormation::DataLakeSettings
리소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레
이크 설정을 관리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4415)

다음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ugust 8, 2019
AWS::LakeFormation::Permissions
AWS::LakeFormation::Permissions
AWS::LakeFormation:Permissions
리소스를 사용하여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 또는
취소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4415)

다음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LakeFormation::Resource

August 8, 2019

AWS::LakeFormation::Resource
AWS::LakeFormation::Resource
리소스를 사용하여 권한이 부
여될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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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ManagedBlockchain::MemberAugust 8, 2019
및
AWS::ManagedBlockchain::Node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ManagedBlockchain::Member
Member 리소스를 사용
하여 Amazon Managed
Blockchain 네트워크의 첫 번
째 멤버 또는 추가 멤버를 생
성합니다.
AWS::ManagedBlockchain::Node
Node 리소르를 사용하
여 Amazon Managed
Blockchain 네트워크의 멤버
에 피어 노드를 생성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1716)

다음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ugust 7, 2019
AWS::CodeBuild::SourceCredential
AWS::CodeBuild::SourceCredential
AWS::CodeBuild::SourceCredential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CodeBuild 빌드 프로젝트
에 사용되는 GitHub, GitHub
Enterprise 또는 Bitbucket 리
포지토리에 대한 자격 증명
정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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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Batch::JobDefinition,
AWS::Cognito::UserPool,
AWS::Cognito::UserPoolClient 및
AWS::Glue::Job 리소스가 업데이
트되었습니다.

August 2, 2019

AWS::Batch::JobDefinition
ContainerProperties 속성 유
형에서 LinuxParameters
속성을 사용하여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Linux 특정 수정(예:
디바이스 매핑 세부 정보)을
지정합니다.
AWS::Cognito::UserPool
UserPoolAddOns 속성을 사
용하여 고급 보안 위험 탐지
를 활성화합니다.
VerificationMessageTemplate
속성을 사용하여 확인 메시지
용 템플릿을 정의합니다.
AWS::Cognito::UserPoolClient
Analytics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이 사용자
풀의 지표를 수집하기 위한
Amazon Pinpoint 분석 구성
을 정의합니다.
AWS::Glue::Job
GlueVersion 속성을 사
용하여 AWS Glue에서 지
원하는 Apache Spark 및
Python의 버전을 결정합니다.
Python의 버전으로 Spark 유
형의 작업에 대해 지원되는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xCapacity 속성을 사용
하여 이 작업이 실행될 때 할
당할 수 있는 AWS Glue 데이
터 처리 단위(DPU) 수를 지정
합니다. DPU는 4 vCPU의 컴
퓨팅 파워와 16GB 메모리로
구성된 프로세싱 파워의 상대
적 측정값입니다.
NumberofWorkers 속
성의 경우 Python 셸 작업
(JobCommand.Name="pythonshell")
을 지정하면 0.0625 또는 1
DPU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0.0625 DPU입니
다. Apache Spark ETL 작업
(JobCommand.Name="gluee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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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정하면 2~100 DPU를 할
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10 DPU입니다. 이 작업 유형
에는 부분적인 DPU 할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WorkerType 속성을 사용하
여 작업이 실행될 때 할당되
는 미리 지정된 작업자의 유
형을 지정합니다.
JobCommand 속성 유형에서
PythonVersion 속성을 사
용하여 Python 셸 작업을 실
행하는 데 사용되는 Python
버전을 지정합니다.
스택 세트 한도 증가 (p. 6600)

이제 관리자 계정에서 최대 100개
스택 세트를 생성하고, 스택 세트
당 최대 2,000개 스택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각 리전에서 관리자 계
정당 최대 3,500개 스택 인스턴스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
다.

August 2, 2019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할당량 (p. 8) 단
원을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CodeStar::GitHubRepository August 2, 2019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CodeStar::GitHubRepository
AWS::CodeStar::GitHubRepository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워
크플로에서 사용할 소스 코드
를 저장할 수 있는 GitHub 리
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제공
할 경우, 리포지토리가 생성
된 후 소스 코드가 업로드됩
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이제 AWS CloudFormation 템플
릿에서 CodeCommit 리포지토리
에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AWS::CodeCommit::Repository
Tags 속성을 사용하여 리포
지토리에 태그를 지정할 때
사용할 하나 이상의 태그 키값 페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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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AWS::AmazonMQ::Broker.

July 22, 2019

AWS::AmazonMQ::Broker
encryptionOptions 속성
을 사용하여 AWS owned key
또는 customer managed key
을(를)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Amplify::App 및
AWS::Amplify::Branch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uly 18, 2019

AWS::Amplify::App
AutoBranchCreationConfig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특정
패턴과 일치하는 브랜치를 자
동으로 생성합니다.
AWS::Amplify::Branch
EnableAutoBuild 속성을
사용하여 브랜치에 대해 자동
빌드를 활성화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IoTEvents::DetectorModel
및 AWS::IoTEvents::Input 리소스
가 추가되었습니다.

July 18, 2019

AWS::IoTEvents::DetectorModel
DetectorModel 리소스를
사용하여 탐지기 모델을 생성
합니다.
AWS::IoTEvents::Input
Input 리소스를 사용하여 입
력을 생성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CloudWatch::AnomalyDetector
July 12, 2019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CloudWatch::AnomalyDetector
AWS::CloudWatch::AnomalyDetector
리소스를 사용하여 특정 지표
및 통계에 대한 이상 탐지 밴
드를 지정합니다. 밴드는 지
표 값에 예상되는 “정상” 범위
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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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IoTAnalytics::Channel 및
AWS::IoTAnalytics::Datastore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une 27, 2019

AWS::IoTAnalytics::Channel
ChannelStorage 속성을 사
용하여 데이터가 저장되는 채
널을 지정합니다.
AWS::IoTAnalytics::Datastore
DatastoreStorage 속성을
사용하여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 스토어를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MediaLive::Channel,
June 27, 2019
AWS::MediaLive::Input, 및
AWS::MediaLive::InputSecurityGroup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MediaLive::Channel
AWS::MediaLive::Channel
리소스는 채널을 생성합니다.
MediaLive 채널은 해당 채널
에 연결된 입력에서 소스 콘
텐츠를 수집 및 트랜스코딩
(디코딩 및 인코딩)하고 새 콘
텐츠를 입력으로 패키징합니
다.
AWS::MediaLive::Input
AWS::MediaLive::Input
리소스는 입력을 생성합
니다. MediaLive 입력에는
MediaLive 채널이 트랜스코
딩할 소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스트림 시스템에 연결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AWS::MediaLive::InputSecurityGroup
AWS::MediaLive::InputSecurityGroup
리소스는 입력 보안 그룹을
생성합니다. MediaLive 입력
보안 그룹은 MediaLive 입력
과 연결됩니다. 입력 보안 그
룹은 외부 IP 주소가 콘텐츠
를 연결된 MediaLive 입력으
로 푸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하는 IP 주소의 “허용 목
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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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EC2::LaunchTemplate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June 25, 2019

AWS::EC2::LaunchTemplate
SpotOptions 속성 유형에서
BlockDurationMinutes를
사용하여 스팟 인스턴스
에 필요한 기간을 지정하고
ValidUntil을 사용하여 스
팟 요청의 종료 날짜를 지정
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SecurityHub::Hub 리소스가 June 25, 2019
추가되었습니다.
AWS::SecurityHub::Hub
AWS::SecurityHub::Hub 리소
스를 사용하여 계정에 AWS
Security Hub 서비스의 구현
을 지정하세요.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AppStream::Fleet,
June 20, 2019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ProvisioningPreferences
속성을 사용하여 프로비저닝
된 제품을 업데이트할 경우
적용될 사용자 정의 기본 설
정을 지정합니다.
AWS::AppStream::Fleet
IdleDisconnectTimeoutInSeconds
속성을 사용하여 스트리밍
세션에서 연결을 해제하고
DisconnectTimeoutInSeconds
시간 간격이 시작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유휴(비활성) 상태
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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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Config::RemediationConfiguration,
June 20, 2019
AWS::ServiceCatalog::StackSetConstraint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Config::RemediationConfiguration
AWS::Config::RemediationConfigu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
작업, 파라미터 및 작업을 실
행할 데이터를 포함하여 문제
해결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
를 지정하십시오.
AWS::ServiceCatalog::StackSetConstraint
AWS::ServiceCatalog::StackSetConstraint
리소스를 사용하여 스택 세트
제약을 지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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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AppMesh::VirtualNode,
June 13, 2019
AWS::CodeBuild::Project,
AWS::EC2::Host,
AWS::EC2::Route,
AWS::EC2::VPNConnection,
AWS::ECS::Cluster,
AWS::ECS::Service,
AWS::ECS::TaskDefinition,
AWS::EFS::MountTarget,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AWS::EMR::Cluster,
AWS::IoTAnalytics::Dataset,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AWS::S3::Bucket 리소스가 추가
되었습니다.
AWS::AppMesh::VirtualNode
ServiceDiscovery를
사용하여 서비스 검색
에 AWSCloudMap 또는
DNS 사용 여부를 지정하
십시오. 서비스 검색에
AWS Cloud Map 사용 시,
AwsCloudMapServiceDiscovery를
사용하여 ServiceName,
NamespaceName
및 Attributes 속
성을 지정하십시오.
AwsCloudMapInstanceAttribute를
사용하여
AwsCloudMapServiceDiscovery에
대한 키와 값 페어를 지정하
십시오.
AWS::CodeBuild::Project
SecondarySourceVersions
속성을 사용하여
ProjectSourceVersion
객체의 배열을 지정합
니다. 빌드 수준에서
secondarySourceVersions이
지정되어 있으면 (프로젝
트 수준에서) 그 버전이 이
secondarySourceVersions보
다 우선합니다.
AWS::DLM::LifecyclePolicy
PolicyDetails 속성 유형에서:
• PolicyType 속성을
사용하여 정책이 관리
할 수 있는 유효한 대상
리소스 유형 및 작업을
판별하십시오. 이 필드
가 없는 경우 기본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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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_SNAPSHOT_MANAGEMENT
입니다.
• Parameters 속성을 사용
하여 정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선택적 파라미터 집합
을 지정합니다.
일정 속성 유형에서
VariableTags 속성을 사
용하여 정책이 실행될 때 동
적으로 결정한 값으로 키/값
페어의 모음을 지정합니다.
키는 유효한 모든 Amazon
EC2 태그 키일 수 있습니다.
값은 $(instance-id) 또는
$(timestamp) 형식 중 하
나여야 합니다. 변수 태그는
EBS 스냅샷 관리 - 인스턴스
정책에만 유효합니다.
AWS::EC2::Host
HostRecovery 속성을 사용
하여 전용 호스트에 대한 호
스트 복구를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AWS::EC2::Route
전송 게이트웨이
의 ID를 지정하려면
TransitGatewayId속성을
사용하십시오.
AWS::EC2::VPNConnection
TransitGatewayId 속성을
사용하여 VPN 연결과 관련된
전송 게이트웨이의 ID를 지정
합니다.
VpnGatewayId 속성을 사용
하여 VPN 연결의 AWS 측에
있는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
이의 ID를 지정합니다.
AWS::ECR::Repository
Tags 속성을 사용하여 이 리
소스에 적용할 키-값 페어 어
레이를 지정합니다.
AWS::ECS::Cluster
분류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Tags 속성을 사용하
여 클러스터에 메타데이터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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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S::Service
EnableECSManagedTags
속성을 사용하여 서비스의 작
업에 Amazon ECS 관리형 태
그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
합니다.
PropagateTags 속성을 사
용하여 태그를 작업 정의 또
는 서비스에서 서비스의 작업
으로 전파할지 여부를 지정합
니다.
분류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Tags 속성을 사용하
여 서비스에 메타데이터를 적
용합니다.
AWS::ECS::TaskDefinition
ContainerDefinition 속성 유
형에서,
• ResourceRequirements
속성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에 할당할 리소스의 유형
및 양을 지정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리소스는 GPU뿐
입니다.
• Secrets 속성을 사용하여
컨테이너로 전달할 암호를
지정합니다.
분류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Tags 속성을 사용하
여 작업 정의에 메타데이터를
적용합니다.
AWS::EFS::FileSystem
LifecyclePolicies 속성
을 사용하여 빈도가 낮은 액
세스(IA) 스토리지 클래스로
파일을 이전하기 위해 EFS
수명 주기 관리에서 사용하는
정책의 목록을 지정합니다.
AWS::EFS::MountTarget
IpAddress 속성을 사용하여
탑재 대상의 IPv4 주소를 반
환하십시오.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RuleCondition 속성 유형에
서:
• HostHeaderConfig 속
성을 사용하여 호스트 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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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대한 정보를 지정하
십시오.
• HttpHeaderConfig 속성
을 사용하여 HTTP 헤더 조
건에 대한 정보를 지정하십
시오.
• HttpRequestMethod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HTTP 메
서드 조건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 PathPatternConfig 속
성을 사용하여 경로 패턴
조건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
니다.
• QueryStringConfig 속
성을 사용하여 쿼리 문자열
조건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
니다.
• SourceIp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소스 IP 조건에
대한 정보를 지정하십시오.
AWS::EMR::Cluster
JobFlowInstancesConfig 속
성 유형에서 Ec2SubnetIds
속성을 사용하여 여러 EC2
서브넷 ID를 지정합니다.
AWS::IoTAnalytics::Dataset
데이터 세트 콘텐
츠가 만들어지면
ContentDeliveryRules
속성에 지정된 대상으로 전달
됩니다.
Versioning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보관되는
데이터 세트 콘텐츠의 버전
개수를 지정하십시오. 지정
하지 않거나 null로 설정하면
‘retentionPeriod’ 파라미터로
지정한 기간 동안 최신 버전
과 성공한 최신 버전만 보관
됩니다(서로 다른 경우).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
속성 유형에서:
• 데이터를 Amazon S3
에 쓰기 전에 JSON 형
식을 Parquet 또는 ORC
형식으로 변환하려면
DataFormatConversion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Seria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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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erializer 및 스키마를 지
정합니다.
• 실패한 레코드를 S3에
쓰기 전에 Kinesis Data
Firehose가 평가하고 추가
하는 접두사를 지정하려면
ErrorOutputPrefix 속
성을 사용합니다.
• Prefix 속성은 더 이상 필
요하지 않습니다.
S3DestinationConfiguration
속성 유형에서 실패한 레코
드를 S3에 쓰기 전에 Kinesis
Data Firehose가 평가하고 추
가하는 접두사를 지정하려면
ErrorOutputPrefix 속성
을 사용합니다.
AWS::S3::Bucket
ObjectLock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지정된 버킷
에 대한 객체 잠금 구성을 지
정합니다.
ObjectLockEnabled 속성
을 사용하여 이 버킷에 객체
잠금 구성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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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Amplify::App,
June 13, 2019
AWS::Amplify::Branch,
AWS::Amplify::Domain,
AWS::EC2::ClientVpnAuthorizationRule,
AWS::EC2::ClientVpnEndpoint,
AWS::EC2::ClientVpnRoute,
AWS::EC2::ClientVpnTargetNetworkAssociation,
AWS::MSK::Cluster 리소스가 추
가되었습니다.
AWS::Amplify::App
AWS Amplify 콘솔에 앱을 만
듭니다. 앱은 브랜치의 모음
입니다.
AWS::Amplify::Branch
AWS Amplify 콘솔 앱 내에 새
브랜치를 만듭니다.
AWS::Amplify::Domain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AWS
Amplify 콘솔 앱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AWS::EC2::ClientVpnAuthorizationRule
Client VPN 엔드포인트에 추
가할 수신 권한 부여 규칙을
지정합니다. 수신 권한 부여
규칙은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
스 권한을 부여하는 방화벽의
역할을 합니다.
AWS::EC2::ClientVpnEndpoint
Client VPN 엔드포인트를 지
정합니다. Client VPN 엔드포
인트는 클라이언트 VPN 세션
을 활성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생성 및 구성하는 리소스입니
다. 모든 클라이언트 VPN 세
션이 종료되는 대상 엔드포인
트입니다.
AWS::EC2::ClientVpnRoute
Client VPN 엔드포인트에 추
가할 네트워크 라우팅을 지정
합니다. 각 Client VPN 엔드
포인트에는 사용 가능한 대상
네트워크 라우팅을 설명하는
라우팅 테이블이 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의 각 라우팅은
특정 리소스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 경로를 지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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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2::ClientVpnTargetNetworkAssociation
Client VPN 엔드포인트와 연
결할 대상 네트워크를 지정합
니다. 대상 네트워크는 VPC
안의 서브넷입니다. 동일한
VPC의 여러 서브넷과 Client
VPN 엔드포인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AWS::MSK::Cluster
AWS::MSK::Cluster 리소
스를 사용하여 Amazon MSK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SageMaker::NotebookInstance
June 3, 2019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ageMaker::NotebookInstance
AcceleratorTypes 속
성을 사용하여 이 노트북
인스턴스와 연결할 Elastic
Inference(EI) 인스턴스 유형
목록을 지정합니다.
AdditionalCodeRepositories
속성을 사용하여 노트북 인스
턴스와 관련된 최대 3개의 Git
리포지토리 배열을 지정합니
다.
DefaultCodeRepository
속성을 사용하여 노트북 인스
턴스와 관련된 Git 리포지토
리를 기본 코드 리포지토리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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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IoTThingsGraph::FlowTemplate,
June 3, 2019
AWS::Pinpoint::ADMChannel,
AWS::Pinpoint::APNSChannel,
AWS::Pinpoint::APNSSandboxChannel,
AWS::Pinpoint::APNSVoipChannel,
AWS::Pinpoint::APNSVoipSandboxChannel,
AWS::Pinpoint::App,
AWS::Pinpoint::ApplicationSettings,
AWS::Pinpoint::BaiduChannel,
AWS::Pinpoint::Campaign,
AWS::Pinpoint::EmailChannel,
AWS::Pinpoint::EventStream,
AWS::Pinpoint::GCMChannel,
AWS::Pinpoint::SMSChannel,
AWS::Pinpoint::Segment,
AWS::Pinpoint::VoiceChannel,
AWS::SageMaker::CodeRepository,
AWS::MSK::Cluster 리소스가 추
가되었습니다.
AWS::IoTThingsGraph::FlowTemplate
AWS::IoTThingsGraph::FlowTemplate
리소스를 사용하여 워크플로
우 템플릿을 지정합니다.
AWS::Pinpoint::ADMChannel
AWS::Pinpoint::ADMChannel
리소스를 사용하여 ADM 채
널을 지정합니다. ADM 채널
을 사용하면 Amazon Device
Messaging(ADM) 서비스를
통해 Kindle Fire 태블릿 같은
Amazon 디바이스에서 실행
되는 앱에 푸시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AWS::Pinpoint::APNSChannel
AWS::Pinpoint::APNSChannel
리소스를 사용하여 APN 채
널을 지정합니다. APN 채
널을 사용하여 Apple Push
Notification 서비스(APN)에
푸시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AWS::Pinpoint::APNSSandboxChannel
AWS::Pinpoint::APNSSandboxChannel
리소스를 사용하여 APN 샌
드박스 채널을 지정합니다.
APN 샌드박스 채널을 사용하
여 Apple Push Notification 서
비스(APN)의 샌드박스 환경
에 푸시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6799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Pinpoint::APNSVoipChannel
AWS::Pinpoint::APNSVoipChannel
리소스를 사용하여 APN
VoIP 채널을 지정합니다.
APN VoIP 채널을 사용하여
Apple Push Notification 서비
스(APN)에 VoIP 알림 메시지
를 보낼 수 있습니다.
AWS::Pinpoint::APNSVoipSandboxChannel
AWS::Pinpoint::APNSVoipSandboxChannel
리소스를 사용하여 APN
VoIP 샌드박스 채널을 지정
합니다. APN VoIP 샌드박스
채널을 사용하여 Apple Push
Notification 서비스(APN)의
샌드박스 환경에 VoIP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AWS::Pinpoint::App
AWS::Pinpoint::App 리
소스를 사용하여 앱을 지정합
니다.
AWS::Pinpoint::ApplicationSettings
AWS::Pinpoint::ApplicationSettings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Pinpoint 앱에 대한 설정을 지
정합니다.
AWS::Pinpoint::BaiduChannel
AWS::Pinpoint::BaiduChannel
리소스를 사용하여 애플리케
이션의 Baidu 채널 설정을 업
데이트합니다.
AWS::Pinpoint::Campaign
AWS::Pinpoint::Campaign
리소스를 사용하여 캠페인 설
정을 업데이트합니다.
AWS::Pinpoint::EmailChannel
AWS::Pinpoint::EmailChannel
리소스를 사용하여 애플리케
이션의 이메일 채널 상태 및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
AWS::Pinpoint::EventStream
AWS::Pinpoint::EventStream
리소스를 사용하여 애플리케
이션에 대한 새 이벤트 스트
림을 생성하거나 애플리케이
션에 대한 기존 이벤트 스트
림의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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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Pinpoint::GCMChannel
AWS::Pinpoint::GCMChannel
리소스를 사용하여 GCM 채
널을 지정합니다. GCM 채널
을 사용하여 Google Cloud
Messaging(GCM) 서비스
를 대체하는 FCM(Firebase
Cloud Messaging) 서비스에
푸시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AWS::Pinpoint::SMSChannel
AWS::Pinpoint::SMSChannel
리소스를 사용하여 SMS 채널
을 지정합니다. SMS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려면 SMS 채널
을 통해 메시지를 보냅니다.
AWS::Pinpoint::Segment
AWS::Pinpoint::Segment
리소스를 사용하여 애플리케
이션에 대한 새 세그먼트를
생성하거나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기존 세그먼트의 구
성, 차원 및 기타 설정을 업데
이트합니다.
AWS::Pinpoint::VoiceChannel
AWS::Pinpoint::VoiceChannel
리소스를 사용하여 애플리케
이션의 음성 채널 상태 및 설
정을 업데이트합니다.
AWS::SageMaker::CodeRepository
AWS::SageMaker::CodeRepository
리소스를 사용하여 Git 리포
지토리를 SageMaker 계정의
리소스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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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CodeCommit::Repository
및 AWS::EC2::LaunchTemplat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코드
Code 리소스를 사용하여 커
밋할 코드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합니다.
S3
S3 리소스를 사용하여 새 리
포지토리에 커밋될 코드가 포
함된 Amazon S3 버킷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AWS::EC2::LaunchTemplate
NetworkInterface 속성에서
InterfaceType을 사용하
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유
형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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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Backup::BackupPlan,
May 23, 2019
AWS::Backup::BackupSelection,
AWS::Backup::BackupVault,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AWS::PinpointEmail::DedicatedIpPool,
AWS::PinpointEmail::Identity,
AWS::Transfer::Server,
AWS::Transfer::User,
AWS::WAFRegional::GeoMatchSet,
AWS::WAFRegional::RateBasedRule,
AWS::WAFRegional::RegexPatternSet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Backup::BackupPlan
선택적 백업 계획 표시 이름
과 각각 백업 규칙을 지정하
는 BackupRule 객체의 배열
을 포함합니다. 백업 계획의
각 규칙은 별도의 예약 작업
이며 선택한 다른 AWS 리소
스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
AWS::Backup::BackupSelection
백업 계획에 할당할 리소스
세트를 지정합니다.
AWS::Backup::BackupVault
백업이 저장되는 논리 컨
테이너를 생성합니다.
CreateBackupVault 요청에는
이름, 선택적으로 하나 이상
의 리소스 태그, 암호화 키 및
요청 ID가 포함됩니다.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Pinpoint Email API에 대한 구
성 세트를 지정합니다.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AWS::PinpointEmail::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Pinpoint Email API에서 이메
일 전송과 관련된 이벤트의
대상을 지정합니다.
AWS::PinpointEmail::DedicatedIpPool
AWS::PinpointEmail::DedicatedIpPool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Pinpoint Email API에서 전용
IP 주소의 그룹을 지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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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PinpointEmail::Identity
AWS::PinpointEmail::Identity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Pinpoint Email API를 통해 이
메일을 전송하는 데 필요한
자격 증명(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을 지정합니다.
AWS::Transfer::Server
AWS의 SFTP(Secure File
Transfer Protocol)를 기반으
로 하는 자동 확장 가상 서버
를 생성합니다.
AWS::Transfer::User
사용자를 생성하고 기존
SFTP(Secure File Transfer
Protocol) 서버와 연결합니다.
AWS::WafRegional::GeoMatchSet
AWS::WAFRegional::GeoMatchSet
리소스에는 AWS WAF가 검
색할 하나 이상의 국가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AWS::WafRegional::RateBasedRule
AWS::WAFRegional::RateBasedRule
리소스는 일반 규칙과 동일하
며 추가로 RateBasedRule은
5분마다 지정된 IP 주소로부
터 수신하는 요청 수를 계산
합니다.
AWS::WafRegional::RegexPatternSet
AWS::WAFRegional::RegexPatternSet
리소스는 AWS WAF가 검색
할 정규식(regex) 패턴을 지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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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AppSync::GraphQLApi,
AWS::Cognito::UserPool,
AWS::Glue::Classifier,
AWS::Glue::Crawler,
AWS::Glue::DevEndpoint,
AWS::Glue::Job,
AWS::Glue::Trigger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May 17, 2019

AWS::AppSync::GraphQLApi
AdditionalAuthenticationProviders
속성을 사용하여 GraphqlApi
API에 대한 추가 인증 공급자
의 목록을 지정합니다.
Tags 속성을 사용하여 이
GraphQL API에 대한 임의의
태그 세트(키-값 페어)를 지정
합니다.
AWS::Cognito::UserPool
PasswordPolicy
속성 유형에서
TemporaryPasswordValidityDays
속성을 사용하여 임시 암호가
유효한 일 수를 지정합니다.
사용자가 이 시간 동안 로그
인하지 않으면 관리자가 암호
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Note
사용자 풀에 대해
TemporaryPasswordValidityDays를
설정하면 해당 사
용자 풀에 대해
사용되지 않는
UnusedAccountValidityDays
값을 더 이상 설정할
수 없습니다.
AWS::Glue::Classifier
CsvClassifier 속성을
사용하여 쉼표로 구분된 값
(CSV)의 분류자를 지정합니
다.
AWS::Glue::Crawler
CrawlerSecurity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이 크롤러가 사용할
SecurityConfiguration
구조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Tags 속성을 사용하여 이 크
롤러 요청에서 사용할 태그를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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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합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크롤러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AWS::Glue::DevEndpoint
Security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이
DevEndpoint에서 사용할
SecurityConfiguration
구조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Tags 속성을 사용하여 이
DevEndpoint에서 사용할
태그를 지정합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DevEndpoint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
습니다.
AWS::Glue::Job
Security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이 작업에서 사용할
SecurityConfiguration
구조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Tags 속성을 사용하여 이 작
업에서 사용할 태그를 지정합
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작업
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AWS::Glue::Trigger
Tags 속성을 사용하여 이 트
리거에서 사용할 태그를 지정
합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트
리거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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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Glue::DataCatalogEncryptionSettings,
May 17, 2019
AWS::Glue::SecurityConfiguration,
AWS::MediaStore::Container 리
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Glue::DataCatalogEncryptionSettings
지정된 카탈로그에 대한 보
안 구성을 설정합니다. 구성
이 설정되면 지정된 암호화가
이후의 모든 카탈로그 쓰기에
적용됩니다.
AWS::Glue::SecurityConfiguration
새로운 보안 구성을 생성합니
다.
AWS::MediaStore::Container
AWS::MediaStore::Container
리소스는 객체를 포함할 스토
리지 컨테이너를 지정합니다.
컨테이너는 Amazon S3의 버
킷과 비슷합니다.
AWS CloudFormation을 사
용하여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
템플릿은 컨테이너 생성, 액
세스 로깅 설정, 기본 컨테이
너 정책 업데이트, CORS(교
차 원본 리소스 공유) 정책 추
가, 객체 수명 주기 정책 추가
등의 5가지 API 작업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duct
May 3, 2019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duct
ProvisioningArtifactProperties
속성 유형에서
DisableTemplateValidation이
true로 설정된 경우 AWS
Service Catalog는 지정된 프
로비저닝 아티팩트가 유효하
지 않더라도 검증을 중지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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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ApiGatewayV2::ApiMapping May 3, 2019
및
AWS::ApiGatewayV2::DomainName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ApiGatewayV2::ApiMapping
AWS CloudFormation
AWS::ApiGatewayV2::ApiMapping
리소스에는 API 매핑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AWS::ApiGatewayV2::DomainName
AWS CloudFormation
AWS::ApiGatewayV2::DomainName
리소스를 사용하여 API
Gateway의 API에 대해 알기
쉬운 사용자 지정 URL을 지
정합니다.

동시 스택 작업의 리소스에 대한
제한 (p. 6600)

CloudFormation은 이제 동시 스택 April 30, 2019
작업의 리소스 수에 대한 계정 제
한을 적용합니다. 이 제한은 리전
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할당량 (p. 8) 섹
션을 참조하세요.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April 25, 2019
및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FunctionConfiguration
속성 유형에서는
MemorySize 및 Timeout 속
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
니다.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FunctionConfiguration
속성 유형에서는
MemorySize 및 Timeout 속
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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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ECS::TaskDefinition,
April 18, 2019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ECS::TaskDefinition
ProxyConfiguration 속
성을 사용하여 App Mesh 프
록시에 대한 구성 세부 정보
를 지정합니다.
ContainerDefinition 속
성 유형의 경우:
• DependsOn 속성을 사용
하여 컨테이너 시작 및 종
료에 대해 정의된 종속성을
지정합니다.
• StartTimeout 속성을 사
용하여 컨테이너에 대한 종
속성 해결을 포기하기 전에
대기할 시간을 지정합니다.
• StopTimeout 속성을 사
용하여 컨테이너가 자체적
으로 정상 종료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종료될 때까지
대기할 시간을 지정합니다.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HealthCheckEnabled 속
성을 사용하여 상태 확인의
활성화 여부를 표시합니다.
Port, Protocol 및 VpcId
속성은 이제 대상 유형이
instance 또는 ip인 경우에
만 필요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EC2::CapacityReservation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pril 18, 2019

AWS::EC2::CapacityReservation
AWS::EC2::CapacityReserv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용량 예약
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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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Batch::JobDefinition 및
April 4, 2019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Batch::JobDefinition
ResourceRequirement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컨테이너에
할당할 리소스의 유형 및 양
을 지정합니다. 현재는 GPU
리소스 유형만 지원됩니다.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Tags 속성은 태그 업
데이트를 허용하려면
프로비저닝된 제품에
TagUpdatesOnProvisionedProduct가
ALLOWED로 설정된
RESOURCE_UPDATE 제약이
있어야 합니다.
Tags 속성의 경우 업데이트
시 무중단이 요구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ServiceCatalog::ResourceUpdateConstraint
April 4, 2019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ServiceCatalog::ResourceUpdateConstraint
AWS::ServiceCatalog::ResourceUpdateConstraint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Service Catalog에 대한
RESOURCE_UPDATE 제약
을 생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AppStream::Fleet,
AWS::AppStream::ImageBuilder,
AWS::AppStream::Stack,
AWS::EKS::Cluster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pStream::Fleet,
AWS::AppStream::ImageBuilder,
AWS::AppStream::Stack
Tags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AppStream 2.0 플
릿, 스택 또는 이미지 빌더에
대한 태그를 하나 이상 추가
하거나 덮어씁니다.
AWS::EKS::Cluster
Version 속성에 대한 업데이
트는 더 이상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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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AppMesh::Mesh,
AWS::AppMesh::Route,
AWS::AppMesh::VirtualNode,
AWS::AppMesh::VirtualRouter,
AWS::AppMesh::VirtualService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March 27, 2019

AWS::AppMesh::Mesh
서비스 메시를 지정할
AWS::AppMesh::Mesh 리
소스입니다. 서비스 메시는
내부에 있는 서비스 간의 네
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논리적
경계입니다.
AWS::AppMesh::Route
AWS::AppMesh::Route 리
소스를 사용하여 가상 라우터
와 연결되는 라우팅을 생성합
니다.
AWS::AppMesh::VirtualNode
AWS::AppMesh::VirtualNode
리소스를 사용하여 서비스 메
시 내의 가상 노드를 지정합
니다.
AWS::AppMesh::VirtualRouter
AWS::AppMesh::VirtualRouter
리소스를 사용하여 서비스 메
시 내의 가상 라우터를 지정
합니다.
AWS::AppMesh::VirtualService
AWS::AppMesh::VirtualService
리소스를 사용하여 서비스 메
시 내의 가상 서비스를 지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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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
March 15, 2019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Version,
AWS::Greengrass::CoreDefinition,
AWS::Greengrass::CoreDefinitionVersion,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Version,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AWS::Greengrass::Group,
AWS::Greengrass::GroupVersion,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Version,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
및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Version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
및
AWS::Greengrass::ConnectorDefinitionVer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커넥터를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AWS::Greengrass::CoreDefinition
및
AWS::Greengrass::CoreDefinitionVersion
AWS::Greengrass::CoreDefinition
및
AWS::Greengrass::CoreDefinitionVer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커넥터를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
및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Version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
및
AWS::Greengrass::DeviceDefinitionVer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디바이스
를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및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
및
AWS::Greengrass::FunctionDefinitionVer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함수를 생
성하고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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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Greengrass::Group 및
AWS::Greengrass::GroupVersion
AWS::Greengrass::Group
및
AWS::Greengrass::GroupVer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Greengrass 그룹을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Version
및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
및
AWS::Greengrass::LoggerDefinitionVer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로깅 구성
을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및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
및
AWS::Greengrass::ResourceDefinitionVer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로컬, 기
계 학습 및 보안 리소스를 생
성하고 관리합니다.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
및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
및
AWS::Greengrass::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구독을 생
성하고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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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CodeBuild::Project,
March 14, 2019
AWS::OpsWorksCM::Server,
AWS::SageMaker::NotebookInstanc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odeBuild::Project
Project Source 속성 유형에
서 GitSubmodules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Git 하위 모듈 관련 정보
를 가져옵니다.
Project S3Logs 속성 유형에
서 EncryptionDisabled
속성을 사용하여 S3 빌드 로
그에서 암호화를 비활성화합
니다.
AWS::OpsWorksCM::Server
AssociatePublicIpAddress
속성을 사용하여 퍼블릭 IP
주소를 서버와 연결합니다.
AWS::SageMaker::NotebookInstance
RootAccess 속성을 사용하
여 노트북 인스턴스의 사용자
에 대해 루트 액세스를 활성
화 또는 비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StepFunctions::Activity 및
March 7, 2019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tepFunctions::Activity
Tags 속성을 사용하여 Step
Functions 활동에 연결하려는
태그(키-값 페어)를 지정합니
다.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Tags 속성을 사용하여 Step
Functions 상태 시스템에 연
결하려는 태그(키-값 페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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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SageMaker::NotebookInstance
February 28, 2019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ageMaker::NotebookInstance
VolumeSizeInGB 속성을 사
용하여 SageMaker 노트북 인
스턴스에 프로비저닝되고 연
결되는 지속된 기계 학습 스
토리지 볼륨의 크기(GB)를 지
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ApiGateway::ApiKey,
February 21, 2019
AWS::CodeBuild::Project,
AWS::Elasticsearch::Domain,
AWS::RDS::DBCluster,
AWS::RDS::DBInstanc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iGateway::ApiKey
Value 속성을 사용하여 API
키 값을 지정합니다.
AWS::CodeBuild::Project
ProjectCache 속성 유형에
서 Modes 속성을 사용하여
AWS CodeBuild 프로젝트에
서 사용하는 유형 캐시를 지
정할 수 있습니다.
AWS::Elasticsearch::Domain
NodeToNodeEncryptionOptions
속성을 사용하여 노드 간 암
호화의 활성화 여부를 지정합
니다.
AWS::RDS::DBCluster
DB 클러스터를 복제할 때
SourceRegion 속성을 사용
하여 소스 DB 클러스터가 포
함된 AWS 리전을 지정합니
다.
AWS::RDS::DBInstance
UseDefaultProcessorFeatures
속성을 사용하여 DB 인스턴
스의 DB 인스턴스 클래스가
기본 프로세서 기능을 사용하
도록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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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RAM::ResourceShare,
February 21, 2019
AWS::RoboMaker::Fleet,
AWS::RoboMaker::Robot,
AWS::RoboMaker::RobotApplication,
AWS::RoboMaker::RobotApplicationVersion,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Version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RAM::ResourceShare
AWS::RAM::ResourceShare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ResourceShare를 생성, 업데
이트 및 삭제합니다.
AWS::RoboMaker::Fleet
AWS::RoboMaker::Fleet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RoboMaker 플릿을 생성합니
다.
AWS::RoboMaker::Robot
AWS::RoboMaker::Robot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RoboMaker 로봇을 생성합니
다.
AWS::RoboMaker::RobotApplication
AWS::RoboMaker::RobotApplic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RoboMaker 로봇 애플리케이
션을 생성합니다.
AWS::RoboMaker::RobotApplicationVersion
AWS::RoboMaker::RobotApplicationVer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RoboMaker 로봇 애플리케이
션의 버전을 생성합니다.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RoboMaker 시뮬레이션 애플
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Version
AWS::RoboMaker::SimulationApplicationVer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RoboMaker 시뮬레이션 애플
리케이션의 버전을 생성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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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CodeBuild::Project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February 15, 2019

AWS::CodeBuild::Project
ProjectTriggers 속성 유형에
서 WebhookFilters 속성을
사용하여 새 AWS CodeBuild
빌드를 트리거하는 Webhook
이벤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FSx::FileSystem,
February 15, 2019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CloudWatchLoggingOptio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Output,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FSx::FileSystem
AWS::FSx::FileSystem
리소스를 사용하여 새로운
FSx for Lustre 또는 FSx for
Windows File Server 파일 시
스템을 생성합니다.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
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CloudWatchLoggingOption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CloudWatchLoggingOp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CloudWatch 로그 스트림을
추가해 애플리케이션 구성 오
류를 모니터링합니다.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Output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Output
리소스를 사용하여 SQL 기
반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출
력 구성을 설명합니다.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AWS::KinesisAnalyticsV2::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리소스를 사용하여 SQL 기
반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참
조 데이터 원본을 설명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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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OpsWorksCM::Server,
February 8, 2019
AWS::ServiceDiscovery::Instance,
AWS::ServiceDiscovery::Servic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OpsWorksCM::Server
AWS OpsWorks for Puppet
Enterprise 마스터 서버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
는 추가 속성을 포함하도록
EngineAttributes가 업데
이트되었습니다.
AWS::ServiceDiscovery::Instance
InstanceAttributes 속
성은 이제 String map 값을
사용합니다.
AWS::ServiceDiscovery::Service
DNSConfig 속성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HealthCheckCustomConfig
속성에 대한 업데이트는 이제
교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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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ApiGatewayV2::Api,
February 8, 2019
AWS::ApiGatewayV2::Authorizer,
AWS::ApiGatewayV2::Deployment,
AWS::ApiGatewayV2::Integration,
AWS::ApiGatewayV2::IntegrationResponse,
AWS::ApiGatewayV2::Model,
AWS::ApiGatewayV2::Route,
AWS::ApiGatewayV2::RouteResponse,
AWS::ApiGatewayV2::Stage 리소
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ApiGatewayV2::Api
AWS::ApiGatewayV2::Api
리소스를 사용하여 API
Gateway WebSocket API를
관리합니다.
AWS::ApiGatewayV2::Authorizer
AWS::ApiGatewayV2::Authorizer
리소스를 사용하여 API
Gateway 권한 부여자 함수를
나타냅니다.
AWS::ApiGatewayV2::Deployment
AWS::ApiGatewayV2::Deployment
리소스를 사용하여 API
Gateway WebSocket API 배
포를 생성합니다.
AWS::ApiGatewayV2::Integration
AWS::ApiGatewayV2::Integ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PI
Gateway 라우팅에서 호출하
는 대상 백엔드에 대한 정보
를 지정합니다.
AWS::ApiGatewayV2::IntegrationResponse
AWS::ApiGatewayV2::IntegrationResponse
리소스를 사용하여 라우팅의
백엔드에서 WebSocket 메
시지 처리를 완료한 후 API
Gateway에서 보내는 응답을
지정합니다.
AWS::ApiGatewayV2::Model
AWS::ApiGatewayV2::Model
리소스를 사용하여 API
Gateway WebSocket API에
대한 라우팅 요청 또는 응답
페이로드의 구조를 정의합니
다.
AWS::ApiGatewayV2::Route
AWS::ApiGatewayV2::Route
리소스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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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ocket 메시지 페이로드
에 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지정합니다.
AWS::ApiGatewayV2::RouteResponse
AWS::ApiGatewayV2::RouteResponse
리소스를 사용하여 API
Gateway WebSocket API에
메시지를 보내는 클라이언트
로 보낼 수 있는 응답을 정의
합니다.
AWS::ApiGatewayV2::Stage
AWS::ApiGatewayV2::Stage
리소스를 사용하여 API
Gateway WebSocket API 배
포에 대한 단계를 생성합니
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CodeBuild::Project 및
January 24, 2019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CodeBuild::Project
Environment 속성 유형에서
ImagePullCredentialsType
속성을 사용하여 빌드에 이
미지를 가져오기 위해 AWS
CodeBuild가 사용하는 자격
증명의 유형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Environment 속성 유형에
서 RegistryCredential
속성을 사용하여 프라이빗
Docker 레지스트리에 대한 액
세스를 제공하는 자격 증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Network Load Balancers에
대한 TLS 리스너를 생성합니
다.

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OpsWorksCM::Server 리소
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OpsWorksCM::Server
AWS::OpsWorksCM::Server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OpsWorks for Chef
Automate 또는 AWS
OpsWorks for Puppet
Enterprise 서버를 생성합니
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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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ReplacePolicy 속성 추가
됨 (p. 6600)

UpdateReplacePolicy 속성을 사
용하면 스택 업데이트 작업 중 리
소스의 기존 물리적 인스턴스가
교체될 때 보존하거나(경우에 따
라) 백업할 수 있습니다.

January 23, 2019

자세한 내용은
UpdateReplacePolicy 속성을 참
조하십시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Inspector::AssessmentTarget January 17, 2019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Inspector::AssessmentTarget
ResourceGroupArn 속성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정하지 않을 경우 현재 리
전에 있는 해당 AWS 계정의
모든 Amazon EC2 인스턴스
가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January 10, 2019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ProductId 속성의 경우 업
데이트 시 무중단이 요구됩니
다.
ProductName 속성의 경우
업데이트 시 무중단이 요구됩
니다.
스택이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될 때마다,
ProductName이 제공될 경
우 해당 ProductName을 가
진 제품이 계정/리전에 하나
만 있으면 ProductId로 해
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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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DocDB::DBCluster,
January 10, 2019
AWS::DocDB::DBClusterParameterGroup,
AWS::DocDB::DBInstance,
AWS::DocDB::DBSubnetGroup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DocDB::DBCluster
AWS::DocDB::DBCluster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DocumentDB 클러스터를 관
리합니다.
AWS::DocDB::DBClusterParameterGroup
AWS::DocDB::DBClusterParameter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DocumentDB 클러스터 파라
미터 그룹을 관리합니다.
AWS::DocDB::DBInstance
AWS::DocDB::DBInstance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DocumentDB 인스턴스를 관
리합니다.
AWS::DocDB::DBSubnetGroup
AWS::DocDB::DBSubnet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DocumentDB 서브넷 그룹을
설명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AmazonMQ::Broker,
January 3, 2019
AWS::AmazonMQ::Configuration,
AWS::SageMaker::Model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mazonMQ::Broker
Tags 속성을 사용하여 비용
할당 태깅에 대한 키-값 페어
의 배열을 지정합니다.
AWS::AmazonMQ::Configuration
Tags 속성을 사용하여 비용
할당 태깅에 대한 키-값 페어
의 배열을 지정합니다.
AWS::SageMaker::Model
Containers 속성을 사용하
여 추론 파이프라인에 있는
컨테이너 목록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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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Route53Resolver::ResolverRuleAssociation
January 3, 2019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Route53Resolver::ResolverRuleAssociation
AWS::Route53Resolver::ResolverRuleAssoci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Route 53 Resolver 규칙
및 Amazon VPC(Amazon
Virtual Private Cloud)를 사용
하여 생성한 VPC를 연결합니
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AmazonMQ::Broker 리소스 December 13, 2018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mazonMQ::Broker
다음 속성은 Fn::Getatt 내
장 함수 사용이 가능합니다.
• IpAddresses
• MqttEndpoints
• OpenWireEndpoints
• AmqpEndpoints
• StompEndpoints
• WssEndpoints

스택 인스턴스 작업 제
한 (p. 6600)

StackSets의 경우 관리자 계정당
해당 리전에서 동시에 최대 1,500
개의 스택 인스턴스 작업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할당량 (p. 8) 섹
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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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AmazonMQ::ConfigurationAssociation,
December 13, 2018
AWS::IoTAnalytics::Channel,
AWS::IoTAnalytics::Dataset,
AWS::IoTAnalytics::Datastore,
AWS::IoTAnalytics::Pipeline 리소
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AmazonMQ::ConfigurationAssociation
AWS::AmazonMQ::ConfigurationAssoci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구성과 브
로커를 연결하거나 지정된 구
성 연결 관련 정보를 반환합
니다.
AWS::IoTAnalytics::Channel
AWS::IoTAnalytics::Channel
리소스를 사용하여 채널을 생
성합니다. 채널은 MQTT 주
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되지 않은 원시 데이터를
보관하여 데이터를 파이프라
인으로 게시합니다.
AWS::IoTAnalytics::Dataset
AWS::IoTAnalytics::Dataset
리소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세
트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세
트는 데이터 스토어로부터 데
이터를 검색하고 사용자가 기
계 학습 도구를 사용하여 데
이터를 탐색 및 분석할 수 있
도록 허용합니다.
AWS::IoTAnalytics::Datastore
AWS::IoTAnalytics::Datastore
리소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스
토어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스토어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처리되었던 채널로부터의 메
시지를 보관합니다.
AWS::IoTAnalytics::Pipeline
AWS::IoTAnalytics::Pipeline
리소스를 사용하여 파이프라
인을 생성합니다. 파이프라인
은 하나 이상의 채널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사용자는 이
를 통해 메시지를 처리한 다
음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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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CAPABILITY_AUTO_EXPAND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p. 6600)

CAPABILITY_AUTO_EXPAND 기
능을 사용하여 변경 세트의 변경
사항을 먼저 검토하지 않고 매크
로가 포함된 스택 템플릿에서 직
접 스택을 생성 또는 업데이트합
니다.

December 7, 2018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API Reference의
CreateStack 또는 UpdateStack을
참조하십시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CodeBuild::Project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December 6, 2018

AWS::CodeBuild::Project
• Environment 속성 유형에
서 Certificate 속성을
사용하여 빌드 프로젝트에
사용할 인증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Artifacts 속성 유형에서
ArtifactIdentifier
속성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아티팩트를 식별할 수 있습
니다.
• Source 속성 유형에서
SourceIdentifier 속성
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소스
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Lambda::Function 리소스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Lambda::Function
Layers 속성을 사용하여 함
수의 실행 환경에 추가할 함
수 계층에 대한 Amazon 리소
스 이름(ARN)의 목록을 지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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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Lambda::LayerVersion,
November 29, 2018
AWS::Lambda::LayerVersionPermission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Lambda::LayerVersion
AWS CloudFormation
AWS::Lambda::LayerVer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Lambda에 계층 버전을 생성
합니다.
AWS::Lambda::LayerVersionPermission
AWS CloudFormation
AWS::Lambda::LayerVersionPermiss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다른 계정
에 AWS Lambda의 계층 버전
을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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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DynamoDB::Table,
AWS::EC2::Instance,
AWS::ServiceDiscovery::Servic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November 28, 2018

AWS::DynamoDB::Table
BillingMode 속성을 사용
하여 읽기 및 쓰기 처리량에
대한 청구 방법과 용량 관리
방법을 지정합니다.
ProvisionedThroughput
속성은 이제 조건부입니다.
GlobalSecondaryIndex
속성 유형에서
ProvisionedThroughput
속성은 이제 조건부입니다.
AWS::EC2::Instance
ElasticInferenceAccelerators
속성을 사용하여 인스턴스에
대한 탄력적 추론 액셀러레이
터 목록을 지정합니다.
LicenseSpecifications
속성을 사용하여 라이선스 구
성 목록을 인스턴스에 연결합
니다.
AWS::ServiceDiscovery::Service
NamespaceId 속성을 사용
하여 서비스 생성에 사용하려
는 네임스페이스의 ID를 지정
합니다.
DnsConfig 속성 유형에서
RoutingPolicy 속성을 사
용하여 인스턴스를 등록하고
이 서비스를 지정할 때 AWS
Cloud Map에서 생성하는 모
든 DNS 레코드에 적용하려는
라우팅 정책을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ServiceDiscovery::HttpNamespace
November 28, 2018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ServiceDiscovery::HttpNamespace
HttpNamespace 리소스를
사용하여 Cloud Map에 대한
HTTP 네임스페이스를 생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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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EC2::TransitGateway,
November 26, 2018
AWS::EC2::TransitGatewayAttachment,
AWS::EC2::TransitGatewayRoute,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Association,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Propagation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EC2::TransitGateway
AWS::EC2::TransitGateway
리소스를 사용하여 전송 게이
트웨이 생성을 수행합니다.
AWS::EC2::TransitGatewayAttachment
AWS::EC2::TransitGatewayAttachment
리소스를 사용하여 VPC 및
전송 게이트웨이 사이의 연결
을 생성합니다.
AWS::EC2::TransitGatewayRoute
AWS::EC2::TransitGatewayRoute
리소스를 사용하여 전송 게이
트웨이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정적 경로를 생성합니다.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
리소스를 사용하여 전송 게이
트웨이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
을 생성합니다.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Association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Associ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전송 게이
트웨이 라우팅 테이블과의 연
결을 연결합니다.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Propagation
AWS::EC2::TransitGatewayRouteTablePropag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전파 라우
팅과의 연결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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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lexa::ASK::Skill,
November 20, 2018
AWS::AppSync::FunctionConfiguration,
AWS::EC2::EC2Fleet,
AWS::Kinesis::StreamConsumer,
AWS::Route53Resolver:ResolverEndpoint,
AWS::Route53Resolver::ResolverRule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lexa::ASK::Skill
Alexa::ASK::Skill 리소
스를 사용하여 Alexa 스킬을
생성합니다.
AWS::AppSync::FunctionConfiguration
AWS::AppSync::FunctionConfigu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AppSync의 appsync 데이터
원본으로 정의된 함수를 설명
합니다.
AWS::EC2::EC2Fleet
AWS::EC2::EC2Fleet 리
소스를 사용하여 인스턴스 유
형, AMI, 가용 영역 또는 서브
넷에 따라 바뀌는 여러 시작
사양을 포함할 수 있는 EC2
플릿을 시작합니다.
AWS::Kinesis::StreamConsumer
AWS::Kinesis::StreamConsumer
리소스를 사용하여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소비자를 등
록합니다.
AWS::Route53Resolver::ResolverEndpoint
AWS::Route53Resolver::ResolverEndpoint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Route 53에 대한 인바운드 또
는 아웃바운드 엔드포인트 설
정을 지정합니다.
AWS::Route53Resolver::ResolverRule
AWS::Route53Resolver::ResolverRule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Route 53용 VPC에서 DNS
쿼리를 라우팅하는 방법을 지
정하는 해석기 규칙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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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ApiGateway::Deployment, November 19, 2018
AWS::ApiGateway::Stage,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AWS::EC2::EIP,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AWS::EMR::Cluster,
AWS::OpsWorks::Layer,
AWS::RDS::DBCluster,
AWS::RDS::DBInstance,
AWS::S3::Bucket,
AWS::SNS::Topic 리소스가 업데
이트되었습니다.
AWS::ApiGateway::Deployment
StageDescription 속성 유
형에서 Tags 속성을 사용
하여 단계와 연결할 AWS
CloudFormation 리소스 태그
를 지정합니다.
AWS::ApiGateway::Stage
Tags 속성을 사용하
여 단계와 연결할 AWS
CloudFormation 리소스 태그
를 지정합니다.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MixedInstancesPolicy
속성을 사용하여 여러 인스턴
스 유형 간에 온디맨드 인스
턴스 및 스팟 인스턴스의 조
합을 프로비저닝합니다. Auto
Scaling 그룹 생성 시 최상위
수준 객체에 대한 파라미터로
시작 구성 또는 템플릿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혼합
인스턴스 정책을 지정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수
행할 수는 없습니다.
AWS::EC2::EIP
PublicIpv4Pool 속성을 사
용하여 Amazon EC2에서 주
소 풀로부터 주소를 선택하도
록 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소
풀 ID를 지정합니다.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Action 속성 유형의 경우:
• AuthenticateCognito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사용자
를 인증하기 위해 Amazon
Cognito와 통합할 때 사용
할 요청 파라미터를 지정합
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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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enticateOidc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사용자
를 인증하기 위해 OpenID
Connect(OIDC) 규정을 준
수하는 자격 증명 공급자
(IdP)를 사용할 때 사용할
요청 파라미터를 지정합니
다.
• FixedResponse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
정 HTTP 응답을 반환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
니다.
• Redirect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리디렉션 작업 관
련 정보를 지정합니다.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Actions 속성 유형의 경우:
• AuthenticateCognito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사용자
를 인증하기 위해 Amazon
Cognito와 통합할 때 사용
할 요청 파라미터를 지정합
니다.
• AuthenticateOidc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사용자
를 인증하기 위해 OpenID
Connect(OIDC) 규정을 준
수하는 자격 증명 공급자
(IdP)를 사용할 때 사용할
요청 파라미터를 지정합니
다.
• FixedResponse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
정 HTTP 응답을 반환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
니다.
• Redirect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리디렉션 작업 관
련 정보를 지정합니다.
AWS::EMR::Cluster
HadoopJarStepConfig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main 함수
가 실행되는 JAR 파일이 포함
된 작업 흐름 단계를 지정합
니다.
StepConfig 속성 유형을 사용
하여 클러스터(작업 흐름) 단
계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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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Value 속성 유형을 사용
하여 키-값 페어를 지정합니
다.
JobFlowInstancesConfig
속성 유형에서
KeepJobFlowAliveWhenNoSteps
속성을 사용하여 모든 단계를
완료한 이후 클러스터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
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AWS::OpsWorks::Layer
VolumeConfiguration 속성 유
형에서 Encrypted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EBS 볼륨
이 암호화되는지 여부를 지정
합니다.
AWS::RDS::DBCluster
DeletionProtection 속
성을 사용하여 DB 클러스터
에 삭제 보호가 활성화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값이 true로 설정된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수 없
습니다. 보호되는 클러스터가
있는 스택을 삭제하려면 스
택을 삭제하기 전에 이 값을
false로 업데이트합니다.
AWS::RDS::DBInstance
DeleteAutomatedBackups
속성을 사용하여 DB 인스
턴스 삭제 시 자동화된 백
업이 삭제(true) 또는 보존
(false)되어야 하는지 여
부를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DeletionProtection 속
성을 사용하여 DB 인스턴스
에 삭제 보호가 활성화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값이 true로 설정된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수 없
습니다. 보호되는 인스턴스가
있는 스택을 삭제하려면 스
택을 삭제하기 전에 이 값을
false로 업데이트합니다.
AWS::S3::Bucket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S3
버킷에 대한 퍼블릭 액세스
구성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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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NS::Topic
KmsMasterKeyId 속성을 사
용하여 AWS KMS key 식별
자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식
별자는 키 ID, 키 ARN 또는
키 별칭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CodePipeline::Pipeline 리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November 13, 2018

AWS::CodePipeline::Pipeline
ArtifactStores 속성을 사
용하여 ArtifactStoreMap
매핑 목록을 지정합니다. 파
이프라인 리전 및 파이프라인
내의 각 교차 리전 작업에 대
해 아티팩트 스토어가 있어야
합니다. ArtifactStore 또
는 ArtifactStores 중 하
나만을 사용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모두 사용할 수는 없습
니다.
Actions 속성 유형에서
Region 속성을 사용하여
작업의 AWS 리전(예: useast-1)을 지정합니다.
스택 드리프트 감지 추
가 (p. 6600)

드리프트 감지 기능을 사용하
면 스택의 실제 구성이 AWS
CloudFormation에서 정의한 예상
템플릿 구성과 다르거나 드리프
트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할 수 있
습니다. AWS CloudFormation에
서 전체 스택 또는 개별 스택 리소
스의 드리프트를 감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택 및 리소스에
대한 비관리형 구성 변경 감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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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ApiGateway::Deployment, November 9, 2018
AWS::ApiGateway::Stage,
AWS::CloudWatch::Alarm,
AWS::EC2::SecurityGroupIngress,
AWS::IAM::Role,
AWS::IAM::User,
AWS::IoT::TopicRule,
AWS::KMS::Key,
AWS::RDS::DBCluster,
AWS::RDS::DBInstance,
AWS::Route53::RecordSet,
AWS::S3::Bucket,
AWS::Workspaces::Workspace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iGateway::Deployment
StageDescription 속성 유형
에서 TracingEnabled 속성
을 사용하여 이 단계에서 Xray를 사용한 활성 추적을 사
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AWS::ApiGateway::Stage
TracingEnabled 속성을 사
용하여 이 단계에서 X-ray를
사용한 활성 추적을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AWS::CloudWatch::Alarm
DatapointsToAlarm 속성
을 사용하여 경보가 트리거되
려면 위반되어야 하는 데이터
포인트 수를 지정합니다. 이
는 “N개 중 M개” 경보를 설정
하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설정하는 경우 이 값은 M입니
다.
AWS::EC2::SecurityGroupIngress
SourcePrefixListId 속
성을 사용하여 Amazon VPC
엔드포인트의 AWS 서비스
접두사를 지정합니다.
AWS::IAM::Role
PermissionsBoundary 속
성을 사용하여 역할에 대한
권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사
용되는 정책을 지정합니다.
AWS::IAM::User
PermissionsBoundary 속
성을 사용하여 사용자에 대한
권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사
용되는 정책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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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IoT::TopicRule
TopicRulePayload 속성 유형
에서 ErrorActions 속성을
사용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경
우 수행해야 할 작업을 지정
합니다.
Action 속성 유형의 경우:
• IoTAnalytics 속성을 사
용하여 AWS IoT Analytics
채널로 메시지 데이터를 전
송합니다.
• StepFunctionsAction
속성을 사용하여 Step
Functions 상태 시스템 실
행을 시작합니다.
AWS::KMS::Key
PendingWindowInDays
속성을 사용하여 AWS Key
Management Service이(가)
AWS KMS key을(를) 삭제한
후 대기 기간(일 단위로 지정)
을 지정합니다.
AWS::RDS::DBInstance
EnableCloudwatchLogsExports
속성을 사용하여 CloudWatch
Logs 내보내기에 대해 활성화
되어야 하는 로그 유형 목록
을 지정합니다.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속성을 사용하여 데이
터베이스 계정에 대한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계정의 매
핑을 활성화합니다.
EnablePerformanceInsights를
사용하여 DB 인스턴스의 성
능 개선 도우미를 활성화합니
다.
PerformanceInsightsKMSKeyId
속성을 사용하여 성능 개선
도우미 데이터의 암호화를 위
한 KMS key 식별자를 지정합
니다. KMS key ID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 KMS key
식별자 또는 KMS key 암호화
키에 대한 AWS KMS 별칭입
니다.
PerformanceInsightsRetentionPeriod
속성을 사용하여 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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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데이터를 보존할 시간
(일)을 지정합니다.
ProcessorFeatures 속성
을 사용하여 DB 인스턴스의
DB 인스턴스 클래스에 대한
CPU 코어 수와 코어당 스레
드 수를 지정합니다.
PromotionTier 속성을 사
용하여 기존 기본 인스턴스에
결함이 발생한 후 Aurora 복
제본을 기본 인스턴스로 승격
할 순서를 지정합니다.
AWS::RDS::DBCluster
EnableCloudwatchLogsExports
속성을 사용하여 CloudWatch
Logs 내보내기에 대해 활성화
되어야 하는 로그 유형 목록
을 지정합니다.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속성을 사용하여 데이
터베이스 계정에 대한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계정의 매
핑을 활성화합니다.
BacktrackWindow 속성을
사용하여 대상 역추적 기간
(초)을 지정합니다. 역추적을
비활성화하려면 0을 지정합
니다. 지정하면, 이 속성은 0
에서 259,200(72시간) 사이의
숫자로 설정해야 합니다.
AWS::Route53::RecordSet
MultiValueAnswer 속성
을 사용하여 웹 서버와 같은
여러 리소스로 트래픽을 거의
무작위로 라우팅합니다. 각
리소스에 대해 하나의 다중
값 응답 레코드를 생성하고
MultiValueAnswer를 true
로 지정합니다.
AWS::S3::Bucket
Fn::GetAtt 함수와 함께
RegionalDomainName 속
성을 사용하여 지정된 버킷의
리전 도메인 이름을 반환합니
다.
AWS::Workspaces::Workspace
Tags 속성을 사용하여
WorkSpaces에 연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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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키-값 페어)를 지정합니
다.
WorkspaceProperties 속
성을 사용하여 WorkSpace 관
련 정보를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DLM::LifecyclePolicy,
November 9, 2018
AWS::SecretsManager::ResourcePolicy,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AWS::SecretsManager::Secret,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DLM::LifecyclePolicy
AWS::DLM::LifecyclePolicy
리소스는 Amazon Data
Lifecycle Manager에 대한 수
명 주기 정책을 생성합니다.
AWS::SecretsManager::ResourcePolicy
AWS::SecretsManager::ResourcePolicy
리소스를 사용하여 리소스
기반 정책을 정의하고 이를
Secrets Manager에 저장된
보안 암호에 연결합니다.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리소스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
에 대한 교체를 구성합니다.
AWS::SecretsManager::Secret
AWS::SecretsManager::Secret
리소스를 사용하여 새 보안
암호를 생성하고 Secrets
Manager에 이를 저장합니다.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리소스를 사용하여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및 연결
된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최종
연결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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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smanager 동적 참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 6600)

secretsmanager 동적 참조를
사용하여 템플릿에서 사용하도
록 AWS Secrets Manager에 저
장된 전체 보안 암호 또는 보안 암
호 값을 검색합니다. 보안 암호는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 암호,
타사 API 키 및 임의 텍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secretsmanager
동적 참조 사용을 통해 Secrets
Manager 및 CloudFormation에서
확인된 보안 암호 값을 로깅 또는
보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November 9, 2018

자세한 내용은 동적 참조를 사용
하여 템플릿 값 지정을 참조하십
시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SSM:MaintenanceWindow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SSM:MaintenanceWindow
StartDate 및 StartDate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유지 관리 기간이 활성
또는 비활성 상태가 되
는 시기를 지정합니다.
ScheduleTimezone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예정된 유지
관리 기간 실행의 기반인 시
간대(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형식)를
지정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6838

November 1, 201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AppSync::DataSource,
October 25, 2018
AWS::AppSync::Resolver,
AWS::AutoScalingPlans::ScalingPlan,
AWS::Batch::JobDefinition,
AWS::Batch::ComputeEnvironment,
AWS::CloudWatch::Alarm,
AWS::IoT1Click::Placement,
AWS::IoT1Click::Project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pSync::DataSource
RelationalDatabaseConfig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AWS
AppSync 데이터 원본에 대해
RelationalDatabaseConfig를
지정합니다.
HttpConfig 속성 유형에
서 Authorization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AWS
AppSync http 데이터 원본에
대한 권한 부여 유형 및 구성
을 지정합니다.
AWS::AppSync::Resolver
PipelineConfig 속성 유
형을 사용하여 함수와 연결할
AWS AppSync 데이터 원본
에 대한 PipelineConfig를 지
정합니다.
AWS::AutoScalingPlans::ScalingPlan
ScalingInstruction 속
성 유형을 사용하여 AWS
Auto Scaling 조정 계획의
Amazon EC2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조정 구성의 일
부분으로 예측적 조정을 구성
합니다.
PredefinedLoadMetricSpecification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AWS
Auto Scaling에서 사용할 예
측적 조정을 위해 사전 정의
된 로드 지표를 지정합니다.
CustomizedLoadMetricSpecification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AWS
Auto Scaling에서 사용할 예
측적 조정을 위해 사용자 지
정 로드 지표를 지정합니다.
AWS::Batch::JobDefinition
AWS::Batch::JobDefinition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어 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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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 다중 노드 병렬 작업을
지원합니다.
AWS::Batch::ComputeEnvironment
AWS::Batch::ComputeEnvironment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어
Amazon EC2 시작 템플릿 및
배치 그룹을 지원합니다.
AWS::CloudWatch::Alarm
Metrics 속성을 사용하여 반
환할 지표 데이터를 지정합니
다.
MetricName, Namespace
및 Period 속성은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AWS::IoT1Click::Placement
PlacementName 속성은 이
제 선택 사항입니다.
AWS::IoT1Click::Project
ProjectName 속성은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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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AppStream::DirectoryConfig, October 25, 2018
AWS::AppStream::Fleet,
AWS::AppStream::ImageBuilder,
AWS::AppStream::Stack,
AWS::AppStream::StackFleetAssociation,
AWS::AppStream::StackUserAssociation,
AWS::AppStream::User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AppStream::DirectoryConfig
AWS::AppStream::DirectoryConfig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AppStream 2.0 플릿 및 이미
지 빌더를 Microsoft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조인하는
데 필요한 구성 정보를 설명
합니다.
AWS::AppStream::Fleet
AWS::AppStream::Fleet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AppStream 2.0에 대한 플릿
을 생성합니다. 플릿은 지정
된 이미지를 실행하는 스트리
밍 인스턴스로 구성됩니다.
AWS::AppStream::ImageBuilder
AWS::AppStream::ImageBuilder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AppStream 2.0에 대한 이미
지 빌더를 생성합니다.
AWS::AppStream::Stack
AWS::AppStream::Stack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AppStream 2.0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스트리밍을 시
작할 스택을 생성합니다.
AWS::AppStream::StackFleetAssociation
AWS::AppStream::StackFleetAssoci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플릿을
Amazon AppStream 2.0에 대
한 스택과 연결합니다.
AWS::AppStream::StackUserAssociation
AWS::AppStream::StackUserAssoci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지정된
스택을 Amazon AppStream
2.0에 대해 지정된 사용자와
연결합니다. 플릿이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병합되는
스택에는 사용자 풀 사용자를
할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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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ppStream::User
AWS::AppStream::User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AppStream 2.0에 대한 사용
자 풀에 새 사용자를 생성합
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AmazonMQ::Broker,
AWS::GuardDuty::Detector,
AWS::SSM::PatchBaseline 리소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October 18, 2018

AWS::AmazonMQ::Broker
Amazon MQ에서 이제 5.15.6
및 5.15.0 엔진 버전을 지원합
니다. 속성 변경 사항은 다음
과 같습니다.
• EngineVersion 속성의
경우 업데이트 시 일부 중
단이 요구됩니다.
• AutoMinorVersionUpgrade
속성의 경우 업데이트 시
무중단이 요구됩니다.
AWS::GuardDuty::Detector
FindingPublishingFrequency
속성을 사용하여 후속 결과의
후속 발생에 대해 전송된 알
림 빈도를 지정합니다.
AWS::SSM::PatchBaseline
PatchSource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대상 인스턴스 업데
이트에 사용하는 패치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Events::EventBusPolicy 리
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October 18, 2018

AWS::Events::EventBusPolicy
AWS::Events::EventBusPolicy
리소스를 사용하여 계정에 이
벤트를 전송하는 다른 AWS
계정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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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ApiGateway::Deployment, September 20, 2018
AWS::ApiGateway::Method,
AWS::ApiGateway::Stage,
AWS::ApiGateway::UsagePlan,
AWS::CodeBuild::Project,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AWS::EC2::FlowLog,
AWS::EC2::SpotFleet,
AWS::EC2::VPCEndpoint,
AWS::ECS::Service,
AWS::ECS::TaskDefinition,
AWS::RDS::DBCluster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iGateway::Deployment
DeploymentCanarySettings
속성을 사용하여 Canary 배
포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
다.
StageDescription 속성 유형
의 경우:
• AccessLogSetting 속성
을 사용하여 이 단계의 로
깅 액세스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 CanarySetting 속성
을 사용하여 이 단계의
Canary 배포에 대한 설정
을 지정합니다.
AWS::ApiGateway::Method
AuthorizationScopes 속
성을 사용하여 메서드에 구성
된 권한 부여 범위 목록을 지
정합니다.
Integration의 경우:
• ConnectionId
속성을 사용하여
connectionType=VPC_LINK
시 통합에 사용된 VpcLink
의 ID를 지정합니다.
• ConnectionType 속성을
사용하여 통합 엔드포인트
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 유
형을 지정합니다.
• TimeoutInMillis 속성
을 사용하여 50~29,000밀
리초 사이에서 사용자 지정
제한 시간을 지정합니다.
AWS::ApiGateway::Stage
AccessLogSetting 속성을
사용하여 이 단계의 로깅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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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
다.
CanarySetting 속성을 사
용하여 이 단계의 Canary 배
포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
다.
AWS::ApiGateway::UsagePlan
ApiStage 속성 유형에서
Throttle 속성을 사용하여
사용량 계획의 API 단계에 대
한 메서드 수준 조절 정보가
포함된 맵을 지정합니다.
AWS::CodeBuild::Project
LogsConfig 속성을 사용
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로
그를 지정합니다. 로그는
CloudWatch Logs가 될 수 있
고, 지정된 S3 버킷에 업로드
가 될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LogsConfig 속성 유형의 경
우:
• CloudWatchLogs 속성
을 사용하여 CloudWatch
Logs 관련 세부 정보를 지
정합니다.
• S3Logs 속성을 사용하여
S3 버킷에 업로드된 로그
관련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
다.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Ec2TagSet 속성을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에 적용된 태그
그룹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
다. 배포 그룹에는 모든 태그
그룹이 식별한 EC2 인스턴스
만 포함됩니다.
OnPremisesInstanceTagSet
속성을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인스턴스에 적용된 태그 그룹
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배포 그룹에는 모든 태그 그
룹이 식별한 온프레미스 인스
턴스만 포함됩니다.
DeliverLogsPermissionArn
및 LogGroupName 속성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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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2::FlowLog
LogDestination 속성을 사
용하여 흐름 로그 데이터가
게시될 대상을 지정합니다.
LogDestinationType 속
성을 사용하여 흐름 로그 데
이터가 게시될 대상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흐름 로그 데이
터는 CloudWatch Logs 또는
Amazon S3에 게시될 수 있습
니다.
AWS::EC2::SpotFleet
SpotFleetRequestConfigData
속성 유형에서
InstanceInterruptionBehavior
속성을 사용하여 스팟 인스턴
스 중단 시 동작을 지정합니
다.
SpotFleetRequestConfigData
속성 유형에서
LoadBalancersConfig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스팟
플릿 요청에 연결할 하나 이
상의 Classic Load Balancer
및 대상 그룹을 지정합니다.
스팟 플릿은 실행 중인 스팟
인스턴스를 지정된 Classic
Load Balancer 및 대상 그룹
에 등록합니다.
Placement 속성 유형에서
Tenancy 속성을 사용하여 인
스턴스의 테넌시를 지정합니
다(인스턴스가 VPC에서 실
행 중인 경우). 전용 테넌시가
있는 인스턴스는 단일 테넌트
하드웨어에서 실행됩니다. 스
팟 인스턴스에 대해 호스트
테넌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AWS::EC2::VPCEndpoint
Fn::GetAtt 함수에 다음 속
성을 사용하여 속성 값을 반
환합니다.
• CreationTimestamp를
사용하여 VPC 엔드포인트
가 생성된 날짜와 시간을
반환합니다.
• DnsEntries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에 대한 DNS 항
목을 반환합니다.
• NetworkInterfaceIds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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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반환합니다.
AWS::ECS::Service
ServiceRegistries 속성
의 경우 업데이트 시 교체가
필요합니다.
SchedulingStrategy 속
성을 사용하여 서비스에 사용
할 일정 전략을 지정합니다.
ServiceRegistry 속성 유형의
경우:
• ContainerName 속성을
사용하여 서비스 검색 서비
스에 사용할, 작업 정의에
이미 지정된 컨테이너 이름
값을 지정합니다.
• ContainerPort 속성을
사용하여 서비스 검색 서비
스에 사용할, 작업 정의에
이미 지정된 포트 값을 지
정합니다.
AWS::ECS::TaskDefinition
LinuxParameters 속성 유형
의 경우:
• Tmpfs 속성을 사용하여 컨
테이너 경로, 마운트 옵션
및 tmpfs 마운트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 SharedMemorySize 속성
을 사용하여 /dev/shm 볼
륨의 크기(MiB)를 지정합니
다.
Volumes 속성 유형에서
DockerVolume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도커 볼륨의
구성을 지정합니다.
ContainerDefinition
속성 유형에서
RepositoryCredentials
속성을 사용하여 프라이빗 레
지스트리 인증에 대한 리포지
토리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
다.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NodeGroupConfiguration
및 NumNodeGroups 속성은
이제 일부 업데이트 작업에
대해 조건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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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GroupConfiguration 속
성 유형에서 NodeGroupId
속성을 사용하여 구성 값이
적용되는 노드 그룹에 대해
Redis용 ElastiCache에서 제
공하는 4자리 ID 또는 사용자
가 제공하는 ID를 지정합니
다.
AWS::RDS::DBCluster
EngineMode 속성을 사용하
여 DB 클러스터의 DB 엔진
모드를 지정합니다.
Scaling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serverless DB 엔진 모드
의 DB 클러스터에서 DB 클러
스터에 대한 조정 속성을 지
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IoT1Click::Device,
September 20, 2018
AWS::IoT1Click::Placement,
AWS::IoT1Click::Project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IoT1Click::Device
AWS::IoT1Click::Devic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IoT
1-Click 호환 디바이스의 활성
화 상태를 변경합니다.
AWS::IoT1Click::Placement
AWS::IoT1Click::Placement
리소스를 사용하여 비어 있는
AWS IoT 1-Click 배치를 생성
합니다.
AWS::IoT1Click::Project
AWS::IoT1Click::Project
리소스를 사용하여 배치 템플
릿이 포함된 빈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UseOnlineResharding 업데
이트 정책 사용이 가능합니
다. (p. 6600)

전체
September 20, 2018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리소스를 대체하는 대신 샤드
를 추가 또는 제거함으로써 복
제 그룹의 샤드를 수정하려면
UseOnlineResharding 업데이
트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seOnlineResharding 정책을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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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CloudFormation::Macro 리
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September 6, 2018

AWS::CloudFormation::Macro
AWS::CloudFormation::Macro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사
용자 지정 처리를 수행하는
템플릿 매크로를 생성합니다.
사용 가능한 매크로 (p. 6600)

매크로를 사용하여 찾기 및 바꾸
기 작업 같은 간단한 작업부터 전
체 템플릿 변형과 같은 작업까지
템플릿에 대한 사용자 지정 처리
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ptember 6, 2018

자세한 내용은 템플릿에서 사용
자 지정 처리를 수행하는 AWS
CloudFormation 매크로 사용 단원
을 참조하세요.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AmazonMQ::Broker에
August 30, 2018
Logs 속성이 추가되었습니
다. AWS::CodeBuild::Project
에 SecondaryArtifacts 및
SecondarySources 속성이 추가되
었습니다.
AWS::AmazonMQ::Broker
Logs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MQ 브로커에 대한
일반 또는 감사 로깅을 활성
화합니다.
AWS::CodeBuild::Project
Artifacts 속성 유형에서
SecondaryArtifacts
속성을 사용하여 빌드 프
로젝트에 대한 보조 아
티팩트를 지정합니다.
SecondarySources 속성을
사용하여 빌드 프로젝트에 대
한 보조 입력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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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Glue::Crawler에
Configuration 속성이 추가되었
습니다. AWS::Glue::Classifier에
JsonClassifier 및 XMLClassifier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August 23, 2018

AWS::Glue::Crawler
Configuration 속성을 사
용하여 크롤러 구성 정보를
지정합니다. 이 버전의 JSON
문자열은 사용자가 크롤러 동
작을 지정할 수 있게 만듭니
다.
AWS::Glue::Classifier
JsonClassifier 속성을 사
용하여 JSON용 AWS Glue
분류자를 지정합니다.
XMLClassifier 속성을 사
용하여 XML 콘텐츠용 AWS
Glue 분류자를 지정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이제
PrivateLink를 사용하는 VPC 엔드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p. 6600)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NAT August 22, 2018
인스턴스, VPN 연결 또는 AWS
Direct Connect 이용을 통해 인터
넷에 액세스할 필요 없이 VPC와
AWS CloudFormation 사이의 프
라이빗 연결을 생성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에 대한 VPC 엔드
포인트 설정 단원을 참조하세요.

동적 참조 지원 보안 문자
열 (p. 6600)

새 동적 참조를 사용하여 스택
템플릿의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 SecureString 유
형 파라미터를 포함한 다른 서비
스에 저장 및 관리되는 값을 지정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적 참조를 사용
하여 템플릿 값 지정을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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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ApiGateway::DomainName, August 15, 2018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AWS::EC2::VPCPeeringConnection,
AWS::EFS::FileSystem,
AWS::EMR::Cluster,
AWS::RDS::DBClusterParameterGroup,
AWS::SNS::Subscription,
AWS::SQS::Queue 리소스가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iGateway::DomainName
Fn::GetAtt 내장 함수가 다
음 속성을 사용합니다.
• DistributionHostedZoneId
속성은 엣지 최적화 엔드
포인트의 리전과 무관한
Amazon Route 53 호스팅
영역 ID를 반환합니다.
• RegionalDomainName
속성은 이 사용자 지정 도
메인 이름에 대한 리전별
엔드포인트에 연결된 도메
인 이름을 반환합니다.
• RegionalHostedZoneId
속성은 리전 엔드포인트의
리전별 Amazon Route 53
호스팅 영역 ID를 반환합니
다.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ValidationMethod 속성을
사용하여 소유하거나 도메인
을 제거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퍼블릭 인증서를 요청하
는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메
서드를 지정합니다.
AWS::EC2::VPCPeeringConnection
PeerRegion 속성을 사용하
여 수락자 VPC에 대한 리전
코드를 지정합니다(수락자
VPC가 요청을 생성하는 리전
이 아닌 다른 리전에 위치한
경우).
AWS::EFS::FileSystem
• ProvisionedThroughputInMibps
속성을 사용하여 생성 중인
파일 시스템에 대해 프로
비저닝하고자 하는 처리량
(MiB/s)을 지정합니다.
• ThroughputMode 속성을
사용하여 생성되는 파일 시
스템에 대한 처리량 모드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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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MR::Cluster
KerberosAttributes 속
성을 사용하여 보안 구성을
통해 Kerberos 인증이 활성화
될 때 Kerberos 구성에 대한
속성을 지정합니다.
AWS::RDS::DBClusterParameterGroup
Tags 속성의 경우 이제 업데
이트 시 무중단이 요구됩니
다.
AWS::SNS::Subscription
• DeliveryPolicy 속성을
사용하여 구독의 전송 정책
에 대한 JSON 직렬화를 지
정합니다.
• FilterPolicy 속성을 사
용하여 구독에 할당된 필터
정책 JSON을 지정합니다.
• RawMessageDelivery
속성을 사용하여 구독에 대
해 원시 메시지 전송이 활
성화되었는지 여부를 지정
합니다.
• Region 속성을 사용하여
주제가 상주하는 리전을 지
정합니다.
AWS::SQS::Queue
Tags 속성을 사용하여 이 대
기열에 연결하려는 태그를 지
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DAX::Cluster에
SSESpecification 속성이 추가되
었습니다.

August 9, 2018

AWS::DAX::Cluster
SSESpecification 속성을
사용하여 서버 측 암호화를
활성화하도록 설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EC2::VPCEndpointServicePermissions
August 9, 2018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EC2::VPCEndpointServicePermissions
VPC 엔드포인트 서비스 연결
을 위한 서비스 소비자의 권
한을 부여 또는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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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CodeBuild::Project에
OverrideArtifactName 속성이 추
가되었습니다.

August 7, 2018

AWS::CodeBuild::Project
Artifacts 속성 유형에서
OverrideArtifactName
속성을 true로 설정하여 아티
팩트 이름을 buildspec 파일
에 지정된 이름으로 재정의합
니다. buildspec 파일에 지정
된 이름은 빌드 시 계산되며
Shell 명령 언어를 사용합니
다. 예를 들어 결과물 이름이
항상 고유하도록 날짜와 시간
을 결과물 이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CodeBuild::Project에
EncryptionDisabled 속성이 추가
되었습니다.

July 26, 2018

AWS::CodeBuild::Project
Artifacts 속성 유형에서
EncryptionDisabled 속
성을 true로 설정하여 빌드 출
력 아티팩트에 대한 암호화
를 비활성화합니다. 이 옵션
은 아티팩트 유형이 Amazon
S3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
니다. 다른 아티팩트 유형에
대해 이 옵션을 true로 설정하
면 invalidInputException이 발
생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Batch::JobDefinition에
Timeout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AWS::Batch::JobDefinition
Timeout 속성 유형을 사용하
여 작업 제한 시간 구성을 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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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IAM::ServiceLinkedRole 리
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July 19, 2018

AWS::IAM::ServiceLinkedRole
AWS::IAM::ServiceLinkedRole
리소스를 사용하여 IAM에서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합니
다. 서비스 연결 역할은 AWS
서비스에 직접 연결된 고유한
유형의 IAM 역할입니다. 서
비스 연결 역할은 해당 서비
스에서 사전 정의하며 서비스
에서 다른 AWS 서비스를 자
동으로 호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포함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CloudFront::Distribution 속
성 유형에 FieldLevelEncryptionId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July 18, 2018

AWS::CloudFront::Distribution
CacheBehavior 및
DefaultCacheBehavior
속성 유형에서
FieldLevelEncryptionId
속성을 사용하여 캐시 동작
또는 기본 캐시 동작에 대해
CloudFront가 특정 데이터 필
드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게
하려는 필드 수준 암호화 구
성에 대한 ID를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AppSync::DataSource에
HttpConfig 속성이 추가되었습니
다.

July 12, 2018

AWS::AppSync::DataSource
HttpConfig 속성 유형을 사
용하여 AWS AppSync 데이
터 원본에 HttpConfig를 지정
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CodeBuild::Project에
ReportBuildStatus 속성이 추가되
었습니다.
AWS::CodeBuild::Project
Source 속성 유형에서
ReportBuildStatus 속성
을 사용하여 소스 공급자가
빌드의 시작 및 완료 상태를
보낼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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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CodePipeline::Webhook 리
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July 5, 2018

AWS::CodePipeline::Webhook
AWS::CodePipeline::Webhook
리소스를 사용하여 GitHub 소
스 리포지토리 변경 같은 외
부 이벤트에 파이프라인을 연
결하는 Webhook를 생성합니
다. 그러면 외부 이벤트가 발
생할 때마다 시작하도록 파이
프라인을 트리거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EC2::VPCEndpoint
에 PrivateDnsEnabled,
SecurityGroupIds, SubnetIds,
VpcEndpointType 속성이 추가되
었습니다.
AWS::EC2::VPCEndpoint
PrivateDnsEnabled 속성
을 사용하여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과 지정 VPC의 연결 여
부를 표시합니다.
SecurityGroupIds 속성을
사용하여 엔드포인트 네트워
크 인터페이스와 연결할 보안
그룹 하나 이상의 ID를 지정
합니다.
SubnetIds 속성을 사용하
여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인터
페이스를 생성할 서브넷 하나
이상의 ID를 지정합니다.
VpcEndpointType 속성을
사용하여 엔드포인트 유형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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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EC2::VPCEndpointConnectionNotification
June 21, 2018
및
AWS::EC2::VPCEndpointService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AWS::EC2::VPCEndpointConnectionNotification
AWS::EC2::VPCEndpointConnectionNotific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지정된
VPC 엔드포인트 또는 VPC
엔드포인트 서비스에 알림을
연결합니다.
AWS::EC2::VPCEndpointService
AWS::EC2::VPCEndpointService
리소스를 사용하여 서비스 소
비자(AWS 계정, IAM 사용자
및 IAM 역할)가 연결할 수 있
는 VPC 엔드포인트 서비스
구성을 생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ServiceDiscovery::Service:
HealthCheckCustomConfig에 다
음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June 14, 2018

AWS::ServiceDiscovery::Service
HealthCheckCustom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선택적 사용
자 지정 상태 확인에 대한 정
보를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AmazonMQ::Broker 및
AWS::AmazonMQ::Configuration
리소스가 새로 제공되었습니다.

June 14, 2018

AWS::AmazonMQ::Broker
AWS::AmazonMQ::Broker
리소스를 사용하여 브로커를
생성하고 구성 변경 사항을
추가하거나 지정된 브로커에
대한 사용자를 수정하고 지정
된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반
환하며 지정된 브로커를 삭제
합니다.
AWS::AmazonMQ::Configuration
AWS::AmazonMQ::Configur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구성을 생
성하거나, 지정한 구성을 업
데이트하거나, 지정한 구성에
대한 정보를 반환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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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SSM::ResourceDataSync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June 11, 2018

AWS::SSM::ResourceDataSync
AWS::SSM::ResourceDataSync
리소스를 사용하여 Systems
Manager 인벤토리의 리소스
데이터 동기화를 생성하거
나 삭제합니다. 리소스 데이
터 동기화를 사용하여 모든
Systems Manager 관리형 인
스턴스에서 수집된 인벤토리
데이터를 단일 Amazon S3 버
킷으로 전송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EKS::Cluster 리소스가 새
로 제공되었습니다.

June 5, 2018

AWS::EKS::Cluster
AWS::EKS::Cluster 리소
스를 사용하여 Amazon EKS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GuardDuty::Master 리소스
의 경우 InvitationId 속성은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AWS::GuardDuty::Master
InvitationId 속성은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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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SageMaker::Endpoint,
May 31, 2018
AWS::SageMaker::EndpointConfig,
AWS::SageMaker::Model,
AWS::SageMaker::NotebookInstance,
AWS::SageMaker::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
리소스가 새로 제공되었습니다.
AWS::SageMaker::Endpoint
AWS::SageMaker::Endpoint
리소스를 사용하여 교육된 모
델을 호스팅할 SageMaker 엔
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AWS::SageMaker::EndpointConfig
AWS::SageMaker::EndpointConfig
리소스를 사용하여 엔드포인
트에 대한 구성을 생성합니
다.
AWS::SageMaker::Model
AWS::SageMaker::Model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SageMaker 엔드포인트에서
호스팅할 모델을 생성합니다.
AWS::SageMaker::NotebookInstance
AWS::SageMaker::NotebookInstance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SageMaker 노트북 인스턴스
를 생성합니다.
AWS::SageMaker::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
AWS::SageMaker::NotebookInstanceLifecycleConfig
리소스를 사용하여 노트북 인
스턴스 생성 또는 시작 시 실
행할 셸 스크립트를 지정합니
다.

스택 인스턴스의 선택적 업데이
트 (p. 6600)

선택 사항인 Accounts 및 Regions May 30, 2018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스택 세트
업데이트 작업 도중 스택 인스턴
스를 업데이트할 계정 및 리전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API 참조의
UpdateStackSet를 참조하십시오.

스택 세트는 현재 사용자 지정 실
행 역할을 지원 (p. 6600)

대상 계정의 사용자 지정 실행 역
할을 사용하여 사용자 또는 그룹
에서 스택 세트에 포함할 수 있는
스택 리소스를 제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택 세트 작업에
권한 부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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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Neptune::DBCluster,
May 30, 2018
AWS::Neptune::DBClusterParameterGroup,
AWS::Neptune::DBInstance,
AWS::Neptune::DBParameterGroup,
AWS::Neptune::DBSubnetGroup
리소스가 새로 제공되었습니다.
AWS::Neptune::DBCluster
AWS::Neptune::DBCluster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Neptune DB 클러스터를 생성
합니다.
AWS::Neptune::DBClusterParameterGroup
AWS::Neptune::DBClusterParameter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DB 클러
스터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합
니다.
AWS::Neptune::DBInstance
AWS::Neptune::DBInstance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Neptune 데이터베이스 인스
턴스를 생성합니다.
AWS::Neptune::DBParameterGroup
AWS::Neptune::DBParameter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Neptune에 대한 사용자 지정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합니다.
AWS::Neptune::DBSubnetGroup
AWS::Neptune::DBSubnet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서브넷이
포함된 Amazon Neptune 데
이터베이스 서브넷 그룹을 생
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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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ApiGateway::RestApi,
May 24, 2018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AWS::DirectoryService::MicrosoftAD,
AWS::DynamoDB::Table,
AWS::EC2::Instance,
AWS::ECS::Service,
AWS::ECS::TaskDefinition,
AWS::Elasticsearch::Domain,
AWS::IAM::Role,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AWS::Lambda::EventSourceMapping,
AWS::Logs::MetricFilter,
AWS::SSM::Association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iGateway::RestApi
Policy 속성을 사용하여 지
정된 RestAPI에 대한 권한을
포함하는 정책 문서를 지정합
니다.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ServiceLinkedRoleARN
속성을 사용하여 Auto
Scaling 그룹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다른 AWS 서비스
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서비
스 연결 역할의 Amazon 리소
스 이름(ARN)을 지정합니다.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LaunchConfigurationName
속성을 사용하여 시작 구성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AWS::DirectoryService::MicrosoftAD
Edition 속성을 사용하여 사
용할 AWS Microsoft AD 에디
션을 지정합니다.
AWS::DynamoDB::Table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속성을 사용하여 특정 시점으
로 복구 기능 활성화에 사용
하는 설정을 지정합니다.
AWS::EC2::Instance
LaunchTemplate 속성을 사
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
스 대해 사용할 시작 템플릿
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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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S::Service
ServiceRegistry 속성 유
형을 사용하여 서비스 레지스
트리의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
다.
AWS::ECS::TaskDefinition
HealthCheck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상태 확인
을 지정합니다.
AWS::Elasticsearch::Domain
EncryptionAtRestOptions
속성 유형을 사용하여 도메인
이 유휴 데이터를 암호화할지
여부와 암호화하는 경우 사
용할 AWS Key Management
Service(KMS) 키를 지정합니
다.
AWS::IAM::Role
RoleId 속성을 사용하여
Fn::GetAtt에서 역할을 식
별하는 안정적이고 고유한 문
자열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MaxSessionDuration 속
성을 사용하여 지정된 역할에
대한 최대 세션 기간(초)을 지
정합니다.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SplunkDestination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대한 Splunk의 대상 구성을
지정합니다.
AWS::Lambda::EventSourceMapping
StartingPosition 속성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AWS::Logs::MetricFilter
MetricTransformation 속성 유
형에서 DefaultValue 속성
을 사용하여 필터 패턴이 로
그 이벤트와 일치하지 않을
때 내보낼 값을 지정합니다.
AWS::SSM::Association
OutputLocation 속성을 사
용하여 연결 요청의 결과를
저장하고자 하는 Amazon S3
버킷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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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ServiceCatalog::AcceptedPortfolioShare,
May 24, 2018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duct,
AWS::ServiceCatalog::LaunchNotificationConstraint,
AWS::ServiceCatalog::LaunchRoleConstraint,
AWS::ServiceCatalog::LaunchTemplateConstraint,
AWS::ServiceCatalog::Portfolio,
AWS::ServiceCatalog::PortfolioPrincipalAssociation,
AWS::ServiceCatalog::PortfolioProductAssociation,
AWS::ServiceCatalog::PortfolioShare,
AWS::ServiceCatalog::TagOption,
AWS::ServiceCatalog::TagOptionAssociation
리소스가 새로 제공되었습니다.
AWS::ServiceCatalog::AcceptedPortfolioShare
AWS::ServiceCatalog::AcceptedPortfolioShar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Service Catalog에 대해 지정
된 포트폴리오 공유 제안을
수락합니다.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duct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duct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Service Catalog에 대한 제품
을 생성합니다.
AWS::ServiceCatalog::LaunchNotificationConstraint
AWS::ServiceCatalog::LaunchNotificationConstraint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Service Catalog에 대한 알림
제약을 생성합니다.
AWS::ServiceCatalog::LaunchRoleConstraint
AWS::ServiceCatalog::LaunchRoleConstraint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Service Catalog에 대한 시작
제약을 생성합니다.
AWS::ServiceCatalog::LaunchTemplateConstraint
AWS::ServiceCatalog::LaunchTemplateConstraint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Service Catalog에 대한 템플
릿 제약을 생성합니다.
AWS::ServiceCatalog::Portfolio
AWS::ServiceCatalog::Portfolio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Service Catalog에 대한 포트
폴리오를 생성합니다.
AWS::ServiceCatalog::PortfolioPrincipalAssociation
AWS::ServiceCatalog::PortfolioPrincipalAssoci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보안 주체
를 AWS Service Catalog에

API 버전 2010-05-15
6861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대한 포트폴리오와 연결합니
다.
AWS::ServiceCatalog::PortfolioProductAssociation
AWS::ServiceCatalog::PortfolioProductAssoci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제품을
AWS Service Catalog에 대한
포트폴리오와 연결합니다.
AWS::ServiceCatalog::PortfolioShare
AWS::ServiceCatalog::PortfolioShar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Service Catalog에 대한 포트
폴리오를 공유합니다.
AWS::ServiceCatalog::TagOption
AWS::ServiceCatalog::TagOp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TagOption을 생성합니다.
AWS::ServiceCatalog::TagOptionAssociation
AWS::ServiceCatalog::TagOptionAssoci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TagOption과 AWS Service
Catalog에 대한 리소스를 연
결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암
호화가 활성화된 S3 버킷 생
성 (p. 6600)

AWS CloudFormation이 업로드된 May 24, 2018
스택 템플릿을 저장하기 위해 생
성하는 Amazon S3 버킷의 경우
서버 측 암호화가 이제 기본값으
로 활성화되어 버킷에 저장된 모
든 객체를 암호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택 템플릿 선
택을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Budgets::Budget 리소스가
제공되었습니다.

May 22, 2018

AWS::Budgets::Budget
AWS::Budgets::Budget
리소스를 사용하여 예산을 생
성합니다.
FIPS 엔드포인트 추가
됨 (p. 6600)

AWS CloudFormation이 이제 다
음 퍼블릭 US 리전(US-East-1,
US-East-2, US-West-1, USWest-2)에서 FIPS 140-2 검증 암
호화 모듈을 사용하는 새 엔드포
인트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FIPS 준수 엔드포인트
URL은 Amazon Web Services 일
반 참조의 리전 및 엔드포인트 단
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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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AutoScalingPlans::ScalingPlan
May 9, 2018
리소스가 제공되었습니다.
AWS::AutoScalingPlans::ScalingPlan
AWS::AutoScalingPlans::ScalingPlan
리소스를 사용하여 애플리케
이션의 확장 가능한 리소스에
대한 조정 계획을 생성합니
다.

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GuardDuty::Filter 리소스가
제공되었습니다.

May 8, 2018

AWS::GuardDuty::Filter
AWS::GuardDuty::Filter
리소스를 사용하여
GuardDuty 결과에 대한 필터
링을 생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소스 (p. 6600)

AWS::AppSync::GraphQLApi and May 1, 2018
AWS::GuardDuty::Member 리소
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WS::AppSync::GraphQLApi
OpenIDConnectConfig 속
성을 사용하여 GraphQL 엔
드포인트에 OpenId Connect
준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권한 부여 구성을 지정합니
다.
AWS::GuardDuty::Member
DisableEmailNotification
속성을 사용하여 GuardDuty
에 멤버로 초대할 계정에게
이메일 알림 메시지를 보낼지
지정합니다. 'True'로 설정하
면 이메일 알림 메시지가 초
대할 계정에게 발송되지 않습
니다.

새로운 리소스 (p. 6600)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May 1, 2018
리소스가 제공되었습니다.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AWS::ServiceCatalog::CloudFormationProvisionedProduct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Service Catalog에 지정된 제
품을 프로비저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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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업데이트
다음 표에서는 2018년 5월 이전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의 각 릴리스에서 변경된 중요 사항에 대
해 설명합니다.
변경 사항

릴리스 날짜

설명

API 버
전

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9년 7월
22일

encryptionOptions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MQ 브로커
에 대한 AWS owned key 또는 customer managed key을(를)
지정합니다.

2010-05-15

스택 세트 명명
규칙

2018년 10월
4일

스택 세트를 사용하여 생성된 AWS CloudFormation 스택은 이 2010-05-15
제 새로운 명명 규칙에 따라 스택 이름에 스택 세트 이름이 포
함됩니다.

새로운 리소스

2018년 4월
10일

AWS::AppSync::ApiKey

2010-05-15

AWS::AppSync::ApiKey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AppSync에서 GraphQL 작업을 실행 중인 클라이언트에
배포할 수 있는 고유 키를 생성합니다.
AWS::AppSync::DataSource
AWS::AppSync::DataSourc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AppSync에서 해석기에 대한 데이터 원본을 생성합
니다.
AWS::AppSync::GraphQLApi
AWS::AppSync::GraphQLApi 리소스를 사용하여 새로
운 AWS AppSync GraphQL API를 생성합니다.
AWS::AppSync::GraphQLSchema
AWS::AppSync::GraphQLSchema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AppSync GraphQL API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생성
합니다.
AWS::AppSync::Resolver
AWS::AppSync::Resolver 리소스를 사용하여 스키마
의 필드에 연결할 논리적 GraphQL 해석기를 정의합니다.

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8년 4월
10일

AWS::Config::ConfigurationAggregator

새로운 리소스

2018년 4월 4
일

AWS::Config::AggregationAuthorization

2010-05-15

OrganizationAggregationSource 속성 유형을 사용
하여 AWS Config 구성 집계자에 집계할 AWS Config 데
이터의 리전과 AWS Organizations 세부 정보를 검색하는
데 사용할 IAM 역할을 지정합니다.

AWS::Config::AggregationAuthorization 리소
스를 사용하여 AWS Config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집계자 계정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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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릴리스 날짜

설명

API 버
전

AWS::Config::ConfigurationAggregator
AWS::Config::ConfigurationAggregator 리소스
를 사용하여 AWS Config에 대한 구성 집계자를 생성합니
다.
스택 세트는 현
재 사용자 지정
관리자 역할을
지원

2018년 3월
29일

사용자 지정 관리자 역할을 사용하여 동일한 관리자 계정 내에
서 특정 스택 세트를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나 그룹을 제어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택 세트 작업에 권한 부여를 참조하십
시오.

2010-05-15

새로운 리소스

2018년 3월
29일

AWS::EC2::LaunchTemplate

2010-05-15

2018년 3월
29일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업데이트된 리
소스

AWS::EC2::LaunchTemplate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의 시작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2010-05-15

LaunchTemplate 속성을 사용하여 인스턴스 시작에 사
용할 시작 템플릿을 지정합니다.
AWS::EC2::SpotFleet
SpotFleetRequestConfigData 속성 유형에서
LaunchTemplateConfigs 속성을 사용하여 시작 템플
릿과 재정의를 설명합니다.

새로운
Fn::Cidr 내장
함수

2018년 3월 6
일

지정한 Cidr 주소 블록을 반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n::Cidr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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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릴리스 날짜

설명

API 버
전

새로운 리소스

2018년 3월 6
일

AWS::ApiGateway::VpcLink

2010-05-15

AWS::ApiGateway::VpcLink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Virtual Private Cloud(VPC)에 있는 리소스에 액
세스하기 위해 AWS::ApiGateway::RestApi에 API
Gateway VPC 링크를 지정합니다.
AWS::GuardDuty::Master
AWS::GuardDuty::Master 리소스를 사용하여
GuardDuty 마스터 계정을 생성합니다.
AWS::GuardDuty::Member
AWS::GuardDuty::Member 리소스를 사용하여
GuardDuty 멤버 계정을 생성합니다.
AWS::SES::ConfigurationSet
AWS::SES::ConfigurationSet 리소스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이메일에 적용 가능한 규칙 그룹을 생성합니다.
AWS::SES::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AWS::SES::ConfigurationSetEventDestin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구성 세트 이벤트 대상을 지정합니다.
AWS::SES::ReceiptFilter
AWS::SES::ReceiptFilter 리소스를 사용하여 특정
IP 주소 또는 특정 범위의 IP 주소에서 발신한 메일의 수락
여부를 지정합니다.
AWS::SES::ReceiptRule
AWS::SES::ReceiptRule 리소스를 사용하여 이메일
주소나 도메인이 둘 이상인 경우 이메일을 대신 수신할
Amazon SES 작업을 지정합니다.
AWS::SES::ReceiptRuleSet
AWS::SES::ReceiptRuleSet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SES에 빈 규칙 세트를 지정합니다.
AWS::SES::Template
AWS::SES::Template 리소스를 사용하여 제목 줄,
HTML 부분, 텍스트 전용 부분으로 구성된 이메일 내용을
지정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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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6
일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2010-05-15

AutoScalingGroupName 속성을 사용하여 Auto
Scaling 그룹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AWS::ApiGateway::RestApi
ApiKeySourceType 속성을 사용하여 사용량 계획에 따
라 측정 요청을 위한 API 키의 원본을 지정합니다.
MinimumCompressionSize 속성을 사용하여 API에서
압축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에 사용하는 NULL 값을 허
용하는 정수를 지정합니다.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속성 유형에서
DisableScaleIn 속성을 사용하여 대상 추적 정책에 의
해 축소의 비활성화 여부를 지정합니다.
AWS::EC2::SpotFleet
LaunchSpecifications 속성 유형에서
TagSpecifications 속성을 사용하여 SpotFleet 생성
도중에 적용할 태그를 지정합니다.
AWS::Elasticsearch::Domain
Arn 속성을 사용하여 Fn::GetAtt이 도메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Fn::GetAtt의 DomainArn 속성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
습니다.
AWS::RDS::DBCluster
DBClusterIdentifier 속성을 사용하여 DB 클러스터
식별자를 지정합니다.
AWS::RDS::DBCluster
DBClusterIdentifier 속성을 사용하여 DB 클러스터
식별자를 지정합니다.
AWS::Redshift::Cluster
ClusterIdentifier 속성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고유
식별자를 지정합니다.
AWS::Route53::HealthCheck
HealthCheckConfig 속성 유형에서 Regions 속성을 사용
하여 Route 53 상태 확인 프로그램이 지정 엔드포인트를
확인할 리전을 지정합니다.
AWS::SSM::Document
Tags 속성을 사용하여 문서에 적용할 AWS
CloudFormation 리소스 태그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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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9일

AWS::CodeBuild::Project

2010-05-15

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8년 2월 8
일

AWS::DynamoDB::Table

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8년 2월 5
일

AWS::CodeBuild::Project

Triggers 속성을 사용하여 코드 변경이 리포지토리로
푸시될 때마다 자동으로 소스 코드를 다시 빌드하도록 프
로젝트에 대한 Webhook를 구성합니다. 이 방법은 AWS
CloudFormation의 GitHub 프로젝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GitHub Enterprise 프로젝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
다.
2010-05-15

SSESpecification 속성을 사용하여 서버 측 암호화를
활성화하도록 설정합니다.

Source AWS CodeBuild Project Source 속성 유형
의 경우:
• GitCloneDepth 속성을 사용하여 다운로드할 이력의
수준을 지정합니다.
• InsecureSsl 속성을 사용하여 GitHub Enterprise 프
로젝트 리포지토리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SSL 경고를
무시할 것인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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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3일

AWS::AutoScaling::LifecycleHook

2010-05-15

LifecycleHookName 속성을 사용하여 수명 주기 후크
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AWS::DynamoDB::Table
AttributeDefinitions 속성의 경우 업데이트 시 교
체가 필요합니다.
AWS::EC2::Instance
CreditSpecification 속성을 사용하여 T2 인스턴스
의 CPU 사용량에 대한 크레딧 옵션을 지정합니다.
ElasticGpuSpecifications 속성을 사용하여 인스턴
스에 연결하여 애플리케이션의 그래픽 성능을 높일 수 있
는 GPU 리소스인 탄력적 GPU를 지정합니다.
AWS::EC2::VPC
InstanceTenancy 속성의 경우, "dedicated"에서
"default"로 업데이트할 때 무중단이 요구됩니다.
AWS::ECS::Service
HealthCheckGracePeriodSeconds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ECS 서비스 스케줄러에서 작업이 처음 시작된
후 비정상으로 표시되는 Elastic Load Balancing 대상 상
태 확인을 무시해야 하는 기간(초)을 지정합니다.
AWS::IoT::TopicRule
DynamoDBAction 속성 유형에서는 RangeKeyField 및
RangeKeyValue 속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Output
ApplicationOutput 속성 유형에서 LambdaOutput
속성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출력을 구성할 때 Lambda
함수를 대상으로 식별합니다.
AWS::Kinesis::Stream
StreamEncryption 속성을 사용하여 지정된 스트림에
서 AWS KMS key을(를) 사용해 서버 측 암호화를 활성화
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AWS::Lambda::Function
ReservedConcurrentExecutions 속성을 사용하여
함수에 대해 예약하고 싶은 최대 동시 실행 수를 지정합니
다.
AWS::RDS::DBSubnetGroup
DBSubnetGroupName 속성을 사용하여 DB 서브넷 그룹
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AWS::S3::Bucket
BucketEncryption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S3 관리
형 키 SSE-S3 또는 AWS KMS keys(SSE-KMS) 버킷에서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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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하여 버킷에 대한 기본 암호화를 지
정합니다.
ReplicationRule 속성 유형에서
SourceSelectionCriteria 속성을 사용하여 복제하
려는 소스 객체를 식별하기 위한 추가 필터를 지정합니다.
ReplicationDestination 속성 유형의 경우:
• AccessControlTranslation 속성을 사용하여 대상
버킷을 소유하는 AWS 계정의 복제본 소유권을 지정합
니다.
• Account 속성을 사용하여 대상 버킷 소유자 계정 ID를
지정합니다.
• Encryption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복제
된 객체의 대상인 버킷에 대한 암호화 관련 정보를 지정
합니다.
AWS::SSM::Association
AssociationName 속성을 사용하여 SSM 문서와 문서
를 처리하는 구성 에이전트가 포함된 EC2 인스턴스 간의
연결 이름을 지정합니다.
AWS
CloudFormation
콘솔에 롤백 트
리거를 추가했
습니다.

2018년 1월
15일

롤백 트리거를 사용하면 스택 생성 및 업데이트 중 AWS
CloudFormation이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
으며, 애플리케이션이 지정한 경보의 임계값을 위반한 경우 해
당 작업을 롤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택 작업 모니
터링 및 롤백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8년 1월
12일

AWS::SSM::Parameter

2010-05-15

AllowedPattern 속성을 사용하여 파라미터 값을 검증
하는 데 사용되는 정규식을 지정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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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2017년 12월
5일

AWS::Inspector::AsssmentTarget

2010-05-15

AWS::Inspector::AsssmentTarget 리소스를 사용
하여 Amazon Inspector 평가 대상을 생성합니다.
AWS::Inspector::AssessmentTemplate
AWS::Inspector::AssessmentTemplate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Inspector 평가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AWS::Inspector::ResourceGroup
AWS::Inspector::ResourceGroup 리소스를 사용하
여 Amazon Inspector 평가 대상인 AWS 리소스를 식별하
는 태그를 정의하는 Amazon Inspector 리소스 그룹을 생
성합니다.
AWS::ServiceDiscovery::Instance
AWS::ServiceDiscovery::Instance 리소스를 사용
하여 Amazon Route 53에서 생성한 인스턴스에 대한 정
보를 지정합니다.
AWS::ServiceDiscovery::PrivateDnsNamespace
AWS::ServiceDiscovery::PrivateDnsNamespace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Route 53에 대한 프라이빗
네임스페이스의 정보를 지정합니다.
AWS::ServiceDiscovery::PublicDnsNamespace
AWS::ServiceDiscovery::PublicDnsNamespace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Route 53에 대한 퍼블릭 네
임스페이스의 정보를 지정합니다.
AWS::ServiceDiscovery::Service
AWS::ServiceDiscovery::Service 리소스를 사용
하여 인스턴스를 등록할 때 Amazon Route 53에서 생성
하기 원하는 선택 사항인 상태 확인과 최대 5개의 레코드
에 대한 템플릿을 지정합니다.

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7년 12월
5일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
Input 속성 유형에서
InputProcessing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스트림에서 받은 레코드를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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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7년 12월
1일

AWS::CodeBuild::Project

2010-05-15

BadgeEnabled 속성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빌드 배지
에 공개 액세스할 수 있는 URL을 생성합니다.
Cache 속성을 사용하여 빌드 종속성에 대한 캐시 설정을
구성합니다.
Vpc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AWS CodeBuild가 Amazon
VPC의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활성화합니다.
EnvironmentVariable 속성 유형에서 Type 속성을 사
용하여 환경 변수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7년 11월
30일

AWS::Cloud9::EnvironmentEC2

2017년 11월
29일

AWS::ECS::TaskDefinition

2010-05-15

AWS::Cloud9::EnvironmentEC2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Cloud9에 Amazon EC2 개발 환경을 생성합니다.
2010-05-15

Cpu 속성을 사용하여 작업에 필요한 CPU 단위의 수를 지
정합니다.
ExecutionRoleArn 속성을 사용하여 실행 역할의 ARN
을 지정합니다.
Memory 속성을 사용하여 작업에 필요한 메모리의 양
(MiB)을 지정합니다.
RequiresCompatibilities 속성을 사용하여 작업에
필요한 시작 유형을 지정합니다.
AWS::ECS::Service
LaunchType 속성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실행시키는 시
작 유형을 지정합니다.
Network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서비스의 네
트워크 구성을 지정합니다.
PlatformVersion 속성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실행시키
는 플랫폼 버전을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2017년 11월
28일

AWS::GuardDuty::Detector
AWS::GuardDuty::Detector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GuardDuty 감지기 1개를 생성합니다.
AWS::GuardDuty::IPSet
AWS::GuardDuty::IPSet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GuardDuty IP 세트를 생성합니다.
AWS::GuardDuty::ThreatIntelSet
AWS::GuardDuty::ThreatIntelSet 리소스를 사용
하여 ThreatIntelSet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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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7년 11월
28일

AWS::CodeDeploy::Application

2010-05-15

ComputePlatform 속성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배
포할 CodeDeploy에 대한 AWS Lambda 컴퓨팅 플랫폼을
지정합니다.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DeploymentStyle 속성 유형에서 DeploymentType
속성을 사용하여 Lambda 컴퓨팅 플랫폼의 블루/그린 배
포를 지정합니다.
AWS::EC2::SpotFleet
SpotFleetRequestConfigData 속성 유형에서
SpotPrice 속성은 새로운 선택 사항입니다.
AWS::Lambda::Alias
Routing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AWS Lambda 함수를
두 가지 버전으로 지정해서, 각 버전을 호출할 트래픽 백
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
2017년 11월 CodeDeployLambdaAliasUpdate 업데이트 정책을 사
28일
CodeDeployLambdaAliasUpdate
용하여 AWS::Lambda::Alias 리소스의 버전이 변경될
업데이트 정책
때 CodeDeploy 배포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pdatePolicy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새 SSM 파라미
터 유형

2017년 11월
21일

ResolvedValue 2017년 11월
21일
데이터 유형
에 대한 새
Parameter 필
드

SSM 파라미터 유형을 사용하여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의 기존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참고: AWS
CloudFormation은 현재 SecureString 유형을 지원하지 않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SM 파라미터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2010-05-15

ResolvedValue 필드는 SSM 파라미터의 스택 정의에 사용된 2010-05-15
값을 반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API 참
조에서 Parameter 데이터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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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0일

AWS::ApiGateway::ApiKey

2010-05-15

CustomerId 속성을 사용하여 AWS Marketplace 고객
식별자를 지정합니다.
GenerateDistinctId 속성을 사용하여 키 식별자가 생
성한 API 키 값과 다른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AWS::ApiGateway::Authorizer
AuthType 속성을 사용하여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Swagger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에 사용하는 사용자 지정
필드를 지정합니다.
AWS::ApiGateway::DomainName
Endpoint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특정 API
Gateway 도메인 네임의 엔드포인트 유형을 지정합니다.
RegionalCertificateArn 속성을 사용하여 도메인 이
름에 대해 리전 엔드포인트가 사용할 인증서를 참조시킵
니다.
AWS::ApiGateway::Method
Integration 및 IntegrationResponse 속성 유형에
서 ContentHandling 속성을 사용하여 요청 페이로드
콘텐츠 유형 변환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AWS::ApiGateway::RestApi
Endpoint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API
Gateway REST API의 엔드포인트 유형을 지정합니다.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ScheduledActions 속성을 사용하여 Application Auto
Scaling 확장 가능 대상에 대해 예약된 작업을 지정합니
다.
AWS::ECR::Repository
LifecyclePolicy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ECR 리포
지토리에 대한 수명 주기 정책을 지정합니다.
AWS::ECS::TaskDefinition
ContainerDefinition 속성 유형에서
LinuxParameters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ECS 컨테
이너에 대한 Linux 선택 사항을 지정합니다.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AtRestEncryptionEnabled 속성을 사용하여 유휴 암
호화를 활성화합니다.
AuthToken 속성을 사용하여 암호로 보호된 서버에 액세
스 할 때 사용하는 암호를 지정합니다.
TransitEncryptionEnabled 속성을 사용하여 전송
중 암호화를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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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Fn::GetAtt 함수의 TargetGroupName 속성을 사용하
여 Elastic Load Balancing 대상 그룹의 이름을 가져옵니
다.
AWS::Elasticsearch::Domain
VPCOptions 속성을 사용하여 OpenSearch Service 도메
인에 대한 VPC 구성을 지정합니다.
AWS::EMR::Cluster
EbsRootVolumeSize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EMR
클러스터의 EBS 루트 볼륨 크기를 지정합니다.
AWS::RDS::DBInstance
SourceRegion 및 KmsKeyId 속성을 사용하여 교차 리
전 소스 DB 인스턴스로부터 암호화된 읽기 전용 복제본을
생성합니다.
AWS::Route53::HostedZone
QueryLogging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DNS 쿼리 로깅
에 대한 구성을 지정합니다.
고객 리소스 객
체에 대한 새
NoEcho 필드
Response

2017년 11월
20일

스택 세트에 추
가된 스택 인스
턴스 재정의.

2017년 11월
17일

AWS CloudFormation StackSet를 통해 계정과 리전별로 스택
인스턴스의 파라미터 값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택 인스턴
스를 생성하거나 기존 스택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할 때 파라미
터 값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택 인스턴스
의 파라미터 재정의를 참조하십시오.

2010-05-15

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7년 11월
15일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2010-05-15

StackSets는 이
제 스택 세트당
최대 500개의
스택 인스턴스
를 지원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이제 스택 세트당 최대 500개의 스택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제한을 참조하세요.

선택 사항인 NoEcho 필드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리소스의
출력을 마스킹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리
소스 응답 객체를 참조하십시오.

2010-05-15

해당 noEcho 파라미터는 send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fn-response 모듈을 참조하십시오.

상태 머신을 생성할 때
AWS::StepFunctions::StateMachine를 사용하여
StateMachineName 을 지정할 수 있고, 상태 머신을 교
체하지 않고 DefinitionString 및 RoleArn를 모두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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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2017년 11월
2일

AWS::CloudFront::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2010-05-15

AWS::CloudFront::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리소스를 사용하여 CloudFront 배포의 오리진과 연결할
Amazon CloudFront 원본 액세스 ID를 지정합니다.
AWS::CloudFront::StreamingDistribution
AWS::CloudFront::StreamingDistribution 리
소스를 사용하여 CloudFront에 대한 Adobe RTMP(RealTime Messaging Protocol) 스트리밍 배포를 지정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6876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이전 업데이트

변경 사항

릴리스 날짜

설명

API 버
전

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7년 11월
2일

AWS::ApiGateway::Deployment

2010-05-15

StageName 속성은 StageDescription 속성 유형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AWS::ApiGateway::Method
OperationName 속성을 사용하여 API Gateway 메서드
에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할당합니다.
RequestValidatorId 속성을 사용하여 요청 검사기를
메서드와 연결합니다.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LifecycleHookSpecificationList 속성을 사용하
여 Auto Scaling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수
행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AWS::CloudFront::Distribution
Tags 속성을 사용하여 CloudFront 배포에 연결할 임의의
태그 집합(키–값 페어)을 지정합니다.
CacheBehavior 및 DefaultCacheBehavior 속성 유
형에서 LambdaFunctionAssociations 속성을 사용
하여 CloudFront 배포에 대한 Lambda 함수 연결을 지정
합니다.
CustomOriginConfig 속성 유형에서
OriginKeepaliveTimeout 속성을 사용하
여 사용자 지정 연결 유지 제한 시간을 지정하고
OriginReadTimeout 속성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오
리진 읽기 제한 시간을 지정합니다.
DistributionConfig 속성 유형에서 IPV6Enabled
속성을 사용하여 CloudFront에서 배포의 IPv6 주소로
IPv6 DNS 요청에 응답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LoadBalancerInfo 속성 유형에서
TargetGroupInfoList 속성을 사용하여 배포에서 사
용할 Elastic Load Balancing의 대상 그룹에 대한 정보를
지정합니다.
AWS::EC2::SecurityGroup,
AWS::EC2::SecurityGroupEgress,
AWS::EC2::SecurityGroupIngress
Description 속성을 사용하여 보안 그룹 규칙의 설명을
지정합니다.
AWS::EC2::Subnet
Ipv6CidrBlock 속성이 이제 No interruption 업데
이트를 지원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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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2::VPNGateway
AmazonSideAsn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측 BGP 세션
의 프라이빗 자율 시스템 번호(ASN)를 지정합니다.
AWS::EC2::VPNConnection
VpnTunnelOptionsSpecifications 속성을 사용하
여 VPN 연결에 대한 터널 옵션을 구성합니다.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및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ConfigurationOptionSetting 및 OptionSetting
속성 유형에서 ResourceName 속성을 사용하여 시간 기
반 조정 구성 옵션에 대한 리소스 이름을 지정합니다.
AWS::EMR::Cluster
CustomAmiId 속성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대한 사용자
지정 Amazon Linux AMI를 지정합니다.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Arn 함수를 통해 Fn::GetAtt 속성을 사용하여 전송 스
트림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가져옵니다.
AWS::KMS::Key
Tags 속성을 사용하여 customer managed key에 연결할
임의의 태그 집합(키–값 페어)을 지정합니다.
AWS::OpsWorks::Layer 및 AWS::OpsWorks::Stack
Tags 속성을 사용하여 AWS OpsWorks 계층 또는 스택에
연결할 임의의 태그 집합(키–값 페어)을 지정합니다.
AWS::RDS::OptionGroup
OptionConfiguration 속성 유형에서
OptionVersion 속성을 사용하여 옵션 버전을 지정합니
다.
AWS::S3::Bucket
AnalyticsConfigurations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S3 버킷의 분석 필터를 구성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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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4일

AWS::Glue::Classifier

2010-05-15

AWS::Glue::Classifier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Glue 분류자를 생성합니다.
AWS::Glue::Connection
AWS::Glue::Connec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에 AWS Glue 연결을 지정합니다.
AWS::Glue::Crawler
AWS::Glue::Crawler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Glue
크롤러를 지정합니다.
AWS::Glue::Database
AWS::Glue::Databas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Glue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AWS::Glue::DevEndpoint
AWS::Glue::DevEndpoint 리소스를 사용하여 ETL 스
크립트를 원격으로 디버깅하기 위한 개발 엔드포인트를
지정합니다.
AWS::Glue::Job
AWS::Glue::Job 리소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
에서 AWS Glue 작업을 지정합니다.
AWS::Glue::Partition
AWS::Glue::Parti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테이블 데
이터 조각을 나타내는 AWS Glue 파티션을 생성합니다.
AWS::Glue::Table
AWS::Glue::Tabl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Glue 테이
블을 생성합니다.
AWS::Glue::Trigger
AWS::Glue::Trigger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Glue
작업을 실행하는 트리거를 지정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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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2017년 10월
11일

AWS::SSM::MaintenanceWindow

2010-05-15

AWS::SSM::MaintenanceWindow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Systems Manager 유지 관리 기간을 생성합니다.
AWS::SSM::MaintenanceWindowTarget
AWS::SSM::MaintenanceWindowTarget 리소스를 사
용하여 유지 관리 기간에 대상을 등록합니다.
AWS::SSM::MaintenanceWindowTask
AWS::SSM::MaintenanceWindowTask 리소스를 사용
하여 유지 관리 기간 작업을 정의합니다.
AWS::SSM::PatchBaseline
AWS::SSM::PatchBaseline 리소스를 사용하여
Systems Manager 패치 기준을 정의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새로운 리소스

2017년 10월
10일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Certificate

2017년 9월
27일

AWS::Athena::NamedQuery

2010-05-15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Certificate
리소스를 사용하여 Elastic Load Balancing 리스너에 대한
인증서를 지정합니다.

AWS::Athena::NamedQuery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Athena 쿼리를 생성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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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7일

AWS::EC2::NatGateway

2010-05-15

Tags 속성을 사용하여 NAT 게이트웨이의 리소스 태그를
지정합니다.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ResourceLifecycle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애플리
케이션에 속한 리소스의 수명 주기 설정과 수명 주기 설정
을 적용하기 위해 Elastic Beanstalk에서 수임하는 서비스
역할을 정의합니다.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및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PlatformArn 속성을 사용하여 Elastic Beanstalk의 사용
자 지정 플랫폼을 지정합니다.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TargetDescription 속성 유형에서 AvailabilityZone
속성을 사용하여 IP 주소가 등록될 가용 영역을 지정합니
다.
AWS::Events::Rule
Target 속성 유형에서 이벤트의 입력 변환 및 Amazon
ECS 작업과 Kinesis 스트림 대상 설정에 대해 다음 속성
을 사용합니다.
• EcsParameters
• InputTransformer
• KinesisParameters
• RunCommandParameters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DeliveryStreamType 속성을 사용하여 스트림 유형을
지정하고 KinesisStreamSourceConfiguration 속
성을 사용하여 전송 스트림의 소스로 사용되는 Kinesis 스
트림을 위한 스트림 및 역할 ARN을 지정합니다.
AWS::RDS::DBInstance
Engine 속성의 경우 oracle-se 또는 oracle-se1을
지정하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교체 없이 oraclese2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WS::S3::Bucket
Accelerate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S3 버킷의 Transfer Acceleration 상태를 구성합니다.

스택에 종료 방
지 기능이 추가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6일

종료 방지 기능은 스택이 실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사용자는 종료 방지 기능이 활성화된 스택을 삭제할 수 없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스택 삭제 방지를 참조하십시오.

버전 1.4-22부터
기본 umask 값
변경

2017년 9월
14일

cfn-hup.conf 구성 파일의 기본 umask 파라미터 값은 현재
02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fn-hup를 참조하십시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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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7
일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2010-05-15

SubnetMappings 속성을 사용하여 로드 밸런서에 연결
할 서브넷의 ID를 지정합니다.
Type 속성을 사용하여 생성할 로드 밸런서의 유형을 지정
합니다.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TargetType 속성을 사용하여 이 대상 그룹에 있는 대상
의 등록 유형을 지정합니다.

AWS
2017년 8월
CloudFormation 31일
API에 롤백 트리
거가 추가됨

롤백 트리거를 사용하면 스택 생성 및 업데이트 중 AWS
CloudFormation이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이 지정한 경보의 임계값을 위반한 경
우 해당 작업을 롤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API 참조의 RollbackConfiguration을 참조하
십시오.

cfn-hup.conf 파
일에 대한 새
umask 파라미
터

2017년 8월
31일

cfn-hup.conf 구성 파일에서 umask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cfnhup 데몬에서 사용된 파일 권한을 제어합니다(버전 1.4-21).
자세한 내용은 cfn-hup를 참조하십시오.

VPC 크기를 위
해 업데이트된
리소스

2017년 8월
29일

AWS::EC2::VPCCidrBlock

2010-05-15

2010-05-15

CidrBlock 속성을 사용하여 VPC에 IPv4 CIDR 블록을
연결합니다.
AWS::EC2::VPC
CidrBlockAssociations 속성을 Fn::GetAtt 함수
와 함께 사용하여 VPC에 연결된 IPv4 CIDR 블록 연결 ID
의 목록을 가져옵니다.

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7년 8월
23일

AWS::S3::Bucket
Rule 속성 유형에서 TagFilters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S3 버킷에 대한 객체의 하위 집합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태그를 지정합니다.
Metrics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S3
버킷에서 CloudWatch 요청 지표에 대한 지표 구성을 지
정합니다.
AWS::IoT::TopicRule
Action 속성 유형에서 DynamoDBv2Action 속성을 사
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 데이터를 쓰는 AWS IoT 작
업을 설명합니다.
Action 속성 유형에서 DynamoDBAction 속성은 이제
HashKeyType 및 RangeKeyType 속성을 지원합니다.
AWS::Lambda::Permission
EventSourceToken 속성을 사용하여 함수를 호출하는
보안 주체가 제공해야 하는 고유한 토큰을 지정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6882

2010-05-15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이전 업데이트

변경 사항

릴리스 날짜

설명

API 버
전

새로운 가상 파
라미터

2017년 8월
23일

AWS::Partition 가상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리소스가 있는
파티션을 반환합니다.

2010-05-15

AWS::URLSuffix 가상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도메인에 대한
접미사를 반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상 파라미터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DAX 지원을 위
한 새 리소스

2017년 8월
22일

AWS::DAX::Cluster

2010-05-15

AWS::DAX::Cluster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에 사용할 DAX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AWS::DAX::ParameterGroup
AWS::DAX::Parameter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에 사용할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합니
다.
AWS::DAX::SubnetGroup
AWS::DAX::Subnet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DAX(DynamoDB Accelerator)에 사용할 서브넷 그룹을 생
성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2017년 8월
18일

AWS::ApiGateway::DocumentationPart 및
AWS::ApiGateway::DocumentationPart
AWS::ApiGateway::DocumentationPart 및
AWS::ApiGateway::DocumentationVersion 리소
스를 사용하여 API Gateway API에 대한 설명서를 생성합
니다.
AWS::ApiGateway::GatewayResponse
AWS::ApiGateway::GatewayResponse 리소스를 사
용하여 API Gateway API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응답을 생성
합니다.
AWS::ApiGateway::RequestValidator
AWS::ApiGateway::RequestValidator 리소스를 사
용하여 API Gateway API에 대한 수신 요청을 위한 검증
규칙을 설정합니다.
AWS::EC2::NetworkInterfacePermission
AWS::EC2::NetworkInterfacePermission 리소스
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AWS 계정 권한을 부
여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6883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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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버
전

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7년 8월
18일

AWS::ApiGateway::Stage

2010-05-15

DocumentationVersion 속성을 사용하여 API 설명서
의 버전이 지정된 스냅샷을 지정합니다.
AWS::AutoScaling::ScalingPolicy
TargetTracking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Auto Scaling 대상 추적 조정 정책 구성을 지정합니다.
AWS::CloudTrail::Trail
Amazon S3 데이터 이벤트 지원을 위해
EventSelectors 속성을 사용합니다.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LoadBalancerInfo 및 DeploymentStyle 속성을 사
용하여 인 플레이스(in-place) 배포를 위한 Elastic Load
Balancing 로드 밸런서를 지정합니다.
AutoRollback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배포
를 위한 자동 롤백을 구성합니다.
AWS::EC2::SpotFleet
SpotFleetRequestConfigData 속성 유형에서
ReplaceUnhealthyInstances 속성을 사용하여 스팟
플릿이 비정상 인스턴스를 대체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
내고, Type 속성을 사용하여 요청 유형을 지정합니다.
AWS::EC2::Subnet
AssignIpv6AddressOnCreation 및
Ipv6CidrBlock 속성을 사용하여 IPv6 CIDR 블록으로
서브넷을 생성합니다.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 속성을 사
용하여 Amazon S3에서 대상을 구성합니다.
각 대상 구성 내에서 ProcessingConfiguration 하위
속성을 사용하여 수신되는 소스 데이터를 변환하고 변환
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전송하는 Lambda 함수를 호출합니
다.
AWS::RDS::DBCluster 및 AWS::RDS::DBInstance
기본 DeletionPolicy는 이제 DBClusterIdentifier 속
성을 지정하지 않는 AWS::RDS::DBCluster 리소스 및
AWS::RDS::DBInstance 리소스에 대한 Snapshot입
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를 삭제하는 방법
은 DeletionPolicy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AWS::S3::Bucket
Rule 속성 유형에서
AbortIncompleteMultipartUpload 속성을 사용하
여 Amazon S3 버킷에 대한 불완전 멀티파트 업로드를 취
소하는 수명 주기 규칙을 지정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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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QS::Queue
KmsMasterKeyId 및
KmsDataKeyReusePeriodSeconds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SQS에 대한 서버 측 암호화를 구성합니다.
다음 리소스를 위해 Arn 속성이 Fn::GetAtt 내장 함수에 추
가됨:
• AWS::CloudTrail::Trail. SnsTopicArn도 추가되었습니다.
• AWS::CloudWatch::Alarm
• AWS::DynamoDB::Table
• AWS::ECS::Cluster
• AWS::IoT::Policy
• AWS::IoT::TopicRule
• AWS::Logs::Destination
CodePipeline
아티팩트의 스
택 태그에 대한
지원

2017년 8월
18일

이제 CodePipeline 파이프라인을 위한 아티팩트로 사용하기
2010-05-15
위해 템플릿 구성 파일의 스택에 대한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지정된 태그는 템플릿 구성 파일을 사용하여 생성된 스
택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아티팩
트를 참조하세요.

암호화된 파일
시스템 생성

2017년 8월
14일

AWS::EFS::FileSystem

2010-05-15

Encrypted 속성을 사용하여 생성 중 Amazon EFS 파일
시스템을 암호화합니다.
필요할 경우 KmsKeyId 속성을 사용하여 암호화된 파
일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사용자 지정 customer
managed key을(를) 지정합니다.

AWS Batch 지
원을 위한 새 리
소스

2017년 8월 8
일

AWS::Batch::ComputeEnvironment
AWS::Batch::ComputeEnvironment 리소스를 사용
하여 AWS Batch 컴퓨팅 환경을 정의합니다.
AWS::Batch::JobDefinition
AWS::Batch::JobDefini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Batch 작업 정의에 대한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AWS::Batch::JobQueue
AWS::Batch::JobQueu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Batch 작업 대기열을 정의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6885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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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inesis 2017년 7월
Data Analytics
28일
지원을 위한 새
리소스

설명

API 버
전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

2010-05-15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
을 생성합니다.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Output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Output 리
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
케이션에 외부 대상을 추가합니다.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AWS::KinesisAnalytics::ApplicationReferenceDataSource
리소스를 사용하여 기존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에 참조 데이터 소스를 추가합니다.

StackSets를 사
용하여 계정 및
리전에 대해 중
앙에서 스택 관
리

2017년 7월
25일

StackSets를 사용하면 단일 작업으로 여러 계정 및 리전에 대
해 스택을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계
정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정의 및 관리
하고, 템플릿을 지정된 리전에 대해 선택한 대상 계정으로 스
택을 프로비저닝하기 위한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StackSet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사용을
참조하세요.

2010-05-15

클라이언트 요
청 토큰별로 스
택 이벤트 보기

2017년 14월
7일

콘솔에서 스택 작업은 이벤트 탭에 클라이언트 요청 토큰을
표시합니다. 지정된 스택 작업에 의해 트리거되는 모든 이
벤트는 동일한 클라이언트 요청 토큰에 할당됩니다. 이 토큰
은 작업을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API Reference의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AWS CloudFormation 스택 데이터 및 리소스 보
기 및 StackEvent를 참조하세요.

2010-05-15

스택 빠른 생성
링크 사용

2017년 14월
7일

빠른 생성 링크를 사용하여 스택을 빠르게 준비하고 실행합니
다. 템플릿 URL, 스택 이름 및 템플릿 파라미터를 지정하여 단
일 스택 생성 마법사 페이지를 미리 채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택에 대한 빠른 생성 링크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API 버전 2010-05-15
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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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지원을
위한 새 리소스

2017년 7월
12일

AWS::DMS::Certificate

2010-05-15

AWS::DMS::Certificat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DMS 엔드포인트와 복제 인스턴스 간의 연결을 암호화하
는 SSL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AWS::DMS::Endpoint
AWS::DMS::Endpoint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DMS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AWS::DMS::EventSubscription
AWS::DMS::EventSubscrip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를 통해 AWS DMS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받습니다.
AWS::DMS::ReplicationInstance
AWS::DMS::ReplicationInstance 리소스를 사용하
여 AWS DMS 복제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AWS::DMS::ReplicationSubnetGroup
AWS::DMS::ReplicationSubnetGroup 리소스를 사
용하여 AWS DMS 복제 서브넷 그룹을 생성합니다.
AWS::DMS::ReplicationTask
AWS::DMS::ReplicationTask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DMS 복제 작업을 생성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2017년 7월 5
일

AWS::CloudWatch::Dashboard
AWS::CloudWatch::Dashboard 리소스를 사용하여
CloudWatch 콘솔에 대한 사용자 지정 CloudWatch 대시
보드를 지정합니다.
AWS::ApiGateway::DomainName
AWS::ApiGateway::DomainName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API Gateway에 배포된 API에 대해 알기 쉬운 사
용자 지정 URL을 지정합니다.
AWS::EC2::EgressOnlyInternetGateway
AWS::EC2::EgressOnlyInternetGateway 리소스를
사용하여 VPC에 대한 외부 전용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생
성합니다.
InstanceFleetConfig
InstanceFleetConfig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EMR 클러스터에 대한 스팟 인스턴스 플릿을 구성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6887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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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5
일

AWS::ApiGateway::RestApi

2010-05-15

BinaryMediaTypes 속성을 사용하여 지원되는 이진 미
디어 형식을 지정합니다.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속
성을 사용하여 대상 추적 조정 정책 구성을 지정합니다.
AWS::CloudTrail::Trail
TrailName 속성을 사용하여 AWS CloudTrail 리소스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이름을 지정합니다.
Tags 속성을 사용하여 리소스 태그를 지정합니다.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Alarm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배포 그룹을 위
한 경보를 구성합니다.
TriggerConfigurations 속성을 사용하여 배포 그룹
을 위한 알림 트리거를 구성합니다.
AWS::EMR::Cluster
JobFlowInstancesConfig 속성 유형
의 CoreInstanceFleet 속성 및
MasterInstanceFleet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EMR 클러스터에 대한 스팟 인스턴스 플릿을 구성합니다.
AWS::DynamoDB::Table
TimeToLiveSpecification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TTL(Time to Live) 설정을 지
정합니다.
Tags 속성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태그를 지정합니다.
AWS::EC2::Instance
IamInstanceProfile 속성이 이제 No
interruption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AWS::EC2::Route
EgressOnlyInternetGatewayId 속성을 사용하여
EC2 경로에 대한 외부 전용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지정합
니다.
AWS::Kinesis::Stream
RetentionPeriodHours 속성을 사용하여 샤드에 저장
된 데이터 레코드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는 기간(시간)을
지정합니다.
AWS::RDS::DBCluster
ReplicationSourceIdentifier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RDS MySQL DB 인스턴스 또는 다른 DB 클러스
터의 읽기 전용 복제본으로 DB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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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Redshift::Cluster
LoggingProperties 속성을 사용하여 감사 로그 파일
을 생성하고 Amazon S3에 저장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2017년 6월 6
일

AWS::EMR::SecurityConfiguration
AWS::EMR::SecurityConfiguration 리소스를 사용
하여 보안 구성을 생성합니다. 이 구성은 서비스에 저장되
며 클러스터 생성 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6889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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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6
일

AWS::AutoScaling::LifecycleHook

2010-05-15

NotificationTargetARN 및 RoleARN 속성은 이제 선
택 사항입니다.
AWS::CloudWatch::Alarm
이제 AWS::CloudWatch::Alarm 리소스를 생성
할 때 EvaluateLowSampleCountPercentile,
ExtendedStatistic 및 TreatMissingData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EC2::SpotFleet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스팟 플릿 속성에 대한 변경
가능한 변경을 지원합니다.
SpotFleetRequestConfigData 속성의 다음 속성은
Replacement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 AllocationStrategy
• IamFleetRole
• LaunchSpecifications
• SpotPrice
• TerminateInstancesWithExpiration
• ValidFrom
• ValidUntil
SpotFleetRequestConfigData 속성의 다음 속성은
No interruption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 ExcessCapacityTerminationPolicy
• TargetCapacity
AWS::EMR::InstanceGroupConfig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이제 Amazon EMR 작업 인
스턴스 그룹에 대한 Auto Scaling을 지원합니다.
AWS::Events::Rule
RoleArn 속성은 Rule 리소스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Target 속성 유형에 대한 RoleArn 속성을 사용하여 대
상에 사용할 IAM 역할을 지정합니다.
AWS::Kinesis::Stream
ShardCount 속성이 이제 No interruption 업데이트
를 지원합니다.
AWS::Lambda::Function
Tracing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Lambda 함수에 대한
추적 설정을 구성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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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Redshift::Cluster,
AWS::Redshift::ClusterParameterGroup,
AWS::Redshift::ClusterSecurityGroup,
AWS::Redshift::ClusterSubnetGroup
Tags 속성을 사용하여 리소스 태그를 지정합니다.
AWS::RDS::DBCluster
ReadEndpoint.Address 내장 함수에 Fn::GetAtt 속
성이 추가되었습니다.
AWS::S3::Bucket
Arn 내장 함수에 Fn::GetAtt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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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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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2017년 5월
11일

다음 새로운 리소스에서는 Elastic Load Balancing(ELB)
Application Load Balancer에서 AWS WAF 사용을 지원합니
다.

2010-05-15

AWS::WAFRegional::ByteMatchSet
AWS::WAFRegional::ByteMatchSet 리소스를 사용
하여 검사하려는 웹 요청의 일부를 식별합니다.
AWS::WAFRegional::IPSet
AWS::WAFRegional::IPSet 리소스를 사용하여 요청
이 시작되는 IP 주소를 기반으로 허용하거나 차단할 웹 요
청을 지정합니다.
AWS::WAFRegional::Rule
AWS::WAFRegional::Rule 리소스를 사용하여
허용, 차단 또는 계산할 웹 요청을 식별하는 IPSet,
ByteMatchSet 및 SqlInjectionMatchSet 객체의 조
합을 지정합니다.
AWS::WAFRegional::SizeConstraintSet
AWS::WAFRegional::SizeConstraintSet 리소스를
사용하여 웹 요청의 크기와 검사할 요청의 부분을 확인하
는 데 사용되는 크기 제약을 지정합니다.
AWS::WAFRegional::SqlInjectionMatchSet
AWS::WAFRegional::SqlInjectionMatchSet 리소
스를 사용하여 웹 요청의 특정 부분에 악성 SQL 코드가
포함된 요청을 허용, 차단 또는 계산합니다.
AWS::WAFRegional::WebACL
AWS::WAFRegional::WebACL 리소스를 사용하여 허
용, 차단 또는 계산하려는 웹 요청을 식별합니다.
AWS::WAFRegional::WebACLAssociation
AWS::WAFRegional::WebACLAssoci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웹 액세스 제어 그룹(ACL)을 리소스와 연결합니
다.
AWS::WAFRegional::XssMatchSet
AWS::WAFRegional::XssMatchSet 리소스를 사용하
여 AWS WAF에서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있는지
검사할 웹 요청 부분과 검사할 헤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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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2017년 4월
28일

AWS::Cognito::IdentityPool

2010-05-15

AWS::Cognito::IdentityPool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Cognito 자격 증명 풀을 생성합니다.
AWS::Cognito::IdentityPoolRoleAttachment
AWS::Cognito::IdentityPoolRoleAttachment 리
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Cognito 자격 증명 풀에 대한 역
할 구성을 관리합니다.
AWS::Cognito::UserPool
AWS::Cognito::UserPool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을 생성합니다.
AWS::Cognito::UserPoolClient
AWS::Cognito::UserPoolClient 리소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풀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AWS::Cognito::UserPoolGroup
AWS::Cognito::UserPoolGroup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에서 사용자 그룹을 생성합니
다.
AWS::Cognito::UserPoolUser
AWS::Cognito::UserPoolUser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Cognito 사용자 풀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AWS::Cognito::UserPoolUserToGroupAttachment
AWS::Cognito::UserPoolUserToGroupAttachment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Cognito 사용자 풀 그룹에 사
용자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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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8일

SourceDetails

2010-05-15

AWS::Config::ConfigRule 리소스의
MaximumExecutionFrequency 하위 속성을 사용하여
주기적 트리거를 통해 사용자 지정 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
행합니다.
AWS::EC2::Volume
이제 CloudFormation에서 Amazon Elastic Block
Store(Amazon EBS)에 대한 탄력적인 볼륨을 지원합니
다. 이제 VolumeType, Size 및 Iops 등 세 가지 속성에
대한 No interruption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AWS::EC2::SecurityGroup
GroupName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EC2 보안 그룹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AWS::ECS::Service
AWS::ECS::Service: PlacementConstraints,
PlacementStrategies 및 ServiceName에 대한 새로
운 속성이 세 개 있습니다.
AWS::ECS::TaskDefinition
PlacementConstraints 속성을 사용하여 서비스에서
작업에 대한 배치 제약을 정의합니다.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Fn::GetAtt 내장 함수에
ConfigurationEndPoint.Address 속성 및
ConfigurationEndPoint.Port 속성이 추가되었습니
다.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IpAddressType 속성을 사용하여 로드 밸런서의 서브넷
에서 사용하는 IP 주소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AWS::EMR::Cluster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이제 Amazon EMR 클러스
터에 대한 Auto Scaling을 지원합니다.
AWS::IAM::ManagedPolicy
ManagedPolicyName 속성을 사용하여 IAM 관리형 정책
의 사용자 지정 이름을 설정합니다.
AWS::Lambda::Function
Tags 속성을 사용하여 Lambda 함수에 태그를 추가합니
다.
AWS::OpsWorks::Instance
Fn::GetAtt 내장 함수에 AvailabilityZone,
PrivateDnsName, PrivateIp 및 PublicDnsName 속
성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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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OpsWorks::UserProfile
SshUsername 속성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SSH 이름을 지
정합니다.
Fn::GetAtt 내장 함수에 SshUsername 속성이 추가되
었습니다.
AWS::Redshift::Cluster
IamRoles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가 기타 AWS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하
나 이상의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역할
목록을 제공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
용하여 YAML
및 JSON 형식
의 템플릿 편집

2017년 4월 6
일

Designer를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생성하 2010-05-15
는 경우 이제 통합 편집기에서 YAML 및 JSON 형식의 템플릿
을 둘 다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템플릿 작성 언어에 따
라 JSON 템플릿을 YAML 템플릿으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Designer란 무엇입니까? 단원을 참조하세요.

새로운 리소스

2017년 4월 6
일

AWS::SSM::Parameter

2010-05-15

AWS::SSM::Parameter 리소스를 사용하여 Parameter
Store에서 SSM 파라미터를 생성합니다.

AWS::Include 2017년 3월
28일
변환

AWS::Include 변환을 사용하여 Amazon S3 버킷에 저
장된 재사용 가능 코드 조각을 참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Include Transform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다른 계정과
Amazon VPC
피어링

2017년 3월
28일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자신의 Amazon VPC를 다
른 AWS 계정의 VPC와 피어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AWS 계정의 Amazon VPC와 피어링을 참조하세요.

2010-05-15

새로운 리소스

2017년 3월
28일

AWS::ApiGateway::UsagePlanKey

2010-05-15

AWS::ApiGateway::UsagePlanKey 리소스를 사용하
여 사용량 계획 키를 연결하고 해당 사용량 계획이 적용되
는 사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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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8일

AWS::EC2::VPCPeeringConnection

2010-05-15

PeerOwnerId 및 PeerRoleArn 속성을 사용하여 다른
AWS 계정의 VPC와 피어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AWS 계정의 Amazon VPC와 피어
링을 참조하세요.
AWS::IAM::InstanceProfile
InstanceProfileName 속성을 사용하여 인스턴스 프
로파일을 구성합니다.
AWS::Lambda::Function
DeadLetter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AWS Lambda에
서 처리 불가능한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구성합니다.
Runtime 속성에 대해 Node.js v0.10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AWS::Route53::HealthCheck
HealthCheckConfig HealthCheckConfig 속
성에 대한 새로운 리소스 하위 속성 유형 7개 즉,
AlarmIdentifier, ChildHealthChecks,
EnableSNI, HealthThreshold,
InsufficientDataHealthStatus, Inverted 및
MeasureLatency가 있습니다.
AWS::SQS::Queue
ContentBasedDeduplication 및 FifoQueue 속
성을 사용하여 FIFO(선입선출) Amazon Simple Queue
Service 대기열을 생성합니다.
AWS::S3::Bucket
이제 Amazon S3 버킷에 대한 IPv6 도메인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소스

2017년 2월
10일

AWS::StepFunctions::Activity

2010-05-15

AWS::StepFunctions::Activity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Step Functions 활동을 생성합니다.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AWS::StepFunctions::StateMachine 리소스를 사
용하여 Step Functions 상태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새로운 내장 함
수

2017년 1월
17일

Fn::Split 함수를 사용하여 문자열을 문자열 값 목록으로
분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n::Split을 참조하십시오.

가져오기 목록
에 대한 콘솔 지
원

2017년 1월
17일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내보낸 출력 값을 가져 2010-05-15
오는 모든 스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력 값을 가
져오고 내보내는 스택 나열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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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7일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2010-05-15

LoadBalancerNames 속성은 Auto Scaling 그룹을 바꾸
지 않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WS::ECS::TaskDefinition
NetworkMode 및 MemoryReservation 속성이 추가되
었습니다.
AWS::RDS::DBCluster
AWS CloudFormation에서 Tags 속성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AWS::RDS::DBInstance
Timezone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FirehoseAction
Separator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AWS::OpsWorks::Instance
Fn::GetAtt 내장 함수에 대한 PublicIp 속성이 추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리소스

2016년 12월
1일

AWS::CodeBuild::Project
AWS::CodeBuild::Project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CodeBuild에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AWS CodeBuild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AWS::SSM::Association
AWS::SSM::Associa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EC2 Systems Manager 문서를 EC2 인스턴스와 연결합니
다.
AWS::EC2::SubnetCidrBlock
AWS::EC2::SubnetCidrBlock 리소스를 사용하여 단
일 IPv6 CIDR 블록을 Amazon VPC 서브넷과 연결합니다.
AWS::EC2::VPCCidrBlock
AWS::EC2::VPCCidrBlock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제공 단일 IPv6 CIDR 블록을 Amazon VPC와 연
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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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 지원을 위
해 업데이트된
리소스

2016년 12월
1일

AWS::EC2::Instance

2010-05-15

Ipv6AddressCount 및 Ipv6Addresses 속성이 추가
되었습니다.
AWS::EC2::NetworkAclEntry
Ipv6CidrBlock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AWS::EC2::NetworkInterface
Ipv6AddressCount 및 Ipv6Addresses 속성이 추가
되었습니다.
AWS::EC2::Route
DestinationIpv6CidrBlock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AWS::EC2::SecurityGroupEgress
CidrIpv6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AWS::EC2::SecurityGroupIngress
CidrIpv6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AWS::EC2::SpotFleet
시작 사양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Ipv6AddressCount 및 Ipv6Addresses 속성이 추가
되었습니다.
AWS::EC2::Subnet
Ipv6CidrBlocks 함수에 대한 Fn::GetAtt 속성이 추
가되었습니다.
AWS::EC2::VPC
Ipv6CidrBlocks 함수에 대한 Fn::GetAtt 속성이 추
가되었습니다.
AWS::SSM::Document
DocumentType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리소스 사양

2016년 11월
22일

AWS CloudFormation 리소스 사양으로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생성하기 위한 도구를 빌드합니다. 사양은 머신 판독
가능한 JSON 형식의 텍스트 파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리소스 사양을 참조하세요.

2010-05-15

새로운 리소스

2016년 11월
22일

AWS::OpsWorks::UserProfile

2010-05-15

AWS::OpsWorks::UserProfil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OpsWorks 스택의 인스턴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 사용자에 대한 SSH 액세스를 구성합니다.
AWS::OpsWorks::Volume
AWS::OpsWorks::Volume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OpsWorks 스택에 Amazon Elastic Block Store 볼륨을 등
록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6898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이전 업데이트

변경 사항

릴리스 날짜

설명

API 버
전

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6년 11월
22일

AWS::OpsWorks::App

2010-05-15

DataSources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AWS::OpsWorks::Instance
BlockDeviceMappings, AgentVersion,
ElasticIps, Hostname, Tenancy 및 Volumes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AWS::OpsWorks::Layer
CustomJson 및 VolumeConfigurations 속성이 추가
되었습니다.
AWS::OpsWorks::Stack
ElasticIps, EcsClusterArn, RdsDbInstances,
CloneAppIds, ClonePermissions 및
SourceStackId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AWS::RDS::DBInstance
CopyTagsToSnapshot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져오기 나열

2016년 11월
22일

값을 가져오는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추적하기 위해 내 2010-05-15
보낸 출력 값의 가져오기를 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력
값을 가져오고 내보내는 스택 나열을 참조하십시오.

변형

2016년 11월
17일

AWS CloudFormation에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AWS SAM 구문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AWS Serverless
Application Model (AWS SAM) 지정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변환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새로운 리소스

2016년 11월
17일

AWS::SNS::Subscription

2010-05-15

2016년 11월
17일

AWS::Lambda::Function

업데이트된 리
소스

AWS::SNS::Subscrip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주제에 엔드포인트
를 가입합니다.

Environment 속성을 사용하여 AWS Lambda 함수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키-값 페어(환경 변수)를 지정합니다.
KmsKeyArn 속성을 사용하여 AWS Lambda에서 환경 변
수를 암호화 및 암호 해독하는 데 사용할 KMS key을(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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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CLI 명령

2016년 11월
17일

S3 버킷에 로컬 아티팩트 업로드

2010-05-15

aws cloudformation package 명령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참조되는 로컬 아티팩
트를 S3 버킷으로 업로드합니다.
변형이 포함된 템플릿을 빠르게 배포
aws cloudformation deploy 명령을 사용하여 변경
세트 생성 및 실행 작업을 단일 명령으로 결합합니다. 이
명령을 변형이 포함된 스택을 빠르게 생성 또는 업데이트
하는 데 유용합니다.

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6년 11월
3일

AWS::CloudFront::Distribution

2010-05-15

DistributionConfig 속성의 경우, HttpVersion 속성을 사
용하여 최종 사용자가 Amazon CloudFront와 통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최신 HTTP 버전을 지정합니다.
ForwardedValues 속성의 경우
QueryStringCacheKeys 속성을 사용하여 CloudFront
에서 캐시할 콘텐츠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쿼리 문자열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스택 내보내기
나열

2016년 11월
03일

AWS CloudFormation 콘솔, API 또는 AWS CLI를 사용하여 리 2010-05-15
전에 대해 내보낸 모든 출력 값 목록을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택 출력 값 내보내기를 참조하십시오.

스택이 포함된
지속적 전달

2016년 11월
03일

AWS CodePipeline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스택이
포함된 지속적 전달 워크플로우를 빌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odePipeline을 사용한 지속적 전달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롤백 중 리소스
건너뛰기

2016년 11월
03일

UPDATE_ROLLBACK_FAILED 상태인 스택이 있는 경우
ContinueUpdateRollback 작업에 ResourcesToSkip 파
라미터를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에서 롤백할 수 없는
리소스를 건너뜁니다. 자세한 내용은 롤백 업데이트 실패의 문
제 해결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변경 세트 개선
사항

2016년 11월
03일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새로운 스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2010-05-15

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6년 10월
12일

AWS::ElastiCache::CacheCluster

2010-05-15

클러스터를 바꾸지 않고 CacheNodeType 속성을 업데이
트합니다.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여러 노드 그룹(샤드)을 포함할 수 있는 Redis(클러스터
모드 활성화) 복제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 노드 그
룹에는 기본 클러스터와 읽기 전용 복제본이 있습니다.
AWS::ElastiCache::SubnetGroup
CacheSubnetGroupName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ElastiCache 서브넷 그룹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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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릴리스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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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버
전

새로운 리소스

2016년 10월
6일

AWS::ApiGateway::UsagePlan

2010-05-15

AWS::ApiGateway::UsagePlan 리소스를 사용하여
배포된 Amazon API Gateway API에 대한 사용량 계획을
지정합니다.
AWS::CodeCommit::Repository
AWS::CodeCommit::Repository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Web Services에서 호스팅하는 CodeCommit 리
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6년 10월
6일

AWS::ApiGateway::Authorizer

2010-05-15

ProviderARNs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Cognito 사용
자 풀을 Amazon API Gateway API 권한 부여자로 사용합
니다.
AWS::ApiGateway::Deployment
StageName 속성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GetAtt 함수의 경우 LoadBalancerArns 속성을 사용
하여 트래픽을 대상 그룹으로 라우팅하는 로드 밸런서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검색합니다.
AWS::RDS::DBInstance
사용자가 RDS DB 인스턴스에 연결되는 경우 Domain 및
DomainIAMRoleName 속성을 사용하여 Windows 인증을
사용합니다.
AWS::EC2::SecurityGroupEgress
DestinationPrefixListId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VPC 엔드포인트의 AWS 서비스 접두사를 지정합니다.

교차 스택 참조
개선 사항

2016년 10월
06일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내보내기의 Name 값을 사용자 지정하
거나 ImportValue 함수의 값을 참조합니다.

2010-05-15

AWS
CloudFormation
서비스 역할

2016년 9월
26일

AWS CloudFormation 스택 작업에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서비스 역할을 사용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이러한 역할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대신해 스택 리소스를 호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서비스 역할을 참조하세요.

2010-05-15

새로운 기능

2016년 9월
19일

2010-05-15
Export 출력 필드와 Fn::ImportValue 내장 함수를 사용
하여 스택 하나가 다른 스택의 리소스 출력을 참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력, Fn::ImportValue, 연습: 다른
AWS CloudFormation 스택의 리소스 출력 참조를 참조하세요.

YAML 지원

2016년 9월
19일

YAML 형식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또한 YAML에서는 예를 들어, 템플릿에 주석
을 추가하거나 내장 함수에 짧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형식을 참조하세
요.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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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새로운 내장 함
수

2016년 9월
19일

Fn::Sub 함수를 사용하여 입력 문자열의 변수를 지정한 값으
로 바꿉니다. 자세한 내용은 Fn::Sub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새로운 리소스

2016년 9월
19일

AWS::KMS::Alias

2016년 9월
19일

AWS::EC2::SpotFleet

업데이트된 리
소스

AWS::KMS::Alias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KMS key
에 대한 별칭을 만듭니다.
2010-05-15

LaunchSpecifications 속성의 경우 SpotPrice 속
성을 사용하여 특정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입찰 가격을 지
정합니다.
AWS::ECS::Cluster
ClusterName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클러스터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AWS::ECS::TaskDefinition
TaskRoleArn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컨테이너가 사용자를 대신해 AWS
를 호출하는 데 사용하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역할을 지정합니다.
Family 속성을 사용하여 특정 패밀리에 대한 작업 정의
를 등록합니다.
AWS::Elasticsearch::Domain
ElasticsearchVersion 속성을 사용하여 사용할
OpenSearch의 버전을 지정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2016년 8월
11일

다음 Elastic Load Balancing Application Load Balancer 리소
스를 사용하여 여러 가용 영역에서 EC2 인스턴스 같은 여러
대상에 수신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을 분산합니다.

2010-05-15

•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Rule
•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6년 8월
11일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TargetGroupARNs 속성을 사용하여 Auto Scaling 그룹
을 하나 이상의 Application Load Balancer 대상 그룹과 연
결합니다.
AWS::ECS::Service
로드 LoadBalancers 속성의 경우 TargetGroupArn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서비
스를 Application Load Balancer 대상 그룹과 연결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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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새로운 리소스

2016년 8월
09일

AWS CloudFormation에서 다음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2010-05-15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ableTarget 및
AWS::ApplicationAutoScaling::ScalingPolicy
Application Auto Scaling 조정 정책을 사용하여 대상 리소
스 조정 시점 및 방법을 정의합니다.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보안 연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타 AWS 서비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AWS Certificate Manager 인증서를 프로
비저닝합니다.

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6년 8월
09일

AWS CloudFormation에서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2010-05-15

AWS::CloudFront::Distribution
배포 구성 ViewerCertificate 속성의 경우 AWS
Certificate Manager 인증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배포
구성 Origin 속성의 경우 사용자 지정 오리진에 대한 사
용자 지정 헤더 및 SSL 프로토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EFS::FileSystem
Amazon Elastic File System 파일 시스템의 성능 모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소스

2016년 7월
20일

AWS IoT
AWS IoT를 사용하여 AWS IoT 정책, X.509 인증서, 정책
과 보안 주체(X.509 인증서 또는 기타 자격 증명) 간의 연
결, AWS IoT 사물, 보안 주체와 사물 간의 연결 또는 AWS
IoT 규칙을 선언합니다.
• AWS::IoT::Certificate
• AWS::IoT::Policy
• AWS::IoT::PolicyPrincipalAttachment
• AWS::IoT::Thing
• AWS::IoT::ThingPrincipalAttachment
• AWS::IoT::TopicRule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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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6년 7월
20일

AWS CloudFormation에서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2010-05-15

AWS::IAM::Group, AWS::IAM::Role, AWS::IAM::User
이름 속성을 사용하여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리소스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이름을 지
정합니다.
AWS::ApiGateway::Method
Integration 속성의 경우 PassthroughBehavior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API Gateway에서 대상 백엔드
로 요청을 전달하는 시점을 지정합니다.
AWS::ApiGateway::Model 및 AWS::ApiGateway::RestApi
Schema 및 Body 속성에 대한 JSON 객체를 지정할 수 있
습니다.
Auto Scaling 그 2016년 6월 9
룹 UpdatePolicy 일

UpdatePolicy 속성의 경우
AutoScalingReplacingUpdate 속성을 사용하여 Auto
Scaling 그룹 업데이트 시 Auto Scaling 그룹과 이 그룹에
포함된 인스턴스를 바꿀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교체 도중
AWS CloudFormation은 새 Auto Scaling 그룹을 생성할 때까
지 이전 그룹을 보존하므로 업데이트에 실패하더라도 AWS
CloudFormation은 이전 Auto Scaling 그룹으로 롤백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pdatePolicy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새로운 리소스

AWS CloudFormation에서 다음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2010-05-15

2016년 6월 9
일

AWS::EC2::FlowLog
지정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서브넷 또는 VPC에 대한 IP
트래픽을 캡처하는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흐름
로그를 생성합니다.
AWS::KinesisFirehose::DeliveryStream
대상(예: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Redshift 또는 Amazon OpenSearch Service)에 실시간 스
트리밍 데이터를 전달하는 전달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6년 6월 9
일

AWS CloudFormation에서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AWS::Kinesis::Stream
Name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Kinesis 스트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AWS::Lambda::Function
Code 속성의 경우 ZipFile 실행 시간 환경에
nodejs4.3 속성 및 cfn 응답 모듈을 사용합니다.
AWS::SNS::Topic
AWS CloudFormation에서는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주제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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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새로운 리소스

2016년 4월
25일

AWS::EC2::Host 리소스를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
는 데 사용되는 전용 물리적 서버를 할당합니다.

2010-05-15

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6년 4월
25일

AWS::EC2::Instance

2010-05-15

Affinity 및 HostId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전용 호스트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AWS::ECS::Service
Deployment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배포 중
실행 가능한 작업 수를 구성합니다.
AWS::ECS::TaskDefinition
AWS CloudFormation에서 추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컨테이너 정의 속성에 대한 지원이 추
가되었습니다.
AWS::GameLift::Fleet
MaxSize 및 MinSize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GameLift 플릿에서 허용되는 EC2 인스턴스의 최대 및 최
소 개수를 지정합니다.
AWS::Lambda::Function
FunctionName 속성을 사용하여 AWS Lambda 함수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또한 Python 2.7을 사용하여 인라인
함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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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2016년 4월
18일

Amazon API Gateway

2010-05-15

Amazon API Gateway 리소스를 사용하여 모든 규모에서
API를 게시, 관리 및 모니터링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백
엔드 서비스(예: EC2 인스턴스를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AWS Lambda에서 실행 중인 코드)에 액세스하기 위
해 호출할 수 있는 API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AWS::ApiGateway::Account
• AWS::ApiGateway::ApiKey
• AWS::ApiGateway::Authorizer
• AWS::ApiGateway::BasePathMapping
• AWS::ApiGateway::ClientCertificate
• AWS::ApiGateway::Deployment
• AWS::ApiGateway::Method
• AWS::ApiGateway::Model
• AWS::ApiGateway::Resource
• AWS::ApiGateway::RestApi
• AWS::ApiGateway::Stage
AWS::Events::Rule
자신의 계정에서 AWS 리소스에 대한 변경 사항(이벤트)
을 모니터링하는 Amazon CloudWatch Events 규칙을 생
성합니다. 수신 이벤트가 규칙에서 설명한 조건과 일치하
는 경우 Amazon CloudWatch Events에서는 메시지를 전
송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대상(예: AWS Lambda 함수 또
는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주제)을 활성화합
니다.
AWS::WAF::SizeConstraintSet 및 AWS::WAF::XssMatchSet
AWS WAF 규칙 2개를 사용하여 웹 요청의 크기를 확인하
거나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방지합니다.

새로운 리소스

2016년 3월
31일

AWS::Lambda::Alias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 Lambda 함수
에 대한 별칭을 생성하고 AWS::Lambda::Version 리소스를 사
용하여 함수의 버전을 생성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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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6년 3월
31일

AWS CloudFormation에서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2010-05-15

AWS::EMR::Cluster 및 AWS::EMR::InstanceGroupConfig
Ebs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EMR 클
러스터 또는 인스턴스 그룹에 대한 Amazon Elastic Block
Store 스토리지 볼륨을 구성합니다.
AWS::Lambda::Function
VpcConfig 속성을 사용하여 AWS Lambda 함수가 VPC
의 리소스에 액세스하도록 합니다.
AWS::S3::Bucket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수명 주기 규칙의 경우
객체가 지정된 스토리지 클래스로 전환할 시점을 지정하
는 전환 규칙을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세트

2016년 3월
29일

스택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변경 사항이
실행 중인 리소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경 세트를 사용하여 스택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2010-05-15

새로운 리소스

2016년 3월
15일

AWS::GameLift::Alias, AWS::GameLift::Build,
AWS::GameLift::Fleet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에서 멀티플레
이어 게임 서버를 배포합니다.

2010-05-15

새로운 리소스

2016년 2월
26일

AWS CloudFormation에서 다음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2010-05-15

AWS::ECR::Repository
사용자가 도커 이미지를 푸시하고 가져올 수 있는
Amazon Elastic Container Registry 리포지토리를 생성합
니다.
AWS::EC2::NatGateway
네트워크 주소 변환기(NAT)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프라
이빗 서브넷의 EC2 인스턴스를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
니다.
AWS::Elasticsearch::Domain
OpenSearch Service 요청을 처리하는 OpenSearch
Service 엔진 인스턴스가 포함된 Amazon OpenSearch
Service(OpenSearch Service)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AWS::EMR::Cluster, AWS::EMR::InstanceGroupConfig,
AWS::EMR::Step
Amazon EMR 리소스를 사용하여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생성한 다음 해
당 클러스터에서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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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업데이트

변경 사항

릴리스 날짜

설명

API 버
전

업데이트된 리
소스

2016년 2월
26일

AWS CloudFormation에서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2010-05-15

AWS::CloudTrail::Trail
IsMultiRegionTrail 속성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하
는 리전 또는 모든 리전에서 AWS CloudTrail 추적을 생성
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AWS::Config::ConfigurationRecorder
기록 그룹의 경우 IncludeGlobalResourceTypes 속
성을 사용하여 전역 리소스 유형을 모두 기록합니다.
AWS::RDS::DBCluster
KmsKeyId 및 StorageEncrypted 속성을 사용하여 클
러스터에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암호화합니다.
리소스 보존

2016년 2월
26일

DELETE_FAILED 상태 스택의 경우 RetainResources 파라 2010-05-15
미터를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에서 삭제할 수 없는 리
소스를 보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택 삭제 실패 단원을 참
조하십시오.

스택 태그 업데
이트

2016년 2월
26일

스택을 업데이트할 때 스택 태그를 추가, 수정 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
트을 참조하세요.

2010-05-15

실패한 업데이
트 롤백을 계속
해서 롤백

2016년 1월
25일

UPDATE_ROLLBACK_FAILED 상태 스택의 경우 계속해서 업
데이트를 롤백해 스택을 작업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와 같이 스택을 원래 설정으로 되돌린 후 다시 업데이트를 시
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롤백 계속을 참조
하십시오.

2010-05-15

아시아 태평양
(서울) 리전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샘플 템
플릿

2016년 1월 7
일

다음은 ap-northeast-2 리전을 위한 AWS CloudFormation 샘
플 템플릿 모음입니다.

2010-05-15

• 샘플 솔루션
•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샘플 템플릿을 참조하십시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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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릴리스 날짜

설명

API 버
전

새로운 리소스

2015년 12월
28일

AWS CloudFormation에서 다음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2010-05-15

AWS::DirectoryService::MicrosoftAD
Microsoft Active Directory 리소스를 사용하여 AWS에서
Microsoft Active Directory 디렉터리를 생성합니다.
AWS::Logs::Destination 및 AWS::Logs::LogStream
Amazon CloudWatch Logs 리소스를 사용하여 로그 데이
터의 실시간 처리를 위한 대상을 생성하거나 로그 스트림
을 각각 생성합니다.
AWS::WAF::ByteMatchSet, AWS::WAF::IPSet,
AWS::WAF::Rule, AWS::WAF::SqlInjectionMatchSet,
AWS::WAF::WebACL
AWS WAF 리소스를 사용하여 콘텐츠에 대한 웹 요청을
제어 및 모니터링합니다.

리소스 업데이
트

2015년 12월
28일

AWS CloudFormation에서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2010-05-15

AWS::CloudFront::Distribution
배포 구성의 경우 WebACLId 속성을 사용하여 AWS WAF
웹 ACL(액세스 제어 목록)을 Amazon CloudFront 분산과
연결합니다. 캐시 동작 및 기본 캐시 동작의 경우 기본 및
최대 TTL(Time-to-Live)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DynamoDB::Table
Amazon DynamoDB 테이블을 바꾸지 않고 전역 보조 인
덱스를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AWS::S3::Bucket
Replication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복제할
객체와 해당 객체를 저장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NotificationConfiguration 속성의 속성을 사용하
여 사용자가 지정한 객체에 대한 알림을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에서 보내도록 필터를 지정합니다.
파라미터 그룹
화 및 정렬

2015년 12월
3일

스택을 생성하거나 템플릿으로 업데이트할 때
AWS::CloudFormation::Interface 메타데이터 키를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파라미터를 그룹화하고 정렬
합니다.

2010-05-15

업데이트 정책
속성

2015년 12월
3일

Auto Scaling 업데이트 정책 속성의 경우
MinSuccessfulInstancesPercent 속성을 사용하여 성공
적인 업데이트에 대해 성공 신호를 보내야 하는 인스턴스의 비
율을 지정합니다.

2010-05-15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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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업데이트

변경 사항

릴리스 날짜

설명

API 버
전

새로운 리소스

2015년 12월
3일

AWS CloudFormation에서 다음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2010-05-15

AWS::CodePipeline::Pipeline 및
AWS::CodePipeline::CustomActionType
CodePipeline 리소스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이
출시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파이프라인
을 생성합니다.
AWS::Config::ConfigurationRecorder,
AWS::Config::DeliveryChannel, AWS::Config::ConfigRule
AWS Config 리소스를 사용하여 특정 AWS 리소스에 대한
구성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합니다.
AWS::KMS::Key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리소스를 사
용하여 사용자가 소량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customer managed keys을(를) AWS KMS에서
생성합니다.
AWS::SSM::Document
Amazon EC2 Systems Manager을 사용하여 온인스턴스
구성을 지정하는 문서를 생성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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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업데이트

변경 사항

릴리스 날짜

설명

API 버
전

리소스 업데이
트

2015년 12월
3일

AWS CloudFormation에서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2010-05-15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EBS 볼륨을 암호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AWS::AutoScaling::ScalingPolicy
두 가지 다른 정책 유형(간단 및 단계 조정)을 사용하여
Amazon CloudWatch(CloudWatch) 경보 위반 시 Auto
Scaling 그룹을 조정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CloudTrail::Trail
CloudWatch 속성을 사용하여 CloudWatch 로그 그룹에
로그를 전송합니다. 추적에 태그를 추가하고 로그 암호화
에 사용할 AWS KMS key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CodeDeploy::Application,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ApplicationName, DeploymentConfigName 및
DeploymentGroupName 속성을 사용하여 CodeDeploy
리소스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이름을 지정합니다.
AWS::DynamoDB::Table
StreamSpecification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DynamoDB(DynamoDB) 테이블에 저장된 항목에 대한 변
경 사항의 캡처를 위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AWS::EC2::Instance
SsmAssociations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EC2
Systems Manager 문서를 인스턴스와 연결합니다.
AWS::EC2::SpotFleet
AllocationStrategy 속성을 사용하여 스팟 풀
전체에서 목표 용량을 할당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ExcessCapacityTerminationPolicy 속성을 사용하
여 목표 용량이 스팟 플릿의 크기 미만인 경우 인스턴스를
종료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AWS::Redshift::Cluster
KmsKeyId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AWS KMS key을(를) 지
정합니다.
AWS::WorkSpaces::Workspace
암호화 속성을 사용하여 볼륨에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
합니다.
리소스 업데이
트

2015년 11월
4일

AWS::EC2::Volume 리소스의 경우 AutoEnableIO 속성을 사 2010-05-15
용하여 볼륨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I/O 작업을 자동
으로 재개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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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업데이트

변경 사항

릴리스 날짜

설명

API 버
전

새로운 리소스

2015년 10월
1일

AWS CloudFormation에서 다음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2010-05-15

AWS::CodeDeploy::Application,
AWS::CodeDeploy::DeploymentGroup,
AWS::CodeDeploy::DeploymentConfig
CodeDeploy 리소스를 사용하여 배포를 생성하여 EC2 또
는 온프레미스 인스턴스에 적용합니다.
AWS::DirectoryService::SimpleAD
Simple Active Directory 리소스를 사용하여 Microsoft
Active Directory와 호환되는 디렉터리인 AWS Directory
Service Simple AD를 생성합니다.
AWS::EC2::PlacementGroup
배치 그룹을 사용하여 지연 시간이 짧은 네트워크에서 인
스턴스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AWS::EC2::SpotFleet
스팟 플릿을 사용하여 중단 가능한 작업을 실행하는 스팟
인스턴스 모음을 시작합니다.
AWS::Lambda::EventSourceMapping
이벤트 소스 매핑 리소스를 사용하여 스트림을 AWS
Lambda(Lambda) 함수에 대한 이벤트 소스로 지정합니
다.
AWS::Lambda::Permission
Lambda 권한을 사용하여 Lambda 함수의 정책에 문을 추
가합니다.
AWS::Logs::SubscriptionFilter
구독 필터를 사용하여 Kinesis 스트림에 전달되는 로그 이
벤트를 정의합니다.
AWS::RDS::DBCluster 및
AWS::RDS::DBClusterParameterGroup
클러스터 및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Aurora DB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AWS::WorkSpaces::Workspace
WorkSpaces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기반 데스크톱 환경을
생성합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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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릴리스 날짜

설명

API 버
전

리소스 업데이
트

2015년 10월
1일

AWS CloudFormation에서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2010-05-15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Fn::GetAtt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읽기 전용 복제본 주
소 및 포트 목록을 가져옵니다.
AWS::OpsWorks::Stack
AgentVersion 속성을 사용하여 특정 AWS OpsWorks
에이전트를 지정합니다.
AWS::OpsWorks::App
Environment 속성을 사용하여 AWS OpsWorks 앱에 대
한 환경 변수를 지정합니다.
AWS::S3::Bucket
NotificationConfiguration 속성의 경우 Lambda 함수 및
Amazon Simple Queue Service(Amazon SQS) 대기열에
대한 알림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IAM 조건 키

2015년 10월
1일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정책의 경우
AWS CloudFormation 특정 조건 키를 사용하여 IAM 정책이
적용되는 시점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를 사용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세
요.

2010-05-15

AWS
CloudFormation
Designer

2015년 10월
1일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해 끌어 놓기 인터페이
스를 사용하여 템플릿을 생성 및 수정합니다.

2010-05-15

새로운 리소스

2015년 8월
24일

AWS::EC2::VPCEndpoint 리소스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VPC
와 다른 AWS 서비스 간에 프라이빗 연결을 설정합니다.

2010-05-15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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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릴리스 날짜

설명

API 버
전

리소스 업데이
트

2015년 8월
24일

AWS CloudFormation에서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2010-05-15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Tags 속성을 사용하여 AWS Elastic Beanstalk(Elastic
Beanstalk) 환경에 대한 태그(키-값 페어)를 지정합니다.
AWS::Lambda::Function
Code 속성의 경우 ZipFile 속성을 사용하여 템플릿에
서 직접 Lambda 함수의 소스 코드를 작성합니다. 현재,
ZipFile 실행 시간 환경에는 nodejs 속성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실행 시간 환경에 대해 S3 버킷의 파일(예:
java8 및 nodejs)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AWS::OpsWorks::Instance
EbsOptimized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Elastic Block
Store(Amazon EBS) I/O에 대해 인스턴스를 최적화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AWS::RDS::DBInstance
SourceDBInstanceIdentifier 속성의 경우 교차 리
전 읽기 전용 복제본을 생성하기 위해 또 다른 리전에 데
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 템
플릿 URL

2015년 8월
24일

버전 관리를 사용하는 버킷의 경우 스택을 생성 또는 업
데이트할 때 Amazon S3 템플릿 URL에 버전 ID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예: https://s3.amazonaws.com/
templates/myTemplate.template?
versionId=123ab1cdeKdOW5IH4GAcYbEngcpTJTDW).

2010-05-15

새로운 리소스

2015년 8월 3
일

AWS::EFS::FileSystem 리소스를 사용하여 Amazon
Elastic File System(Amazon EFS)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고
AWS::EFS::MountTarget 리소스를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의
탑재 지점을 생성합니다.

2010-05-15

권한 요구 사항
변경

2015년 6월
11일

AWS::RDS::DBInstance 리소스를 생성 또는 업데이트하는 경
우 이제 ec2:DescribeAccountAttributes 작업을 호출
하는 권한도 있어야 합니다.

2010-05-15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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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스 날짜

설명

API 버
전

새로운 리소스

2015년 6월
11일

AWS CloudFormation에서 다음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2010-05-15

AWS::DataPipeline::Pipeline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이동과 변환을
자동화합니다.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리소스
AWS::ECS::Service, AWS::ECS::Cluster,
AWS::ECS::TaskDefinition 리소스를 사용하여 EC2 인스
턴스의 클러스터에 도커 컨테이너를 생성합니다.
AWS::ElastiCache::ReplicationGroup
복제 그룹을 사용하여 기본 읽기-쓰기 클러스터 하나와 보
조 읽기 전용 클러스터가 최대 5개 포함된 노드 모음을 생
성합니다.
AWS::IAM::ManagedPolicy
관리형 정책을 사용하여 IAM 사용자, 그룹 및 역할에 권한
을 적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AWS 계정에서 생
성합니다.
AWS::Lambda::Function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 코드를
실행합니다.
AWS::RDS::OptionGroup
옵션 그룹을 사용하여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Amazon RDS)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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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API 버
전

리소스 업데이
트

2015년 6월
11일

AWS CloudFormation에서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2010-05-15

AWS::EC2::Subnet
MapPublicIpOnLaunch 속성을 사용하여 서브넷의 인
스턴스로 퍼블릭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합니다.
AWS::ElastiCache::CacheCluster
SnapshotName 속성을 사용하여 스냅샷 데이터를 새
Redis 캐시 클러스터로 복원합니다.
AWS::IAM::User
LoginProfile 속성의 경우
PasswordResetRequired 속성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할 때 새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AWS::OpsWorks::Layer
LifecycleEvent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하여
AWS OpsWorks 계층에 대한 수명 주기 이벤트를 구성합
니다.
AWS::S3::Bucket
LifecycleConfiguration 속성의 경우
NoncurrentVersionExpirationInDays 및
NoncurrentVersionTransition 속성을 사용하여 최
신이 아닌 객체 버전에 대한 수명 주기 규칙을 지정합니
다.
새로운 파라미
터 유형

2015년 5월
19일

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 또는 업데 2010-05-15
이트할 때마다 ID, 이름 또는 이름 태그 값별로 AWS 고유 파라
미터 유형 값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다음 AWS 고유 파라미터
유형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라미
터를 참조하십시오.
• AWS::EC2::AvailabilityZone::Name
• List<AWS::EC2::AvailabilityZone::Name>
• AWS::EC2::Instance::Id
• List<AWS::EC2::Instance::Id>
• AWS::EC2::Image::Id
• List<AWS::EC2::Image::Id>
• AWS::EC2::SecurityGroup::GroupName
• List<AWS::EC2::SecurityGroup::GroupName>
• AWS::EC2::Volume::Id
• List<AWS::EC2::Volume::Id>
• AWS::Route53::HostedZone::Id
• List<AWS::Route53::HostedZon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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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소스

2015년 16월
4일

AWS CloudFormation에서 다음 리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2010-05-15

AWS::AutoScaling::LifecycleHook
Auto Scaling 수명 주기 후크를 사용하여 인스턴스가 시작
되거나 종료된 이후에 인스턴스 상태를 제어할 수 있습니
다.
AWS::RDS::EventSubscription
이벤트 구독을 사용하여 Amazon RDS 이벤트에 대한 알
림을 얻습니다.

API 버전 2010-05-15
6917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이전 업데이트

변경 사항

릴리스 날짜

설명

API 버
전

리소스 업데이
트

2015년 16월
4일

AWS CloudFormation에서 다음 리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2010-05-15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NotificationConfigurations 속성을 사용하여 여
러 알림을 지정합니다.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PlacementTenancy 속성을 사용하여 인스턴스 테넌트
를 지정합니다.
ClassicLinkVPCId 및
ClassicLinkVPCSecurityGroups 속성을 사용하여
EC2-Classic 인스턴스를 ClassicLink 가능 VPC에 연결합
니다.
AWS::AutoScaling::ScalingPolicy
MinAdjustmentStep 속성을 사용하여 조정 이벤트 중
추가 또는 제거되는 인스턴스의 최소 개수를 지정합니다.
AWS::CloudFront::Distribution
최종 사용자 인증서의 경우 MinimumProtocolVersion
속성을 사용하여 최소 프로토콜 버전을 지정합니다.
캐시 동작의 경우 CachedMethods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CloudFront(CloudFront)에서 응답을 캐시할 방법
을 지정합니다. 오리진의 경우 OriginPath를 사용하여
CloudFront에서 콘텐츠를 요청하는 데 사용하는 경로를
지정합니다.
AWS::ElastiCache::CacheCluster
Memcached 캐시 클러스터의 경우 AZMode 및
PreferredAvailabilityZones 속성을 사용하여 여
러 가용 영역(AZ)에서 노드를 지정합니다.
AWS::EC2::Volume
KmsKeyId 속성을 사용하여 암호화된 볼륨에 대한
customer managed key을(를) 지정합니다.
AWS::OpsWorks::Instance
TimeBasedAutoScaling 속성을 사용하여 지정한 일정
에 따라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AWS::OpsWorks::Layer
LoadBasedAutoScaling 속성을 사용하여 로드 기반
조정 정책을 지정합니다. 볼륨 구성의 경우 VolumeType
및 Iops 속성을 사용하여 볼륨 유형 및 초당 I/O 작업 수
를 각각 지정합니다.
AWS::RDS::DBInstance
CharacterSetName 속성을 사용하여 지원되는 데이터
베이스 엔진에 대한 문자 세트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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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Encrypted 속성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암호화할지 여부를 지정하고, KmsKeyId을
(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대한
customer managed key을(를) 지정합니다.
AWS::Route53::HealthCheck
HealthCheckTags 속성을 사용하여 태그를 상태 확인
과 연결합니다.
AWS::Route53::HostedZone
VPCs 속성을 사용하여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을 생성합니
다.
HostedZoneTags 속성을 사용하여 태그를 호스팅 영역
과 연결합니다.
새 템플릿 섹션

2015년 16월
4일

템플릿을 설명하는(예: 설계 및 구현 세부 정보) 임의 JSON 객
체를 포함하기 위해 템플릿에 메타데이터 섹션이 추가됩니다.

2010-05-15

리소스 업데이
트

2015년 4월 8
일

AWS::CloudFormation::CustomResource 리소스의 경우
ServiceToken 속성에서 Lambda 함수 Amazon 리소스 이름
(ARN)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10-05-15

Amazon RDS
update

2014년 12월
24일

AWS CloudFormation에서 RDS DB 인스턴스에 대한 새 속성
이 2개 추가되었습니다. DB 인스턴스와 옵션 그룹을 연결하고
DB 인스턴스 스토리지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AWS::RDS::DBInstance를 참조하십시오.

2010-05-15

Elastic Load
Balancing
update

2014년 12월
24일

ConnectionSettings 속성을 사용하여 연결이 유휴 상
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를 참조하십시오.

2010-05-15

Route 53
update

2014년 11월
6일

이제 Route 53 호스팅 영역, 상태 확인, 장애 조치 레코드 세트
및 지리적 위치 레코드 세트를 프로비저닝 및 관리할 수 있습
니다.

2010-05-15

Auto Scaling 롤
링 업데이트 개
선 사항

2014년 11월
6일

업데이트 중 WaitOnResourceSignals 플래그를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에 인스턴스가 성공 신호를 보낼 때까
지 대기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WS
CloudFormation에서는 현재 배치가 준비될 때까지 인스턴
스의 다음 배치를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pdatePolicy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새 VPC
Fn:GetAtt 속성

2014년 11월
6일

VPC ID로 해당 VPC의 기본 보안 그룹 및 네트워크 ACL을 검
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n::GetAtt를 참조하십시오.

2010-05-15

AWS 특정 파라
미터 유형 사용

2014년 11월
6일

AWS 템플릿에서 AWS CloudFormation 고유 파라미터 유형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이러
한 파라미터 유형은 유효한 값의 드롭다운 목록을 제공합니다.
API 또는 CLI를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을
생성 또는 업데이트하기 전에 이러한 파라미터 유형에 대한 값
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라미터를
참조하십시오.

2010-05-15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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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onPolicy
속성

2014년 11월
6일

CreationPolicy 속성을 사용하면 AWS CloudFormation에 스택
생성을 진행하기 전에 EC2 인스턴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준
비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대기 조건 및 대
기 조건 핸들 대신 생성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CreationPolicy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Amazon
CloudFront에서
전달된 값

2014년 9월
29일

캐시 동작의 경우 오리진에 헤더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ForwardedValues를 참조하십시오.

2010-05-15

AWS
OpsWorks
update

2014년 9월
29일

2010-05-15
Chef 11.10의 경우 ChefConfiguration 속성을 사용해
Berkshelf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OpsWorks 스택
과 함께 AWS OpsWorks 기본 제공 보안 그룹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OpsWorks::Stack을 참조하십시
오.

Elastic Load
Balancing 태그
지정 지원

2014년 9월
29일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 수준 태그를 사용하여
Elastic Load Balancing 로드 밸런서에 태그를 지정합니
다. 또한 로드 밸런서에 고유한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를 참조하십시오.

2010-05-15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주제 정
책 업데이트

2014년 9월
29일

이제 Amazon SNS 주제 정책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AWS::SNS::TopicPolicy를 참조하십시오.

2010-05-15

RDS DB 인스턴
스 업데이트

2014년 9월 5
일

AWS::RDS::DBInstance 리소스의 PubliclyAccessible 속 2010-05-15
성을 사용하여 DB 인스턴스가 인터넷 경계인지 지정할 수 있
습니다.

UpdatePolicy 속 2014년 9월
성 업데이트
05일

연결된 예약된 작업이 있는 Auto Scaling 그룹에 대해 업데이
트 정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pdatePolicy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CloudWatch 지
원

2014년 7월
10일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mazon CloudWatch
2010-05-15
Logs(CloudWatch Logs) 로그 그룹 및 지표 필터를
프로비저닝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Logs::LogGroup 또는 AWS::Logs::MetricFilter를 참조하
십시오.

Amazon
CloudFront 배
포 구성 업데이
트

2014년 6월
17일

추가 CloudFront 배포 구성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지정 오류 응답은 4xx 및 5xx HTTP 상태 코드에 대
한 사용자 지정 오류 메시지를 정의합니다.
• 가격 등급은 CloudFront 서비스를 위해 지불하려는 최고 가
격을 정의합니다.
• 제한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 최종 사용자 인증서는 최종 사용자가 HTTPS를 사용할 때
필요한 인증서를 지정합니다.
• 캐시 동작의 경우 허용되는 HTTP 방법을 지정하고 쿠키를
전달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CloudFront::Distribution을 참조하십시
오.
API 버전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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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2 인스턴스
업데이트

2014년 6월
17일

인스턴스의 운영 체제 종료 명령을 호출하면 인스턴스를 중
지 또는 종료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EC2::Instance를 참조하십시오.

2010-05-15

EBS 볼륨 업데
이트

2014년 6월
17일

지원되는 인스턴스 유형과 함께 암호화된 EBS 볼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EC2::Volume을 참조하십
시오.

2010-05-15

새로운 Amazon
VPC 피어링 연
결

2014년 6월
17일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두 VPC 간에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하는 Amazon Virtual Private Cloud(Amazon
VPC) 피어링 연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EC2::VPCPeeringConnection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Amazon EC2
Auto Scaling 그
룹 업데이트

2014년 6월
17일

Amazon EC2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인스턴스를 시작할 기
존 클러스터 배치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AWS CloudTrail
지원

2014년 6월
17일

AWS CloudFormation에서는 AWS 계정에서 실행한 API
호출을 캡처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로그를 게
시하는 AWS CloudTrail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CloudTrail::Trail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스택 업데이트
개선 사항

2014년 5월
12일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스택 업데이트를 위한 다음 추가
기능을 지원합니다.

2010-05-15

• 스택의 템플릿을 다시 제출하지 않고 AWS CloudFormation
스택 템플릿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AWS CloudFormation 스택에 대한 Amazon SNS 알림 주제
를 추가 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을 참조하
세요.
Amazon Kinesis 2014년 5월 6
지원
일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레
코드를 캡처 및 전송하는 Amazon Kinesis 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Kinesis::Stream을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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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S3 버킷 속성

2014년 5월 5
일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다음 추가 S3 버킷 속성을 지원
합니다.

2010-05-15

• CORS(Cross-origin 리소스 공유)는 버킷에서 객체의 Crossorigin 리소스 공유를 정의합니다.
• 수명 주기는 객체의 수명 주기 동안 Amazon S3가 해당 객
체를 관리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 버킷에 대해 실행된 요청에 대한 로깅 정책 캡처 정보에 액
세스합니다.
• 알림은 보고할 이벤트와 메시지를 전송할 Amazon SNS 주
제를 정의합니다.
• 버전 관리는 버킷의 모든 객체에 대해 여러 변형을 지원합니
다.
• 리디렉션 규칙 및 라우팅 규칙은 버킷의 웹사이트 엔드포인
트에 대해 실행된 요청의 리디렉션 동작을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S3::Bucket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EC2
Auto Scaling 지
원

2014년 5월 5
일

AWS CloudFormation에서는 Auto Scaling 그룹
에 대한 지표 수집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Fn::If update

2014년 5월 5
일

템플릿의 출력 섹션에서 Fn::If 내장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 함수를 참조하십시오.

2010-05-15

AWS CloudTrail
을 사용한 API
로깅

2014년 4월 2
일

AWS CloudTrail(CloudTrail)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요청을 로깅할 수 있습니다. CloudTrail을 사
용하여 계정에 대한 AWS CloudFormation API 호출 기록을 가
져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API 호출 로깅을 참조하세요.

2010-05-15

Elastic Load
Balancing
update

2014년 3월
20일

로드 밸런서에 대해 실행된 요청에 대한 정보를 캡처
하기 위한 액세스 로깅 정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인스턴스가 등록 취소되거나 비정상 상태가 될 때
인플라이트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연결 드
레이닝 정책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를 참조하십시오.

2010-05-15

AWS
OpsWorks 지원

2014년 3월 3
일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WS OpsWorks 스
택을 프로비저닝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OpsWorks::Stack 또는 AWS OpsWorks 템플릿 조각을
참조하세요.

2010-05-15

Amazon S3 템
플릿 크기 제한
증가

2014년 2월
18일

Amazon S3에서 템플릿 크기를 최대 460,800바이트까지 지정
할 수 있습니다.

2010-05-15

Amazon
Redshift 지원

2014년 2월
10일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2010-05-15
를 프로비저닝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템플릿 조각 또는 AWS::Redshift::Cluster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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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버킷 및 버킷
정책 업데이트

2014년 2월
10일

S3 버킷 및 버킷 정책 리소스의 일부 속성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S3::Bucket 또는
AWS::S3::BucketPolicy를 참조하십시오.

2010-05-15

Elastic
Beanstalk 환경
및 애플리케이
션 버전 업데이
트

2014년 2월
10일

Elastic Beanstalk 환경 구성 및 애플리케이
션 버전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또는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Version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Amazon SQS
update

2014년 1월
29일

Amazon SQS 대기열에 대한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SQS::Queue를 참조하십시
오.

2010-05-15

Auto Scaling 예
약된 작업

2014년 1월
27일

일정에 따라 Auto Scaling 그룹의 EC2 인스턴스 수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사용하여 예측 가능한 로드 변경에
맞게 애플리케이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AutoScaling::ScheduledAction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DynamoDB 보
조 인덱스

2014년 1월
27일

DynamoDB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로컬 및 전역 보조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면 기본 키 이외에
속성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효율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DynamoDB::Table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Auto Scaling
update

2014년 1월 2
일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인스턴스 ID 또는 시작 구
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Auto Scaling 블
록 디바이스 속성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또는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Amazon SQS
update

2014년 1월 2
일

SQS 대기열을 업데이트하고 추가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10-05-15
자세한 내용은 AWS::SQS::Queue를 참조하십시오.

제한 증가

2014년 1월 2
일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파라미터와 출력을 각각 최
대 60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10-05-15

새로운 콘솔

2013년 12월
19일

새로운 AWS CloudFormation 콘솔은 스택 이벤트 자동 새로
고침 및 스택 파라미터의 알파벳순 정렬과 같은 기능을 추가합
니다.

2010-05-15

교차 영역 로드
밸런싱

2013년 12월
19일

교차 영역 로드 밸런싱을 사용하면 모든 가용 영역(AZ)에 걸쳐
있는 백엔드 인스턴스로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를 참조
하십시오.

2010-05-15

AWS Elastic
Beanstalk 환경
티어

2013년 12월
19일

웹 서버를 지원하거나 백그라운드에서 처리 중인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AWS Elastic Beanstalk에서 리소스를 프
로비저닝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를 참조하십시오.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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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이름

2013년 12월
19일

다음 리소스에 이름(물리적 ID)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2010-05-15

• ElastiCache 클러스터
• Elastic Load Balancing 로드 밸런서
• RDS DB 인스턴스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VPN 지원

2013년 11월
22일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VGW)를 사용하여 VPC의 라
우팅 테이블로 경로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EC2::VPNGatewayRoutePropagation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조건부로 리소
스 생성 및 속성
할당

2013년 11월
8일

입력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조건을 정의해 지정된 스택 리소스의 생성 및 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을 사용하여 프로덕션 환경에 대
한 스택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템플릿을 사용
하여 테스트 환경의 축소된 용량으로 유사한 스택 리소스를 생
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 함수를 참조하십시오.

2010-05-15

스택 리소스에
대한 뜻하지 않
은 업데이트 방
지

2013년 11월
8일

스택 리소스에 대한 의도치 않은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
택 업데이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처럼 업데이
트되면 안 되는 데이터베이스 계층이 포함된 스택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가 해당 데이터베이스 계층을 업데이트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스택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스택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 방지를 참조하십시오.

2010-05-15

리소스에 이름
지정

2013년 11월
8일

AWS CloudFormation에서 생성된 물리적 ID를 사용하는 대
신 특정 리소스에 이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AWS
CloudFormation 리소스가 이름 지정을 지원합니다.

2010-05-15

• CloudWatch 경보
• DynamoDB 테이블
• Elastic Beanstalk 애플리케이션 및 환경
• S3 버킷
• SNS 주제
• Amazon SQS 대기열
자세한 내용은 이름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리
소스 유형 할당

2013년 11월
8일

템플릿에서 AWS CloudFormation 사용자 지정 리소스
(AWS::CloudFormation::CustomResource)에 대해 고
유한 리소스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사용자 지정
리소스 유형 이름을 사용하면 스택에 있는 사용자 지정 리소
스 유형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ype":
"Custom::MyCustomResource"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AWS::CloudFormation::CustomResource를 참조
하십시오.

2010-05-15

가상 파라미터
추가

2013년 11월
8일

이제 AWS::AccountID 가상 파라미터를 참조해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내에서 AWS AccountID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상 파라미터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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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정책에서
스택 지정

2013년 11월
8일

IAM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이 특정 AWS CloudFormation 스
택에서 작업하도록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스택 ID에 대한 스택 삭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정보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를 사용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세요.

2010-05-15

연동 지원

2013년 10월
14일

AWS CloudFormation에서는 IAM 역할의 임시 보안 자격 증
명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AWS Management Console에 대한
연동 및 Single Sign-On과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또한
IAM 역할을 사용하여 장기 보안 자격 증명을 포함하지 않아도
EC2 인스턴스에서 AWS CloudFormation에 대한 호출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및 IA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를 사용한 액세
스 제어를 참조하세요.

2010-05-15

Amazon RDS
읽기 전용 복제
본 지원

2013년 9월
24일

이제 원본 DB 인스턴스 하나에서 Amazon RDS
읽기 전용 복제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AWS::RDS::DBInstance 리소스의
SourceDBInstanceIdentifier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Auto Scaling 그
룹의 인스턴스
와 퍼블릭 IP 주
소 연결

2013년 9월
19일

이제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와 퍼블릭
IP 주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추가 VPC 지원

2013년 9월
17일

AWS CloudFormation에서는 VPC 및 VPN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010-05-15

• Amazon EC2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퍼블릭 IP 주소 하나
와 프라이빗 IP 주소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EC2::NetworkInterface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탄력적 IP 주소(EIP)에 기본 프라이빗 IP 주소를 연결할 수
도 있습니다.
• DNS 지원을 활성화하고 DNS 호스트 이름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EC2::VPC를 참조하십시오.
•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와 VPN 게이트웨이 간
에 정적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EC2::VPNConnectionRoute를 참조하십시오.
Amazon
ElastiCache에
대한 Redis 및
VPC 보안 그룹
지원

2013년 9월 3
일

이제 Redis를 Amazon ElastiCache(ElastiCache) 클러스터의
캐시 엔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VPC 보
안 그룹을 ElastiCache 클러스터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AWS::ElastiCache::CacheCluster를 참조하십시오.

2010-05-15

병렬 스택 생성,
업데이트 및 삭
제, 중첩된 스택
업데이트

2013년 8월
12일

이제 AWS CloudFormation에서 리소스를 동시에 생성, 업데
이트 및 삭제할 수 있어 작업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최상위
템플릿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는 변
경된 중첩 스택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을 참조하세요.

2010-05-15

RDS DB 인스턴
스에서 VPC 보
안 그룹 설정 가
능

2013년 2월
28일

이제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VPC 보안 그룹을
RDS DB 인스턴스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RDS::DBInstance의 VPCSecurityGroups 속성을 참조
하십시오.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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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EC2
Auto Scaling 그
룹에 대한 배포
롤링

2013년 2월
20일

이제 AWS CloudFormation에서는 Amazon EC2 Auto Scaling
그룹에서 인스턴스를 추가 또는 제거할 때 Amazon EC2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를 바꾸거나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하
는 업데이트 정책을 Amazon EC2 Auto Scaling 그룹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택 생성 시 또는 스택 업데이트 도중 이
러한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010-05-15

자세한 내용과 예제는 UpdatePolicy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스택 업데이트
에 대한 취소 및
롤백 작업

2013년 2월
20일

AWS CloudFormation은 스택 업데이트를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업데이트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스택이
UPDATE_IN_PROGRESS 상태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05-15

• 스택 업데이트 취소
• aws cloudformation cancel-update-stack
• AWS CloudFormation API 참조의 CancelUpdateStack
Amazon EC2
Auto Scaling 그
룹에 대한 EBS
최적화 인스턴
스

2013년 2월
20일

이제 자동 조정된 인스턴스에서 Amazon Elastic Block
Store(Amazon EBS) 전용 처리량을 위해 Amazon EC2 Auto
Scaling 그룹의 EBS 최적화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
니다. 최적화된 Amazon EBS EC2 인스턴스에 대해 이전에 릴
리스된 지원과 유사하게 구현됩니다.

2010-05-15

자세한 내용은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의 새
로운 EbsOptimized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새 설명서

2012년 12월
21일

이제 AWS::EC2::Instance는 EC2 인스턴스의 블록 디바이스
매핑을 설정할 수 있는 BlockDeviceMappings 속성을 제공
합니다.

2010-05-15

이 변경 사항으로 인해 두 가지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었습니
다.
• BlockDeviceMapping
• 블록 디바이스
새 설명서

2012년 12월
21일

최근에 등록된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스택
을 생성하고 보는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새 섹션이 추가되었습
니다. 이러한 섹션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10-05-15

• AWS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스택 생성
•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AWS CloudFormation 스
택 데이터 및 리소스 보기
새 설명서

2012년 11월
15일

사용자 정의 리소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 주제에서 제공됩니다.
• 사용자 지정 리소스
• AWS::CloudFormation::CustomResource
• 사용자 정의 리소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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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릴리스 날짜

설명

API 버
전

업데이트된 설
명서

2012년 11월
15일

이제 AWS CloudFormation에서 RDS DB 인스턴스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IOPS(초당 I/O 작업)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RDS::DBInstance의 새로운 Iops 속성을 사용하여
1000–10,000 범위에서 1000 IOPS 단위로 이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10-05-15

RDS DB 인스턴스에 대한 IOPS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사용 설명서의 프로비
저닝된 IOPS를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설명서
및 업데이트된
설명서

2012년 8월
27일

AWS Management Console 사용 및 AWS CloudFormation 명
령줄 인터페이스(CLI) 사용에 대한 특정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주제가 재구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설명서 및 업데이트된 참조 항목을 비롯하여 AWS
CloudFormation 스택 태그 지정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었습니
다.
• 콘솔 사용에 대한 새로운 주제: AWS CloudFormation 스택
옵션 설정.
• AWS CloudFormation API 참조의 태그에 대한 새로운 정보:
CreateStack, 스택 및 태그.
Windows 스택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정보:
• Microsoft Windows Amazon 머신 이미지(AMI) 및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 AWS CloudFormation Windows 스택 부트스트래핑
새로운 주제: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정규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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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릴리스 날짜

설명

API 버
전

새로운 기능

2012년 4월
25일

AWS CloudFormation에서는 이제 Amazon EC2를 통해
Virtual Private Cloud(VPC) 보안에 대한 전체 지원을 제공합니
다. 또한 단일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 전체
VPC를 생성하고 모든 VPC 리소스 유형(서브넷,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ACL, 라우팅 테이블 등)으로 이러한 VPC를 채울 수
있습니다.

2010-05-15

새 VPC 기능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템플릿:
• 단일 서브넷의 단일 인스턴스
• Elastic Load Balancing(ELB) 및 Auto Scaling 그룹이 있는
여러 서브넷
다음 리소스 유형의 설명서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AWS::EC2::SecurityGroup
• AWS::EC2::SecurityGroupIngress
• AWS::EC2::SecurityGroupEgress
• AWS::EC2::Instance
•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 AWS::EC2::EIP
• AWS::EC2::EIPAssociation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다음과 같은 새로운 리소스 유형이 설명서에 추가되었습니다.
• AWS::EC2::VPC
• AWS::EC2::InternetGateway
• AWS::EC2::DHCPOptions
• AWS::EC2::DHCPOptions
• AWS::EC2::RouteTable
• AWS::EC2::NetworkAcl
• AWS::EC2::NetworkAclEntry
• AWS::EC2::Subnet
• AWS::EC2::VPNGateway
• AWS::EC2::CustomerGateway
새로운 기능

2012년 4월
13일

이제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스택을 업데이트
할 때 스택에서 요소를 추가 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가 업데이트되었고, 스택을 업
데이트할 때 리소스를 추가 및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연
습: 스택의 리소스 변경에 새로운 섹션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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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릴리스 날짜

설명

API 버
전

새로운 기능

2012년 2월 2
일

이제 AWS CloudFormation은 기존 Amazon Virtual Private
Cloud(Amazon VPC)의 리소스를 지원합니다. 이 릴리스를 사
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10-05-15

• EC2 전용 인스턴스를 기존 Amazon VPC로 시작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AWS::EC2::Instance를 참조하십시오.
• 기존 Amazon VPC에 있는 EC2 인스턴스의
SourceDestCheck 속성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EC2::Instance를 참조하십시오.
• 기존 Amazon VPC에서 탄력적 IP 주소를 생성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AWS::EC2::EIP를 참조하십시오.
•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기존 VPC에서 Amazon
VPC 보안 그룹 및 수신/송신 규칙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WS::EC2::SecurityGroup을 참조하십시오.
•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 리소스
의 VPCZoneIdentifier 속성을 설정하여 Auto Scaling
그룹을 기존 Amazon VPC와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AutoScaling::AutoScalingGroup을 참조하십시오.
• Elastic Load Balancing 로드 밸런서를 Amazon
VPC 서브넷에 연결하고 로드 밸런서에 대
한 보안 그룹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를 참조하십시
오.
• 기존 Amazon VPC에서 RDS DB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RDS::DBInstance를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기능

2012년 2월 2
일

이제 기존 스택에서 다음 리소스의 속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
니다.

2010-05-15

• AWS::EC2::SecurityGroupIngress
• AWS::EC2::SecurityGroupEgress
• AWS::EC2::EIPAssociation
• AWS::RDS::DBSubnetGroup
• AWS::RDS::DBSecurityGroup
• AWS::RDS::DBSecurityGroupIngress
• AWS::Route53::RecordSetGroup
업데이트 가능한 리소스와 스택 업데이트 시 고려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AWS
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를 참조하세요.
재구성된 설명
서

2012년 2월 2
일

기존 섹션을 새로운 섹션으로 재구성: AWS CloudFormation
2010-05-15
템플릿 작업 및 스택 관리. 템플릿 참조를 목차의 상단으로 이
동했습니다. AWS CloudFormation 스택의 비용 추정을 시작하
기 섹션으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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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릴리스 날짜

설명

API 버
전

새 콘텐츠

2012년 2월 2
일

세 가지 단원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2010-05-15

새로운 기능

2011년 5월
26일

이제 AWS CloudFormation은 스택 상태별로 스택을 필터링하
여 표시할 수 있는 aws cloudformation list-stacks
명령을 제공합니다. 삭제된 스택은 삭제된 후 최대 90일 동안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택 설명 및 나열을 참조
하십시오.

2010-05-15

새로운 기능

2011년 5월
26일

이제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resources 및 aws cloudformation get-template 명
령을 사용하여 스택이 삭제된 이후 90일 동안 삭제된 스택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나열 및 템
플릿 검색을 참조하십시오.

2010-05-15

새로운 링크

2011년 3월 1
일

이제 AWS CloudFormation 엔드포인트 정보의 위치는 AWS
General Reference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Web
Services 일반 참조의 지역 및 Endpoint를 참조하십시오.

2010-05-15

최초 릴리스

2011년 2월
25일

AWS CloudFormation의 최초 공개 릴리스입니다.

2010-05-15

• 연습: 스택 업데이트는 LAMP 스택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안
내하는 자습서입니다.
• AWS CloudFormation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mazon
EC2에 애플리케이션 배포는 AWS 헬퍼 스크립트를 사용하
여 템플릿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CloudFormation 헬퍼 스크립트 참조는 AWS
CloudFormation 헬퍼 스크립트(cfn-init, cfn-get-metadata,
cfn-signal, cfn-hup)에 대한 참조 자료를 제공합니다.

AWS CloudFormation 헬퍼 스크립트의 릴리스 기록
다음 표에서는 AWS CloudFormation 헬퍼 스크립트가 포함된 aws-cfn-bootstrap 패키지에 대한 변경을 설명
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헬퍼 스크립트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링크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헬
퍼 스크립트의 최신 버전으로 리디렉션됩니다.
• TAR.GZ
• ZIP
• EXE(32비트 Windows)
• EXE(64비트 Windows)

Note
헬퍼 스크립트 버전 2.0-1 이상은 Python 3.4 이상을 지원합니다. 이전 버전의 Python을 지원하는
헬퍼 스크립트가 필요한 경우 CloudFormation 헬퍼 스크립트 1.4의 릴리스 기록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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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릴리스 날짜

설명 변경

패키지 다운로드

2.0-6(최신
권장 버전)

2021년 3월
17일

버그 수정:

• TAR.GZ

• 경로가 포함된 엔드포인트 URL
• Elastic Beanstalk 통합

• ZIP
• EXE(32비트 Windows)
• EXE(64비트 Windows)

2.0-5

2021년 3월
5일

• Windows 설치 관리자에 Python 3.9.2 DLL 추
가
• C++ 재배포 가능 패키지를 14.28.29910으로
업데이트

2.0-4

2.0-3

2.0-2
2.0-1

• TAR.GZ
• ZIP
• EXE(32비트 Windows)
• EXE(64비트 Windows)

2021년 3월
2일

Visual Studio C++ 2010 재배포판이 업데이트되
었습니다.

• TAR.GZ

2021/1/8

최신 C++ Redistributable이 이미 설치되어 있더
라도 Windows 설치 프로그램이 이어서 실행됩니
다.

• TAR.GZ

2020년 9월
14일

cfn-hup에 대한 기본 및 사용자 지정 간격의 정
확도는 ±30초입니다.

• TAR.GZ

2020/6/24

• Python 3.4 이상만 지원

• TAR.GZ

• Windows 버전은 Microsoft Windows 2012 이
상을 지원합니다.
• Microsoft Windows의 경우 현재 1.4-15에서
1.4-30 사이의 헬퍼 스크립트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버전 2.0-0.1 이상을 설치하기 전에
이전 버전을 제거해야 합니다.

• ZIP

• ZIP
• EXE(32비트 Windows)
• EXE(64비트 Windows)
• ZIP

• ZIP

CloudFormation 헬퍼 스크립트 1.4의 릴리스 기록
아래 표는 Python 버전 2.7 및 2.6을 지원하는 이전 버전의 헬퍼 스크립트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 지원됩니다. Python 3.4 이상이 필요한 최신 버전의 헬퍼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Note
AWS CloudFormation 헬퍼 스크립트는 Amazon Linux AMI 이미지에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다운로드 패키지가 기타 Linux/Unix 배포판과 Microsoft Windows(2008 이상)에 적
용됩니다. 헬퍼 스크립트의 자세한 사용 방법은 CloudFormation 헬퍼 스크립트 참조 (p. 6575) 단원
을 참조하십시오.
버전

릴리스 날짜

설명 변경

패키지 다운로드

1.4-34

2020년 9월
14일

cfn-hup에 대한 기본 및 사용자 지정 간격의 정
확도는 ±30초입니다.

• RPM
• RPM(소스 파일)
• TAR.GZ
• ZIP
• MSI(32비트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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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릴리스 날짜

설명 변경

패키지 다운로드
• MSI(64비트 Windows)

1.4-33

5/28/2020

Python 2.6 및 2.7을 지원합니다.

• RPM
• RPM(소스 파일)
• TAR.GZ
• ZIP
• MSI(32비트 Windows)
• MSI(64비트 Windows)

1.4-32

• EC2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버전
2(IMDSv2)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 Python 2.6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yum 리포지토리를 통해서만 수동 설치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4-31

9/10/2018

• 최신 AWS 리전으로 지원이 확장되었습니다.

• RPM

• Windows 설치 관리자를 사용할 때 aws-cfnbootstrap의 특정 이전 버전을 제거하는 문
제가 해결되었습니다.

• RPM(소스 파일)
• TAR.GZ
• ZIP
• MSI(32비트 Windows)
• MSI(64비트 Windows)

1.4-30

2018/3/21

• 특정 네트워크 오류에 대한 추가 재시도를 추
가했습니다.
• cfn-hup 로깅을 개선했습니다.

• RPM
• RPM(소스 파일)
• TAR.GZ
• ZIP
• MSI(32비트 Windows)
• MSI(64비트 Windows)

1.4-29

2018년 2월
12일

최신 AWS 리전으로 지원이 확장되었습니다.

• RPM
• RPM(소스 파일)
• TAR.GZ
• ZIP
• MSI(32비트 Windows)
• MSI(64비트 Windows)

1.4-27

2018년 1월
24일

최신 AWS 리전으로 지원이 확장되었습니다.

• RPM
• RPM(소스 파일)
• TAR.GZ
• ZIP
• MSI(32비트 Windows)
• MSI(64비트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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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릴리스 날짜

설명 변경

패키지 다운로드

1.4-24,

2017년 10
월 12일

기존 버전의 Python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비호환성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RPM

1.4-26

• RPM(소스 파일)
• TAR.GZ
• ZIP
• MSI(32비트 Windows)
• MSI(64비트 Windows)

1.4-23

2017년 10
월 3일

• 날짜/시간 직렬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RPM

• 비 ASCII 문자의 로깅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 RPM(소스 파일)
• TAR.GZ
• ZIP
• MSI(32비트 Windows)
• MSI(64비트 Windows)

1.4-22

2017년 9월
14일

umask에서 0로 0022 기본 값이 변경되었습니
다.

• RPM
• RPM(소스 파일)
• TAR.GZ
• ZIP
• MSI(32비트 Windows)
• MSI(64비트 Windows)

1.4-21

2017년 8월
31일

기본 값을 umask로 하는 0 파라미터가 cfn-hup
데몬에 추가되었습니다.

• RPM
• RPM(소스 파일)
• TAR.GZ
• ZIP
• MSI(32비트 Windows)
• MSI(64비트 Windows)

1.4-20

2017년 8월
2일

• 0700 권한을 /var/lib/cfn-hup/data 디
렉터리로 설정합니다.
• 0700 권한을 /var/lib/cfn-init 디렉터리
로 설정합니다.
• metadata_db.json 및 resume_db.json
파일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그룹 및 세계에 대
한 모든 권한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4-19

2017년 7월
20일

• 셸프에서 metadata_db 및 resume_db 파일
에 저장된 데이터 형식이 JSON으로 변경되었
습니다.
• 0600 권한을 /var/lib/cfn-init 디렉터리
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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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M
• RPM(소스 파일)
• TAR.GZ
• ZIP
• MSI(32비트 Windows)
• MSI(64비트 Windows)
• RPM
• RPM(소스 파일)
• TAR.GZ
• ZIP
• MSI(32비트 Windows)
• MSI(64비트 Windows)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AWS Glossary
For the latest AWS terminology, see the AWS Glossary in the AWS General Reference.

API 버전 2010-05-15
6934

